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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의 생물학적 대응 및 활용 극대화 시스템 구축 기반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신설기관인 방사선연구원의 연구 활성화, 국가 방사선기술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 국책연구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개발 및 방사선 융합기술 실용화를 위한 원천 

기반기술 개발사업 수행

     - 새로운 방사선원(싸이클로트론, 감마온실, 우주방사선, 양성자 가속

기 등)과 BT 융합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및 이를 이용한 실용화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미래 우주 개발을 위해 biodome 건설과 연계한 우주환경 적응 신 

작물 개발을 위한 원천 기반기술 제공이 필요함

     - 신설 기관으로서 연구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취약성과 정보인

프라 기반 시설 및 관련 H/W, S/W의 기본 툴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필요함.

   ○ 연구지원 강화의 정보화 서비스, 정보인프라 기반 구축 및 산학연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방사선기술 기반 BT 융합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방사선원 및 에너지 수준별 생물 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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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방어 등 생물환경 향 평가 기반연구

       ․방사선 치료(radiogenic therapy) 이론 개발 

     - RT/BT 융합 생물 신소재 개발을 위한 물질구조변환 이론정립 

및 활용 기반연구

       ․생물 거대분자(Protein 등) 구조변환 모니터링

       ․생물독소 약독화 기전 규명 연구

   ○ RT/융합기술 연구지원 시스템 및 산학연 지원 기반구축 

     - 신설 연구시설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실험실 실험대 등 기본 연구 인프라 확립 

       ․RT/RT융합기술 연구활성화 지원시스템 구축

Ⅳ. 연구개발결과 

   ○ RT 기반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실효성이 있는 성과 도출에 필수

적인 핵심이론 및 원천 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의 안정적 

수행으로 차후 국가 방사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연구

성과물 산출기반 초석 마련 

      - 방사선 생물학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응 메카니

즘 규명을 통한 생물체의 방사선 조사 기술을 새롭게 정립

      - RT/BT 융합 생물 신소재 개발을 위한 물질구조변환 특성 규명 

및 활용 기반기술 확보

   ○ 신설 연구기관으로 이전에 따른 연구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기

에 연구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연구사업 지원 기본 설비 및 장비 

구축

      - RT 기반 융합기술 연구개발 중심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선진 방사

선 이용기술 실용화를 위한 원천기반기술개발과 산․학․연 지원 

연구개발 정보공유 DB/Network 구축 및 지원 기반 마련

    ○ 정량적 성과  

      - 논문게재 : 1 (SCI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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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발표 : 15

      - 홍보 : 정읍지역주민, 공무원, 학교, 관련 산업체 종사자에게 

방사선연구원 이전 및 연구사업에 대한 홍보 20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방사선이 생물체에 미치는 향 등 반응 메카니즘 규명은 방사선 

생물학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물체의 방사선 조사 

기술을 새롭게 정립

   ○ RT/BT 융합 생물 신소재 개발을 위한 물질구조변환 특성 규명 및 

활용 기반기술 확보

   ○ 신설 연구기관의 연구업무 조기 정착으로 방사선연구원 중장기 발

전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신규 시설들의 연구업무 수행 지원 프로

그램 확보로 연구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정보인프

라 구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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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요약문)

Ⅰ. Project Title

    Studies on the Promotion of Biological Application by 

Radi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foundation project was conducted to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foundation and the promotion of research activity of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ARTI), newly established institue from 

KAERI. And, the project was also planned to perform the basic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for the supporting 

National nuclear R & D Program and other National R & D Plan, the 

commercialization of RT based fusion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of ARTI and the presentation of the 

information to the related industries,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The performance of basic research for the fusion of 

biotechnology with RT in this year

     - Studies on the effects of radiation type and energy level in 

biological system

       ․Basic studies on the evaluation of bioenvironmental by 

radiation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radiogenic therapy

     - Establishment of theory of the structural chang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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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olecules by irrad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ovel 

materials produced by RT based fused with BT and its 

application in the fields of biotechnology industries

       ․Monitoring the structural changes of marcromolecules such as 

protein and carbohydrate by irradiation

       ․Studies on the evaluation of attenuation properties of 

biological toxins by irradiation 

   ○ Establishment of research system and foundation for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fusion technology and industries, universities 

and institute 

Ⅳ. Result of Project

   ○ Several good results were obtained under the support of this 

project.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 New establishment of the theory of effects of radiation on 

plant cell  

      - Elucidation of properties of the conformational changes of 

biomolecules by irradiation and obtaining basic technology 

from its results to apply in industries.

   ○ Establishment of basic research instruments and infrastructure 

for normalization of research activities of newly established 

institute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The results obtained from in this project can be used to the 

promotion of radiation biology and its industri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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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방사선기술(Radiation Technology, 이하 RT)은 제반 공업, 의료, 생물

자원, 식품, 보건, 환경 등 모든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이용되므로 매우 넓

은 연구범위를 가지고 있다. 방사선 이용기술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응용기

술의 개발도 중요하나 최우선적으로 방사선량의 측정 및 방사선 조사 서

비스 기술 확보와 RT/BT 융합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방사선의 생물

향평가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선연구원은 RT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근거하고 제251차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부터 설립하여 당해 

연도에 1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었다. 국가 방사선기술의 고도화와 선진

화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 국책연

구사업 수행 및 산학연 기술지원을 위한 국가중심연구기관으로서의 임무

를 수행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 기본사업(일반사업)의 지

원으로 RT핵심연구시설운  및 기초기반 연구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중 기초기반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선원별/선종별 특성규명, Dosimetry 표준화 및 방사선 조사 서

비스(Good Irradiation Practice, GIP) 선진화 연구

   ○ 방사선 이용 환경 및 자원 개발 지원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 방사선의 생체 향 평가 기초자료 확보 및 방사선 융합기술 실용화

를 위한 원천 기반기술 개발

      - 새로운 방사선원(싸이클로트론, 감마온실, 우주방사선, 양성자 가

속기 등)과 BT 융합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및 이를 이용한 실용

화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연구

      - 미래 우주 개발을 위해 biodome 건설과 연계한 우주환경 적응 

신 작물 개발을 위한 원천 기반기술 개발

  ○ 산학연 연구지원 강화의 정보화 서비스 및 정보인프라 기반 구축 

      - 신설 기관으로서 연구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취약성과 정보인

프라 기반 시설 및 관련 H/W, S/W의 기본 툴을 마련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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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구축

   상기 내용 중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원별/에너지 수준별 생체 향 평가 

기초자료 확보 및 방사선 융합기술 실용화를 위한 원천 기반기술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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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연구사업의 필요성

   방사선연구원은 신설 연구기관으로서 조기에 연구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이전 연구부서의 연구업무 조기정착 및 빠른 연

구개발 사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수행되어야 한다.

   RT/BT 융합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방사선원별/에너지 수분별 방사선 

조사가 생물 활성에 미치는 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특성 규명을 

위해서는 전리방사선, 입자 방사선 등) 생물 향 특성규명 연구가 수행되

어야 하며, 이를 통한 이론정립으로 RT/BT 융합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본 연구소가 세계최초로 수행한 생물체/소재 활용증진 연구

결과를 더욱 고도화하고 핵심화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원종별 생물소재 활

용증진에 대한 폭 넓은 기초기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2005년 Space Korea 원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주발사체 개발도 중요하지

만 우주정거장, 기지 등 우주환경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우

주환경 생활지원시스템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주환경에서 가장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이 우주방사선 (Cosmic Ray)과 무중력 조건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국내에서도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주방사선은 입자 방사선(양성자 

등)으로서 국내에서 이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연구시설은 현재 방사

선연구원만이 구축하고 있어 국가 우주개발계획을 위해 우주방사선 환경

에서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한 우주환경 생활지원시스템에 대한 원천 기반

기술 개발 및 실용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가 TRM 및 NuTRM의 정책 전략제품에 부합하는 핵심 

및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 TRM 및 

NuTRM의 정책 전략제품인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과 국가 안전 및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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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 및 생물자원의 지속적 확보, 그리고 방사선 

생명환경자원 분야의 전략제품 개발을 위한 RT 융합기술 기반연구의 수

행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제 2 절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1. 성과 목표 및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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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3.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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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사업 내용

1. 단계별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2.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RT분야의 국가 중점연구 수행기관인 방사선연구원에 설치되는 RT 핵

심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국가 방사선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융합기술 개발

을 위한 기초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방사선 이용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설치한 첨단연구시설의 산․학․연 공동활용과 이를 연계한 기술 개

발을 통하여 국가 방사선 기술의 선진화와 RT 이용산업의 극대화하기 위

해 대과제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사업내용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 방사선 조사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방사선 이용 산업의 확대 등에 

필수적 요소인 공정관리 시스템으로서 방사선 선량측정기술 체계화 

및 방사선 조사 서비스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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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을 이용한 생물자원 개발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방사선 

육종, 돌연변이체 분리, 유전자 조작 등의 기반연구를 식물 및 미생

물 자원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DB를 확보함으로써 

RT/BT 융합기술 기반 확보

   ○ 방사선원 및 선량별 동식물 자원의 생체 향 평가 기술개발 및 DB 

제공을 통한 방사선 치료(radiogenic therapy), 방사선 방어, 방사선

의 생물환경 향 평가 등 연구사업 지원

   ○ RT 융합기술로 생산된 연구산출물 및 연구활용분야의 정보자료 서

비스와 공동 활용 방안 제공을 위한 정보 서비스 강화와 정보인프

라 기반 구축

3. 당해 연도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가. 방사선기술 기반 BT 융합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 방사선원 및 에너지 수준별 생물 향 연구

      - 방사선 방어 등 생물환경 향 평가 기반연구

      - 방사선 치료(radiogenic therapy) 이론 개발 

   ○ RT/BT 융합 생물 신소재 개발을 위한 물질구조변환 이론정립 및 

활용 기반연구

     - 생물 거대분자(Protein 등) 구조변환 모니터링

     - 생물독소 약독화 기전 규명 연구

 나. RT/융합기술 연구지원 시스템 및 산학연 지원 기반구축 

   ○ 신설 연구시설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 실험실 실험대 등 기본 연구 인프라 확립 

     - RT/RT융합기술 연구활성화 지원시스템 구축



- 8 -

제 4 절  연구개발 결과 

1. 당해 연도 연구결과

 가. 방사선기술 기반 BT 융합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1) 방사선의 생물학적 활용효율 증대를 위한 필수기반연구결과 확보

     - 방사선 조사가 생체에 미치는 반응 메카니즘 규명

     - 방사선 조사 후 식물세포 소기관(핵,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등) 막 구조에 미치는 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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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감마선조사가 세포소기관의 초미시구조에 미치는 향

   본 연구에는 애기장대 종자를 0.01% Triton X-100에서 10분간 소독하

여 에틸알코올로 세척하고 0.1% agarose 용액에 넣은 후 4℃에서 3일간 

저온처리를 하여 파종하 다. 애기장대 유묘를 5주간 22℃ 식물 생장상에

서 키운 후 1, 2, 5, 50 Gy 수준의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 다.  9일 후 애

기장대 줄기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2% paraformaldehyde와 0.1% 

glutaraldehyde 혼합액에서 전고정 시킨 뒤 OsO4롤 후고정 하여 아세톤계

열 (50, 70, 90, 95, 100%)로 탈수하 다. 그후 epoxy계통의 수지침투 및 

포매과정을 거쳐 경화시켰다. 60-80nm 두께의 초박 절편을 제작한 후 

uranylacetate와 lead citrate 염색을 하여 투과형전자현미경을 관찰하 다.

   ① 저선량 방사선이 식물 생장에 미치는 향 

   저선량 수준의 방사선이 생장 및 식물 세포 소기관에 미치는 향을 

파악키 위해 애기장대 식물체에 1Gy, 2Gy, 5Gy, 와 50Gy 수준의 방사선 

선량을 조사한 후 대조구와 함께 온실에서 생장시켜 식물체의 생장과 초

미시구적으로 세포 소기관의 형태변화를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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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감마선 조사후 애기장대 유묘의 생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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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장대 생장은 모든 대조구 및 처리구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

서히 증가하 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선량 (1Gy, 2Gy)이 조사된 처리구에

서는 대조구에 비해 생장이 증가하 으나, 이러한 생장 촉진 효과는 대조

구와 저선량 조사구 간에 유의성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고

선량 (50Gy)에 노출된 애기장대의 생장은 상당히 억제되었다. 이러한 경

향은 다른 식물종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1).

   ② 저선량 방사선이 식물 세포 소기관에 미치는 향 

   감마선 조사 후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애기장대 줄기내의 세포 소기

관의 초미시구조를 관찰하 다. 투과형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저선량과 고

선량을 조사 한 후 일반적인 형태는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cortex cell에서 세포벽과 액포사이의 세포질은 얇은층 형태로 액포화가 

심하게 발생하 다. 

Fig. 2. 애기장대 유묘 줄기의 피층세포내의 엽록체. A, 0 Gy; B, 1 Gy; 

C, 5 Gy; D, 50 Gy. Ch, 엽록체; CW, 세포벽; ER, 수포체; IS, 세

포간극; Sg, S, 전분립; V, 액포. Bar = 5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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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애기장대 유묘 줄기의 피층세포내의 미토콘드리아 및 소포체. A, 

0 Gy; B, 1 Gy; C, 5 Gy; D, 50 Gy. Ch, 엽록체; CW, 세포벽; 

ER, 소포체; G, 골지체; M, 미토콘드리아; IS, 세포간극; Sg, 전분

립; V, 액포; Plastoglobuli (백색화살표). Bar = 200nm. 

   세포질은 세포벽을 따라 분포하며 전자 도 높게 나타났으며, 엽록체, 

endoplasmic reticulum (ER), 미토콘드아, 리보소옴과 같은 다양한 소기관

이 함유되어 있었다. Control과 상대적으로 저선량 (1Gy, 2Gy)이 조사된 

애기장대 줄기는 정상적인 틸라코이드막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엽록체

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고선량인 50Gy를 

조사한 애기장대 줄기의 엽록체는 현저한 형태 변형이 나타났으며, 틸라코

이드막은 심하게 팽윤됐거나, 구조적으로 파괴되었다 (Fig. 2). 그러나 엽

록체의 크기는 저선량과 고선량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게 나타났

다. 흥미롭게도 고선량이 조사된 엽록체는 스트레스하에서 lipid의 산화와 

관련된 plastoglobuli를 상당수 함유하고 있었으며, stroma에서 그 크기는 

상당히 크게 증가하 다. 또한 이러한 형태변화와 함께, 엽록체 내에 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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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의 출현이 관찰되었다(Fig. 2-D, 3-D).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선량이 조

사된 애기장대 줄기에선 엽록체 내에 전분립이 존재하지 않았다. 초미시구

적 관찰 결과 감마선에 의한 피해 양태는 주로 엽록체에서 관찰되었으며, 

ER 및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미미하게 관찰되었다(Fig. 3).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핵을 포함한 다른 세포소기관에 비해 엽록체가 감마선에 가장 민감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 Gy 이하의 감마선 조사는 애기장대 세포소기관

의 변화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4). 

Fig. 4. 애기장대 유묘 줄기의 피층세포내의 핵. A, 0 Gy; B, 1 Gy; C, 5 

Gy; D, 50 Gy. Ch, 엽록체; CW, 세포벽; ER, 소포체; Nu, 핵, G, 

골지체; M, 미토콘드리아. Bar = 5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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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T/BT 융합 생물 신소재 개발을 위한 물질구조변환 특성 규명 

및 활용 기반기술 개발

     - 생물 특이반응을 이용한 선원/선량 변화에서 Protein의 구조변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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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n vitro/in vivo 시험을 통한 미생물유래 독소 Lipopolysaccharide 

약독화 평가 

   대장균 E. Coli O55:B로부터 Lipopolysaccharide (LPS)를 분리한 후 총 

5-200 kGy 흡수선량을 얻도록 감마선을 조사하 다.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LPS의 독성감소 효과의 평가는 mouse로부터 macrophage을 분리하

여 전처리, 동시처리, 후처리 시 생성된 염증반응 생성물인 Cytokine 

(TNF-α) 및 Nitric Oxide(NO)의 양으로 확인하 다. 또한, 방사선 조사가 

LPS에 미치는 향은 전기 동에 의한 분자량 변화, UV Spectrum 및 

Infrared (IR) Spectrum 분석을 통해 구조변화를 분석하 다. 

   ① 방사선이 LPS의 구조변화에 미치는 향 

   ㉮ 분자량 변화에 미치는 향

   LPS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전기 동 하여 분자량의 변화를 확인하

다(Fig. 5). 그 결과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LPS의 저분자화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은 polysaccharide의 결합

을 파괴하여 분자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LPS도 

polysaccharide가 독성을 나타내는 Lipid A 부분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

기 때문에 감마선 조사에 의해 polysaccharide가 단쇄화 되어 이러한 현상

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5. Changes of molecular weight of LPS by irradiation  



- 15 -

   ㉯ UV 및 IR spectrum pattern 변화

   LPS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구조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UV 및 IR 

spectrum을 분석하 다 (Fig. 6, 7). Fig. 2와 3에서와 같이 LPS는 특정

역에서의 intensity에 변화가 나타나거나, 방사선 비조사된 spectrum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peak가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LPS의 구조가 변화하 음을 입증한 결과이다. 

Fig. 6. 방사선 조사된 LPS의 Ultra Violet (UV) Spectrum

Fig. 7. 방사선 조사된 LPS의 Infrared (I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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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사선이 LPS의 독성 및 감소에 미치는 향

   ㉮ 방사선 조사된 LPS가 예방적 효능에 미치는 향

   LPS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마우스 대식세포(macrophage)에 전처리를 

하여 염증유발 물질인 TNF-α의 생성량을 확인하 다(Fig. 8). 그 결과 20 

kGy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 할 경우 독성이 있는 LPS에 의해 발생되는 

염증반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LPS는 체내에서 TNF-α와 같은 Cytokine을 분비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LPS에 방사선을 조사 할 경우 그 독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8. 방사선 조사된 LPS가 마우스대식세포의 TNF-α 생성에 미치는 

향(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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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조사된 LPS가 치료적 효능에 미치는 향 

   독성이 존재하는 LPS를 이용하여 mouse 대식세포에 염증을 유발시킨 

후 감마선 조사된 LPS를 재처리하여 방사선 조사된 LPS의 치료적 효과

를 검증하 다(Fig. 9). 방사선을 처리하지 않은 LPS (Intact, 0 kGy)는 

TNF-α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

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된 LPS를 처리한 결과 투여량이 증가함에 따라 

대식세포에서 생산되는 염증유발성 물질인 TNF-α의 함량이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 kGy 이상으로 감마선 조사된 LPS는 소량 

(0.6ug/ml)의 투여로도 체내에서 유발된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 조사된 LPS가 무독화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이미 미생물감염에 의해 발생된 염증반응도 감소시킬 수 있는 

길항저해제(antagonist)로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Fig. 9. 방사선 조사된 LPS가 마우스대식세포의 TNF-α 생성에 미치는 

향(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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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T/융합기술 연구지원 및 산학연 연구지원 기반 구축

 
   ○ 신설 연구시설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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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시적 연구 성과

   ○ 정량적 성과  

     - 논문게재 : 1 (SCI : 1)

     - 논문발표 : 15

     - 홍보 : 정읍지역주민, 공무원, 학교, 관련 산업체 종사자에게 

방사선연구원 이전 및 연구사업에 대한 홍보 20회

   ○ 신설 연구기관으로 이전에 따른 연구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기

에 연구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연구사업 지원 기본 설비 및 장비 

구축

     - RT 기반 융합기술 연구개발 중심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선진 방사

선 이용기술 실용화를 위한 원천기반기술개발과 산․학․연 지원 

연구개발 정보공유 DB/Network 구축 및 지원 기반 마련

     - 본관 연구동 (‘05. 3. 기본 설비 및 장비 구축)

       ․‘05. 4. : 방사선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 분야 이전 및 업무 개시

       ․‘05. 7. :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술개발 분야 이전 및 업무 개시

     - 방사선 조사시험동 (‘05. 12. 기본 설비 및 장비 구축)

       ․‘05. 12. : 방사선 공업/환경/동위원소 분야 이전 및 업무개시   

     -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보자료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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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량적 결과물(특허, 논문, 기술보고서, 기타)

구 분 제 목 비 고

국내(게재)
Ultrastructural changes of cell organelles of 
Arabidopsis stem after gamma irradiation

Journal of Plant 
Biology(SCI)

국외(발표)
Study on novel preparation and bilogical 
activity of water-soluble propolis

한국식품 양과학
회 2005 국제 
심포지엄

국외(발표)
The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cell 
organelles of Arabidopsis thaliana L.

4th LOWRAD 
International 
conference

국외(발표)
The pattern of distribution of peroxide and 
H2O2 in hypocotyls of pumpkin irradiated with 
gamma ray  

한국원자력학회
춘계 발표회

국내(발표)
Up-regulation of photosynthetic activity in 
arabidospsis plants exposed to a 
high-dose-gamma-radiation

한국원자력학회
춘계 발표회

국내(발표)
Immunogold labeling of peroxides in cotyledon 
pumpkin exposed to gamma ray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발표회

국내(발표)
Cytochemical localization of H2O2 in the leaf 
and petiole of pumpkin irradiated with gamma 
ray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발표회

국내(발표)
Deposition of hydrogen peroxide in rice(Pokkali 
and IR-29) under salt stress

Plant Winter 
Conference 2005

국내(발표)
Delayed leaf senescence in Arabidopsis plants 
exposed to a high-dose-gamma-radiation

한국생물과학협회 
학술발표회

국내(발표)
Inhibition effect of irradiated LPS on 
LPS-induced endotoxemia

2005 대한약학회 
심포지움

국내(발표)
Influence of high dose gamma ray on 
accumulation of hydrogen peroxide in pumpkin 
(Cucurbita ficifolia Bouche) seedings

한국작물학회 추계 
학술대회

국내(발표)
Effect of gamma irradiated phytic acid on the 
function of immune cells

2005 대한약학회 
심포지움

국내(발표)
Immunocytolocalization of peroxidase in 
pumpkin (Cucurbita ficifollia Bouche) seedings 
exposed to gamma ray

한국작물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국내(발표)
Deposition pattern of hydrogen peroxide in 
pumpkin (Cucurbita ficifollia Bouche) seedings 
exposed to gamma ray

한국전자현미경학
회

국내(발표)

Differential expressions of 
salt-tolerance-related genes in rice (Oryza 
sativa L.) under a moderate salt-stress 
condition and effects of jasmonic and 
gamma-radiation

Plant Winter
Conference 2005

국내(발표) 감마선 조사된 실크 펩타이드의 항산화능 평가
한국축산식품학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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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방사선이 생물체에 미치는 향 등 반응 메카니즘 규명은 방사선 

생물학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물체의 방사선 조사 

기술을 새롭게 정립

       - 차기년도 연구에서 면역금표지 전자현미경적 기법을 사용하여 

방사선 조사 후 활성이 증가되는 항산화효소 중 과산화효소

(peroxidase)의 활성 및 조직과 세포간 국재형태 비교시험을 위

한 기반 자료로 활용

   ○ RT/BT 융합 생물 신소재 개발을 위한 물질구조변환 특성 규명 및 

활용 기반기술 확보

     - Protein, Protein derivatives의 구조변환 및 생물유래 독소 약독화 

메카니즘 규명으로 RT 기반 BT 융합 신약, 신소재 개발 분야의 

기반자료로 활용

   ○ 연구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향상과 서비스질의 증대 및 정보인프

라 구축 활용

   ○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기반기술 확보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 방사선연구원의 연구기능 활성화 및 2020년 방사선 이용기술의 

아․태 지역 허브구축 비전 달성에 기여

   ○ 신설 연구기관의 연구업무 조기 정착으로 방사선연구원 중장기 발

전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신규 시설들의 연구업무 수행 지원 프로

그램 확보로 연구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정보인프

라 구축 활용

   ○ 2005년 일반회계사업 “RT 핵심연구시설운  및 기초기반연구사

업”의 제 2대과제 “방사선 융합 기초기반 연구사업”의 세부과제로

서 신규로 수행하여, 본소(대전)에서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으로

의 이전에 따른 연구사업 공백과 업무 정상화 기간이 소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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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 다고 자체평가 되

며, 차기년도부터 본격적인 연구사업 수행으로 국가 방사선기술 

산업 및 전북/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RFT 산업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기반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됨.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연구사업의 필요성
	제 2 절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1. 성과 목표 및 미션
	2. 추진체계
	3. 추진전략

	제 3 절  연구사업 내용
	1. 단계별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2.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3. 당해 연도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제 4 절  연구개발 결과
	1. 당해 연도 연구결과


	제 3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