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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방사선 기술․산업 시장은 천문학적 규모

  - 현재 수준에서도 약 5천억불 정도로 매우 큰 세계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순 현재가치법으로 2010년에 1조 1천억불, 2030년에 4조불 정도로 미래 방사선

시장은 급격히 확대될 전망임

Ⅱ. 미국․일본도 RT산업 착수초기 강력한 정부주도의 지원이 있었음

  - 미국․일본이 RT산업 선진국이 되기까지 착수초기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특히 일본의 경우 현재도 국가연구소 중심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응용연구이외에도 기반연구를 병행하여 수행중임

  - 응용연구를 중점 수행하며, 국내 연구개발 체계와 유사한 형태로 운 중인 

‘다카사키연구소’는 2005년도 기준으로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예산․인력의 

10배 수준임

Ⅲ. 산업의 주기적 관점에서 국내 RT산업은 ‘태동기’ 수준

  - 산업주기적 관점에서 국내 RT산업은 ‘태동기’수준으로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나, 초기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개별부처나 기업에서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전반적인 국내 RT기술․산업수준은 세계30위 수준으로 낮으나 최근 

10여년간의 연구개발투자로 인해 일부 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어 

경쟁력있는 강점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음

Ⅳ. 최근 개별부처에서도 R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함

  - 최근에는 과기부, 산자부, 국방부, 농림부 등 개별부처에서도 RT기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처별 중기계획에 반 했거나 반 을 검토중에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타 부처로 확산되는 추세임

  - 또한, 국가 성과평가대상 240개 사업중 연계가능성이 있는 51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중복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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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방사선 기술․산업의 특징은 ‘융합’, ‘장치기반’, ‘단기산업화’

  - 연구개발결과물이 여러 부처와 연계되는 융․복합적 성격

    ․기술․산업 총괄 등 leading역할을 담당할 부처 필요

  - 연구개발시 대형설비, 시설 및 장비 등이 필요한 장치기반 기술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초기투자비용 큰 본 기술을 모든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아님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개발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부처부터 점진적 추진 필요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비해 기술개발에서 산업화까지의 주기가 짧은 기술 

    ․“과기부 -기반기술, 개별부처 -응용․산업화기술”의 일반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으로는 시간싸움의 치열한 시장경쟁체제에서 경쟁력확보가 어려움

Ⅵ. 종합조정 부처에서 집행기능 유지사유 : 개별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융합기술

  - 2005년 과기부에 ‘종합조정(혁신본부)’기능 신설시 ‘선수와 심판’이라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집행기능(연구개발사업 추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논리는 

  - 아래의 기술적 특성을 가진 사업은 개별부처에서 담당하기 어려우므로 과기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임

    ․여러부처 참여기술, 다양한 분야의 융합기술

    ․장기 대형연구개발기술 (원자력, 우주)

    ․다양한분야로의 발전잠재력이 큰 원천기반기술  

Ⅶ. 결론적으로, 

  - 국내 RT기술․산업을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기부 중심의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정책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 전문연구기관으로 집중화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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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he astronomical proportions of Irradi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 Although it now occupy the high portion of world market size, about $500 

billions, it would be expanded steeply to $1,100 billions in 2010, and $4 

trillions in 2030 when using PV (present value) methodology 

Ⅱ. In the early stage of RT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they were also highly supported by government.

  - Especially, Japan intensively support the industry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it is executing foundation researches as well as applied 

researches

The main reason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 The level of manpower and budget of Dakasaki research institute 

operating similar R&D system to domestic front and focusing applied 

researches are more than ten times comparing with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Ⅲ. In the viewpoint of industrial cycle, domestic RT industry is the 

level of "the dawn stage" 

  - Although the domestic RT industry has high potentiality for development, 

it is hard to be in charge of each department and business firms in the 

early stage of R&D because of its high initial investment cost 

  - In addition, overall domestic technology and industry level of RT ranks 

30th place in the world, but some parts of technology have been 

improved and become to possess competitive technology for the 

continuing R&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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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cently, individual government department begins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RT industry.

  - Currently, individual government department such a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have already reflected it in each middle-term schedule or 

examined the reflection after perceiving the importance of RT technology 

and industry, and this trend is now expanding to other departments

-  In addition, after investigating duplication about research development projects 

that has possibility to be related among the 240 national outcome 

evaluation projects, it was analyzed that there is no duplication among them. 

Ⅴ. The characteristics of Irradiation technology and industry are ‘Fusion’, 

‘Equipment Based’, ‘short-range industrialization’

  - The fusion characteristic liking the result of R&D to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 

    ․Specific ministries and offices taking charge of leading technology and 

industry are required 

  - When executing R&D, equipment based technology that needs large-sized 

equipments and facilities

    ․from the early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 promoting the 

technology that needs huge amount of initial investment cost in the all 

government departments separately is not a efficient use of financial 

resources. 

    ․The government department that has higher priority than others needs 

to promote it in the above specific level of R&D stage.

  - Technologies that have shorter industrialized period than the other 

national R&D projects

    ․It is too hard to hold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eneral R&D 

system such a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Foundation 

technology, individual government department-Applied - industrized 

technology" in the bitterly contested market circum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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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The main reason of maintaining execution function in integrated 

mediation department: Fusion technology that is too hard to be charged 

by individual government department

  - In spite of criticism of public called "a player and a referee" when newly 

establishing integrated mediation, the main logic for maintaining the 

execution function(promotion of the R&D projects) is  

  - It is that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needs to administer the 

technologies holding below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because it is hard 

to be in charge of each department

    ․The technology that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s take part in, 

Fusion technology in the various area

    ․Long-term and large-sized R&D technologies such as atomic energy 

and space

    ․Indigenous technology that has big upside potential to the various areas

Ⅶ. In conclusion

  - In order to promote Domestic RT technology and industry as a growth 

dynamic of next generation of 21 century, 

    ․ Intensive R&D investment policy driven by the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 In the side of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centralizing in national 

professional research institute and bringing to effect is desi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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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제 1 절 보고서 작성배경

  1.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2008년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예산검토를 위해 ‘방사선

이용기술’관련 R&D 현황 및 부처별 연계상황에 대한 분석자료 요구

  2. 혁신본부 주요 검토의견

   가. 방사선을 이용한 연구개발사업은 과기부,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등에서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필요

   나. 또한,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중심으로 공업, 환경, 생물, 농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수요부처와의 연계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제 2 절 주요내용

  1. 미국, 일본 등 방사선 관련 선진국들의 R&D 정책 및 기술현황 분석

   가. 미국, 일본의 기술트리 및 RT R&D 정책의 과정․특징 분석을 통한 Benchmarking 

(미국은 RT산업 1위, 일본은 우리나라와 RT관련 R&D체계 유사)

  2. 국내 RT 기술․산업의 전반적인 현황 분석과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비교․분석

   가. 국내 전체 RT기술수준을 세부기술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체 RT 산업규모를 국내기술수준으로 갈음

   나.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방사선 R&D사업에 대해서는 정량화가 가능하고 

가장 공신력이 있는 특허의 관점에서 분석

  3. 산자부, 농림부, 복지부, 국방부 등 각 개별부처와의 연계중인 사업에 대한 분석

   가.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RT관련 R&D는 기반기술

개발의 성격이 아닌 공업, 환경, 생물, 농업, 우주 분야 등과의 응용기술이므로 

각 개별부처와의 연계현황에 대한 분석과

   나. 방사선기술․산업이 가진 고유의 특징을 파악하여 방사선 응용 R&D의 

투자방향 설정의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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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미․일 방사선기술․산업 추진현황

제 1 절 미국의 방사선 기술․산업 추진현황

  1. 방사선 및 RI 이용기술 추진현황

   가. IAEA 발표내용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방사선 및 RI이용기술을 크게 살․멸균

기술(Sterilization), 식품․농업기술(Food and Agriculture), 국민보건기술

(Human Health), 환경응용기술(Environmental Applications), 물리․화학적 

응용기술(Physical and Chemical Applications) 의 5개 기술로 구분하여 추진

하고 있음

   나. 방사선 살․멸균기술분야는 조직은행 및 생체재료관련 연구를 집중 수행중

이며, 국내에서는 최근 본 분야의 연구를 착수한 단계로 미국의 기술수준의 

약 30% 이내의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음

   다. 식품․농업분야에서 방사선기술은 토양․수질관리, 식품품종개량․유전학, 

가축, 유해곤충조절 및 식품․환경보존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추진중

이며 국내의 경우는 식품, 환경, 수질관리, 유전학 등의 일부 분야에서 연구를 

추진중에 있음

   라. 국민보건 분야의 경우 핵의학, 방사선치료학, 선량측정 및 방사선물리, 양

학적 건강관련 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의학적․군사적 목적으로 

방사선의 생체 향관련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마. 환경응용분야에서는 수질, 슬러지 및 독성 유기물질 처리에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산업 및 지질구조 특성상 산업폐수, 지하수 정

화 관련 연구가 집중 수행되고 있음

   바. 물리․화학적 응용기술분야의 경우는 동위원소 수문학, 방사선물리학, 우

주방사선 등의 연구가 수행중이며, 최근 NASA를 중심으로 우주방사선 

및 우주과학(우주생활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가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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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세부기술 미국 R&D현황
국내 R&D 
추진현황
(미국대비 수준)

1. 

Sterilization

(살․멸균)

1) Tissue bank & biomaterials 
   (조직은행 / 생체재료)

- 재료의 방사선 멸균시 

QA/ QC를 위한 GIP / 

GMP분야 연구에 중점

일부수행
(30%수준)

2. 

Food and   

Agriculture

(식품․농업)

1) Soil and Water Management 
& Crop Nutrition

  (토양 및 수질 관리 / 농작물 
양학)

- Food Hygiene & 

Quarantine Measure

- 기존 원폭시험과 함께 

식물의 방사선 향 및 

유전변이 연구 활발

- 맥류, 벼, 두류를 

중심으로한 돌연변이 

품종개발 활발

- 최근 의약용 소재 작물  

및 기능유전체연구용 

식물 소재 개발 등에 

집중 투자

- 불임충(SIT)를 이용한 

해충 방제기술 개발 및 

적용

미수행

수행
(품종개발수-  
20%수준)
육종기술수준-
70%)

2) Plant Breeding and Genetics
  (식물 품종 개량 및 유전학)

3) Livestock (Animal Production 
and Health)

  (가축 (동물 생산 및 건강))
미수행

4) Insect Pest Control (유해 곤충 
조절) 미수행

5) Food and Environment 
Protection (식품 및 환경 보존)

일부수행
(20%수준)

3.

Human 

Health 

(국민보건)

1) Nuclear Medicine (NM) 
(핵의학)

- 의학적, 군사적, 우주개발 

목적으로 방사선 

생체 향 연구 활발

- 방사선의 생체 향 

기초연구 추진

- 방사선생체손상 경감기술 

연구추진

- 생물학적 방사선량 

측정법 연구 활발

-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 

(Deinococcus)의 저항성 

메커니즘, 오염지역 정화, 

우주환경 생존 

미생물모델링 등 

연구추진

일부수행
(의학분야)

2) Applied Radiation Biology 
and Radiotherapy (ARBR) 
응용 방사선 생물학 및 방사선 
치료요법

일부수행
(20%수준)

3) Dosimetry and Medical 
Radiation Physics(DMRP) 

  (방사선량측정법 및 의학적 
방사선 물리학)

일부수행
(의학분야)

4) Nutritional and Health-Related 
Environmental Studies 
(NAHRES) ( 양학적 건강관련 
환경 연구)

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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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세부기술 미국 R&D현황
국내 R&D 
추진현황
(미국대비 수준)

4. 
Environmental 

Applications 

(환경응용)

1) Water, wastewater and sludge
  (물, 오폐수, 슬러지 관련 연구)
2) Toxic organic chemicals
   ( 독성 유기물질 처리 연구)

- 산업 폐수 처리 기술

- 지하수 정화 기술

- 폐기물 처리 기술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진행

일부수행
(50%수준)

3) Flue gases (배기 가스 관련 연구) 미수행

5. 

Physical 

and 

Chemical 

Applications 

(물리․화학

적 응용)

1) Industrial Applications and 
Chemistry

  (산업적 응용 및 화학) - 항공우주, 국방 등 첨단 

분야에 관한 연구가 

NASA 등 국가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 중

- 산학연 콘소시엄을 

통하여 방사선 이용 

리소그래피 기술 및 

관련 재료 개발 진행 중

일부수행
(50%수준)

2) Isotope Hydrology
  (동위원소 수문학)

일부수행
(40%수준)

3) Nuclear Data
  (원자력 관련 Data)

일부수행
(60%수준)

4) Physics (방사선 물리학)
일부수행
(50%수준)

5) Space Radiation (우주방사선) 미수행

[표 2-1] 미국의 방사선 및 RI 기술 TREE

  2. 미국의 방사선 R&D와 산업현황

   가. 미국은 과학기술관련 주무부처가 없고, 정부와 의회의 상호협력하에 과학

기술개발을 관련 수요부처에서 담당하는 분산형 체재로 운

   나. 방사선기술 개발 및 관련연구는 70~80년대부터 미국 에너지성 (DOE)의 

주도하에 국가연구소(NEI, NASA 등) 및 대학을 중심으로 중점 수행되었고, 

90년대에 많은 기술들이 기업으로 집중 이전되었으며, 현재는 시장논리에 의해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음

   다. IBA, Surebeam Co. Steris Isomedix, Food Technology Service 등 약 20여 

산업체에서 약 50여기 상업적 방사선 조사시설 가동 중이며, 신유전자원

개발 등 생명공학분야에서는 Gamma field 및 약 200여 개소의 최첨단 

Gene Bank 시설이 운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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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요산업으로는 감마선, 전자선, X선, 이온빔 등 방사선 종류별 특성을 활용한 

산업신소재 개발 및 방사선의학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 공중

보건 및 의료, 신유전자원 개발 분야에서도 방사선 응용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마. 각 기술별 R&D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산업신소재 개발분야

      (가) 방사선에 의한 고분자 가교 및 경화 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산업 및 

생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는 첨단 항공우주, 자동차 등의 

분야에 방사선을 이용하려는 연구가 국가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2) 환경분야 

      (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주도하에 주로 대학을 중심

으로 1980년도부터 관련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1990년대에 많은 

기술들이 산업체로 이전되었음

      (나) 주요 연구개발 분야는 산업 폐수 처리 기술, 지하수 정화 기술 및 폐

기물 처리 기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식품 및 보건의료 분야

      (가) 식품 및 보건의료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어왔던 

‘가스훈증처리방식’은 인체유해성과 환경파괴 등으로 인해 1986년 국

제적으로 합의된 ‘몬트리올 협약’에 의거 사용이 금지되고 있음

      (나) WHO, FAO 등 국제기구와 선진의학협회 등 저명학술단체에서는 현재 

기술수준으로 상기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은 

‘방사선 조사기술의 사용‘이라 발표하고 있음

      (다) 또한, 본 기술은 활용범위가 넓고, 경제성이 우수하여 미국, 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식중독 예방, 환자멸균식, 우주식품, 군(軍)급식, 

재난지역 구호식량 생산 등의 식품분야와 의료용품, 화장품 등의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미 상용화가 널리 확산되어 미국에서만 매년 약 50억불의 

시장을 창출하 음

         ※ 가스 훈증처리 관련 ‘몬트리올 협약’ 주요 내용

           - 선진국 : 2005년 사용 금지

           - 개도국 : 2005년 20% 감소, 2015년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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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생물공학 분야

      (가) 방사선에 대한 생체 향 연구는 의학적, 군사적, 우주개발 목적으로 

연구중이고, 다양한 방사선원에 대한 생물학적 선량평가기술, 의학적 

위험도 평가기술, 방호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연구결과물의 산업적 

활용은 초기단계이나 일부 방사선방호제로 개발된 물질에 대한 FDA 

승인절차가 진행 중으로서 의약품으로 산업화 할 예정임

      (나) 1999년 미국 에너지성 (DOE)의 지원으로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인 D. 

radiodurans의 genome DNA 염기서열이 밝혀지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음

      (다) Deinococcus의 방사선 저항성 능력을 이용하여 핵무기생산 부지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수 및 토양을 복원할 수 있는 환경정화용 균주를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력한 DNA 복구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여 우주환경 등에서 생존가능한 균주를 제작하려는 

노력이 NASA에서 진행되고 있음

      (라) 약 50년 동안 DOE는 동위원소 생산, 핵의학 연구 및 동위원소의 응용과 

생산의 연구를 위해 많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동위원소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음 

      (마) 방사성 의약품 산업은 DOE 지원 프로그램에서 비롯되었고, DOE의 

동위원소 프로그램은 매년 평균 약 2천만 불 정도를 연방에 지원해

주고 있음

    (5) 농업분야

      (가) 미국에서는 1940년대 원폭실험 추진시부터 방사선이 식물체에 미치는 

향 및 돌연변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 최근에는 방사선육종은 

민간업체에서의 품종개발 및 기능유전체용 돌연변이 자원 개발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나) 돌연변이 주요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1976년 자포니카 중립품종 

‘Calrose’에 Co60 선원을 조사하여 'Calrose 76'을 선발하 음. 이 품종은 

그 후 우리가 칼로스쌀이라고 부르는 캘리포니아주의 벼 품종 개발은 

물론 호주 및 이집트에서 교배모본으로 활용되어 다수성인 20여 품종이 

개발되어 이들 국가의 벼 증산에 크게 기여함. 텍사스주에서는 포도, 

해바라기, 페퍼민트 등의 주요 품종을 개발하여 널리 재배되고 있음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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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세부기술별 산업현황
주요연구기관/

주요산업체
1. 

Sterilization

(살․멸균)

- Sterilized medical equipment : 4.8B$
- MDS Nordion

- GE Co.

2. 

Food and   

Agriculture

(식품․농업)

- Food Irradiation Service=287M$ 

- 돌연변이 품종 경제성: 총 연 112억불(2000년)

․ ; 78.6, 벼; 17.6, 두류; 5.8, 보리; 3.8, 

귀리; 2.7, 과실; 1.6억불 등

- 불임충 이용기술 경제성 : 연 50억불  

- Food Technology Service Inc.

- SteriGenics Inc

- SterisIsomedix Inc

- Sadex Inc.

- MDS Nordion

- USDA-ARS 등

3.

Human Health 

(국민보건)

-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방사선방호제를 

개발하여 FDA 승인절차 진행중

- 미국 내 방사능 오염지역 (3,000 site) 

정화비용 : 약 189 ~ 265 B$

 

- Armed Forces Radiobiology 

Research Institute,

- NASA Space Radiation Laboratory

- Louisiana State Univ.

- Uniformed Services Univ. of 

the Health Sciences

- Univ. of Wisconsin-Madison

4. 

Environmental 

Applications 

(환경응용)

- 오염지하수 정화, 산업폐수처리
- Univ. Maryland, Univ California

- HVEA Inc

5. 

Physical and 

Chemical 

Applications 

(물리․화학적 

응용)

- Semiconductors = 37.2B$

- Radiographic testing = 0.65B$

- Radiation cured radial tires = 13.5B$

- Protection of Space radiation

- Sandia Lab., Oak Ridge Lab., 

NIST 등

- Goodyear, Intel, IBM 등

- National Space Radiation 

Research Inst.

[표 2-2] 미국 방사선 R&D 및 산업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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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본의 방사선 기술․산업 추진현황

  1. 방사선 및 RI 이용기술 추진현황

   가. 다카사키연구소(JAEA-Takasaki)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방사선 응용 

R&D는 크게 산업․환경보존기술, 생물학 이용기술, 식품조사 이용기술, 

방사선 향평가기술, 농업분야 이용기술, 우주방사선기술 등 6개 기술분야로 

구분되어 추진중임

   나. 산업․환경보존 이용기술분야는 크게 산업재료개발 분야와 환경보존 기술로 

구분되어 추진중이며 특히 농업분야와 더불어 본 분야의 기술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관련산업이 크게 형성되어 있음

   다. 생물학 이용기술분야는 동위원소 이용기술, 방사선방호기술 및 미생물의 

염기변이 수복기작 활용기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추진중임

   라. 식품조사 이용기술분야는 2000년대 까지 다카사키연구소를 중심으로 식품

위생, 저장, 검역관리 관련 기술개발이 중점 수행되었으며, 특히 본 분야는 

국내의 기술력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방사선산업의 활성화 관점에서 매우 

강점을 보유한 분야임

   마. 농업분야 이용기술분야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로서 돌연변이 육종, 불임충 이용 해충방제기술, RI이용 농업 생리

생태 연구 등이 추진중이며 국공립 연구기관과 산학연 연계협력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음

   바. 우주방사선 분야의 경우에도 최근 JAXA를 중심으로 우주방사선생물학, 

우주방사선 방호 등의 연구가 본격화 되었으나, 국내의 경우 본 분야에 

대한 연구는 예산의 문제로 아직 착수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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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세부기술 일본 R&D현황

국내 R&D 
추진현황
(일본대비 
수준)

1.

산업/환경 

보전 이용 

기술

- 고분자 재료 제조/응용 기술
- 고분자 환경적 이용 기술
- 이온빔 활용 기술 
- 세라믹 재료 제조/응용 기술

- 중심연구기관: JAEA- 
Takasaki 연구소,   
이온공학연구소 

- 주요추진연구
․방사선 그라프트 이용 연
료전지막, 중금속 및 귀
금속 흡착재료 제조

․기체 투과 박막 및 센서 
․리소그래피 기술, 이온빔 
이용 재료 표면처리 및 
트랙 멤브레인 제조

․항공우주용 및 핵융합로
용 복합재료 제조

․생체재료 및 생분해성 고
분자재료 제조, 나노재료 
합성 및 응용

일부수행
(60%수준)

- 하수, 폐수처리
- 대기오염물질처리(SOx, NOx 등)
  (독성 유기물질)
- 고형물질(슬러지, 가축분뇨 등)
- 독성유기물질(내분비계장애물질 등)

- 염색폐수처리
- SOx, NOx 처리
- 하수슬러지 멸균 퇴비화
- 축산폐기물 처리

일부수행
(50%수준)

2.

생물학 이용 

기술

-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술
- 방사선 방호 기술
- 미생물의 염기변이 수복기작 활
용기술

- 방사선저항성미생물의 DNA 
변이 수복 메커니즘 연구

수행
(30% 수준)

3.

의료제품 

살․멸균 및 

식품조사 

이용기술 

- Food Irradiation 기술
- 의료/공중보건제품 살․멸균기술

- 2000년대까지 JAEA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제품 

식품 위생, 저장, 

검역관리 기술 개발.

수행
(80% 수준)

4.

방사선 향 

평가 기술 

- 염색체/DNA 손상 평가기술
- 방사선 적응반응 평가기술
- 마이크로빔 이용기술
- 입자방사선의 생체 향 평가기술

-입자방사선의 생체 향 평가 

및 마이크로빔을 이용한 방사선 

향평가 연구 활발

수행
(20% 수준)

5.

농업 분야 

이용 기술

- 돌연변이 육종
- 불임충 이용 해충 방제기술
- RI 이용 농업생리생태 연구

- 돌연변이 육종 방사선조사 

시설을 갖춘 국공립 연구

기관과 산학연과의 협력

연구 활발

수행
(-품종개발
수: 20%, 
-육종기술: 
60%수준)

6. 

우주방사선

- 우주방사선 생물학
- 우주방사선 방호

- JAXA(일본 우주항공청) 미수행

[표 2-3] 일본의 방사선 및 RI 이용기술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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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본의 방사선 R&D, 산업현황 및 정책적 특성

   가. 일본은 1920∼30년대부터 농업 및 가속기 등의 방사선관련 연구개발을 착수한 

나라로서 미국주도의 방사선 기술 및 산업시장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방사선관련 선진국으로서 국내의 연구개발 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나. 일본의 방사선 R&D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주도로 집중 수행되고 있으며,  

많은 기술들이 이전되어 ‘97년 기준으로 관련 산업규모가 약 62조원에 육박

하고 있음 (출처 : 일본과학기술청 ’Economic scale of utilization of radiation')

   다. 일본의 방사선 R&D를 주도하는 기관은 '일본 원자력연구소(JAEA : Japan 

Atomic Energy Agency) 부설 다카사키연구소'와 '이화학연구소(RIKEN)'가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다카사키연구소’에서는 공업․환경․생물․식품․

육종 등 기반기술 개발 및 산업화 관련 연구를 중점 수행하고, ‘이화학연구소’는 

이온빔 육종연구, 기초생물학 및 핵물리 등 기초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라. 즉, 응용․산업화연구를 추진하는 연구기관과 기초연구를 추진하는 연구

기관이 서로 분리 운 되고 있으며, 방사선관련 응용․산업관련 R&D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다카사키연구소’와 국내의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가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관임

   마. 2005년 기준으로 다카사키연구소의 1년 예산은 약 200억￥(2,000억원) 이고, 

인력규모는 정규인력 250명 수준으로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의 10배 규모로 

운 되고 있음

   바. 각 기술별 R&D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산업 및 환경보존 이용기술 분야

      (가) JAEA-Takasaki 연구소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기술개발이 추진되어 

많은 기술이 산업체로 이전되었음. 최근에는 산업체에서도 방사선 이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산업체에서도 방사선 이용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JAEA-Takasaki 연구소에서는 이온빔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음.

      (나) JAEA-Takasaki 연구소를 중심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대기오염(SOx, 

NOx) 정화기술개발, 내분비계장애물질 처리, 다이옥신 및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처리, 축산폐기물처리기술개발 등을 집중 수행하고 있음

    (2) 생물학 이용기술 분야

      (가) 1990년 중반부터 D. radiodurans의 저항성 메커니즘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저항성 관련 단백질 기능 등을 규명하 으며 최근 환경 및 제약분야에서 

유전독성학적 시험에 활용될 수 있는 D. radiodurans만의 특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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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을 발견하여 산업화가 진행중에 있음

      (나) 방사성 동위원소에 관한 연구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제거, 생물

의학에서는 가축의 혈구조성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향, 단세포의 

자가 방사선술에 관한 기호적 연구, 방사성세슘배설에 관한연구, 방사성 

Sr 및 방사성 C의 동물체 내 대사에 있어서의 차별인자, 세포의 인산

대사연구에 있어서의 P-32 이용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음

      (다) 이화학 연구소 등을 통하여 단백질의 localization과 단백질, DNA, 대사

산물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위원소를 이용한 

프로테오믹스 연구는 단백질의 정량화 분야에 한정된 상태이다. 

Proteome System과 같은 service company등은 IBM등과 함께 프로테

오믹스를 위한 platform을 개발하고 있으며, 단백질 검출을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진행

    (3) 의료제품 살․멸균 및 식품조사 이용기술 분야

      (가) 일본은 현재 수십기의 상업적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제품을 비롯한 공중보건제품의 살․멸균을 위해 대량 

처리되고 있음. 식품의 경우 1970년대에 감자 한품목만 허가하고 사용

하고 있으나, WTO/FAO에 대비하여 향신료, 건조야채류 등을 포함하여 

식품 및 원재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방대한 양의 Database를 구축한 

상태임. 수출입 주요 품목인 향신료 등에 대한 허가상정을 준비 중임

    (4) 방사선 향평가기술 분야

      (가) NIRS를 중심으로 방사선의 생체 향 기작, 생물학적 선량평가기술, 

방사선 방호기술, 방사선 노출에 대비한 응급 의학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나) 특히 최근 중입자이온빔, 양성자빔, 중성자빔 등의 입자방사선의 생체

향 및 의학적 활용기술에 대한 연구를 집중 수행중에 있음.

      (다) NIRS의 중입자이온 가속기 기설(HIMAC)에서는 국제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중이온빔의 생체 향 평가 및 기작 규명 연구를 수행중임

    (5) 농업이용기술 분야

      (가) 1960년도에 농림수산성 산하에 대형 감마필드 및 감마온실 등을 보유한 

방사선육종의 전문 연구소인 방사선육종장을 설치하여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화학연구소(RIKEN) 및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JAEA)의 대형 중이온가속기를 활용한 일본 특유의 중이온빔 육종 

연구 및 기초 생물학 연구를 착수하 으며 최근에는 대학, 국공립연구



- 12 -

기관 및 산업체와 연계하여 많은 원예 신품종 개발 성과를 내고 있음

      (다) 불임충기술(SIT)를 이용한 오키나와지역의 과실파리, 고구마바구미 등의 

해충방제를 위하여 방사선조사에 의한 불임충 대량 사육시설인 오키

나와과실파리대책사업소를 설치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음 [표 2-4]

기 술 세부기술별 산업현황
주요연구기관/

주요산업체

1.

산업/환경 보전 

이용 기술

- Radiation cured radial tires=8.4B$

- Semiconductors (Ion Implantation & 

Lithography) = 28.4B$

- Radiographic testing = 0.26B$

- RI application & radiation protection : 0.54B$

- JAEA-Takasaki, 이온공학연구소
- Nippon Carbon, Sumitomo
- Cellseed, EVARA
- Yokohama Rubber
- Bridgestone, NEC, NHV 등

2. 

생물학 이용 기술

- RI application and radiation 
protection = 0.54 B$

- Ligase for scientific use=1B￥

- JAEA 

- Yokohama Rubber, Bridgestone, 

NEC 등

3.

의료제품 살․멸균 

및 식품조사 

이용기술 

- Sterilized medical equipment=2.3B$

- Food Irradiation Service=12M$

- Koga Istope(주)

- NIRS, Nitshow(주)

- CRIEPI, J.M.S(주)

- JAEA, JJACO(주), Delmo(주)

4.

방사선 향 평가 

기술 

- Medical uses (radiation therapy, 
radioisotope medicine, molecular 
imaging)=120B$

- NIRS,

- CRIEPI

5.

농업 분야 이용 

기술

- 돌연변이 품종의 경제성 : 연간 총8억불(1997)

 ․ 벼; 7.7, 과일(배); 0.25, 기타; 0.05억불

- 불임충 이용기술 경제성 : 연간 0.61억불

- 농림수산성 방사선육종장, 

-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다카사키

연구소, 이화학연구소(RIKEN)

- 오키나와불임충연구소

- 국공립연구소 및 산업체 

[표 2-4] 일본 방사선 R&D 및 산업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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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국․일본의 방사선 기술․산업 현황분석 시사점

  1. 정부와 의회의 상호협력하에 ‘분산형체계’로 운 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RT

산업 육성 초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었음

   가. 현재는 정부가 거의 관여하지 않고 기업 중심의 자율적 R&D가 추진중임

  2. 완벽한 시장경쟁체제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5위 이내 

수준의 막강한 RT강국인 일본에서도 ‘기반연구’와 ‘응용연구’를 구분하여 

‘다카사키연구소’와 ‘이화학연구소’ 등 국가연구소 중심으로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가. 응용연구의 경우 기업은 국가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실용화․산업화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로 추진

  3. 한국 IT산업의 경우에도 현재의 IT강국 위치를 점유하기까지는 80~90년대 

정부주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

  4. 현재 국내의 RT기술․산업수준을 볼 때 국가 방사선전문연구기관을 중심으로 

R&D역량을 집중해야할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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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국내 방사선 R&D추진현황

제 1 절 국내 RT기술․산업수준 현황 및 미래 전략환경 분석

  1.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가. 2010년 방사선이용분야 세계시장은 1조 1천억불로 막대한 시장형성 

      [그림 3-1]

[그림 3-1] 방사선이용분야 세계시장 성장 추이

  2. 방사선 산업 및 이용현황

   가. 국내 RT기술에 대한 투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착수하 으나 절대 투자

비용 부족으로 매우 낙후된 수준 [표 3-1], [표 3-2]

구분 미국(’97년) 일본(’97년) 한국(’03년)

방사선이용 경제규모
(원화규모 : 1$=1,000￦)

1,190억$
(119조원)

520억$
(52조원)

5.9억$
(5천9백억원)

GDP 83,040억$ 42,070억$ 6,080억$

GDP 대비 1.4 % 1.2 % 0.1 %

[표 3-1] GDP 대비 방사선 이용 경제규모 비교(간접생산액 포함)

구분 / 국가 미국 일본 한국

전력생산/RT 20:80 50:50 90:10

주체 민간 > 정부 민간 = 정부 민간 < 정부

산업수준 세계시장 주도 기술 성숙화 기반조성 및 도약기

[표 3-2] 한․미․일 방사선산업현황 비교
 [출처] 일본과학기술청 'Economic scale of utilization of radiation', 한국동위원소협회 'RI 이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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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 RT산업수준

   가. 국내 RT 기술․산업수준 세계30위권 [표 3-3]

시장/수요지표 2003년 2030년 (목표)

세계
시장규모(억원) 5,266,912 41,444,168 (추정)

점유율(%) / 순위 0.06 / 30 3.7 / 5

국내
시장규모(억원) 15,510 995,616

점유율(%) 6.6 49.6

[표 3-3] 국내․외 RT 산업수준

 [출처] NuTRM보고서 (환율 1,200원 / $)

  4. 미래 전략환경 분석

   가. 막대한 미래 RT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RT융합기술개발’, ‘기반

기술 확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필수 [표 3-4]

외부환경
변화원인 대책

2003 2030

기회

인구노령화

/복지강화

건강, 복지, 

환경기술 중시

노령화,

환경오염
RT 융합기술개발

BT, NT, IT, ET 

등에서 방사선기술 

필요성 증가

시장개방 대비 RT 

융합기술의 산업계 

요구 증대

기존소재 한계 

융합기술수요 

증가

RT 원천기반 

기술확보

위협

방사선의 

부정적인식

규제 및 거부감 

잔존
반핵운동

소비자 

수용도개선

BT, NT, IT, ET 

고도화

대체기술 개발 

가능
첨단요소기술개발 RT 기술고도화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 장기비전 수립, 원천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보 지원

내부능력
변화원인 대책

2003 2030

강점

고부가가치성

/환경친화성

핵심 융합기술 

선도
시장수요 확대

기술개발 

투자확대

산업설비의 

고효율성
RT 활용성 증가 RT기술 발전 설비투자 확대

약점

기반설비 제한성
핵심설비기술 

외국의존
안전성 확보 방사선 장치개발

인프라 부족 및 

소형 산업규모

인프라 및 

산업규모의 선진국 

비교열세

선진국의 

기술기반 우위

정책적 지원, 

지속적 연구 

개발투자 확대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 RT 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정책적 지원

[표 3-4] 미래전략환경 분석



- 16 -

제 2 절  국내 방사선 R&D 추진현황

  1. 기술분야별 현황

   가. 국내에서 추진중인 방사선기술은 크게 ‘방사선이용기술’, ‘방사선기기 및 

동위원소기술’, ‘방사선의학기술’ 등의 세가지 연구분야로 추진중이며, 기

타 방사선 방호 및 방사선안전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중임

   나. 기술분야별 주요 연구추진기관은 다음과 같음

    (1) ‘방사선이용(융합)기술분야’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1) ‘방사선기기 및 동위원소기술분야’ :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대, 원광대 등

    (1) ‘방사선의학기술분야’ : 한국 방사선의학연구소, 서울대, 성균관대 등

  2. 대형 연구시설별 현황

   가.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07~’11)에서는 현재 운  중이거나 계획․구축중인 

방사선 관련 대형연구시설 및 장비의 특성을 살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임 [표 3-5]

권역
시설/장비

전문화 분야
운  중 계획․구축 중

수도권

방사선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시설,

의료용가속기

산업용

플라즈마

방사선의학, 

의료용가속기 및 기기, 

플라즈마이용 등

중부권

연구용원자로,

방사선계측기기, 

전자빔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방사선기기, 

중성자이용 등

서남부권

방사선 상계측기기,

감마선조사시설, 

전자빔/이온빔가속기

산업용가속기, 레이저, 

신개념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융합기술,

우주․농업생물자원기술, 

광(光), 레이저기술 등

동남부권

의료용가속기,

방사광가속기,

전자빔조사시설

양성자가속기

다목적산업용조사기술, 

암치료의료기술,

환경기술 등 

제주권 감마선조사기 의료용가속기
농업생명공학기술, 

해양, 환경, 의료기술 등

[표 3-5] 국가방사선산업 광역클러스터 구축계획

 [출처] 제3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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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선융합기술 Tree 및 과제추진현황 [표 3-6]

 

기술 Tree 과제추진현황 재원
주요
추진기관

①

방사선

이용

기술

①-1
 방사선 

살/멸균 기술
㉠
 방사선융합 유기 

신재료 기술개발
기금

방사선 

과학연구소

①-2
 방사선 

물질변환 기술
㉡
 방사선융합 생물공학 

기술개발
일반회계

방사선 

과학연구소

①-3

 방사선 생체 

향 평가 

/활용 기술

㉢
 방사선 융합 청정환경 

보전기술개발
일반회계

방사선 

과학연구소

①-4
 방사선 

돌연변이 기술
㉣
 산업용진단 및 

측정기술개발
일반회계

방사선 

과학연구소

㉤
 방사선기술이용 농업

생물자원개발

일반회계
(기관고유)

방사선 

과학연구소

②

RI

이용

기술

②-1  RI 표지 기술 ㉥
 ‘RI융합 생물정보분석 

및 신약/신물질 개발’
일반회계

방사선 

과학연구소

②-2  RI 추적 기술 

 [표 3-6] 국내 방사선 R&D기술 Tree

 주) 1. ‘㉥’ 과제는 ‘08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과제임 (내부기획중)

    2. ‘㉠’ 과제는 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서 기획되었으나, 고유강점사업으로 추진중

    3. ‘㉤’ 과제는 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서 기획되었으나, ‘07년부터 기관고유사업으로 이관되어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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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 기술수준 현황 (특허 관점)

제 1 절 방사선융합 유기신재료 기술개발

  1. 세계 특허동향

   가. 최근 5년간 방사선융합 유기 신소재 특허건수 급격한 증가 

    (1) 세계 방사선이용 유기신소재 분야 특허건수가 90년대 이후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방사선 산업 신소재분야의 국제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나. 본 기술은 포트폴리오 기본 모델에서 발전단계

  2. 세계 기술수준 비교 및 특징

   가. 미국이 특허점위율 1위

    (1) 미국특허는 세계 특허등록건수의 50.9%차지,  그중 64%가 자국특허

    (2) 미국을 제외한 세계 특허건수의 20% 이상을 미국이 점유

   나. 90년대에 비해 최근 5년간 한국의 기술수준이 양적․질적으로 향상

      ※ 한국의 기술자립도 향상을 의미 [표 4-1]

특허등록건수 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

‘94~’99 2000~2005 ‘94~’99 2000~2005 ‘94~’99 2000~2005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미국 1 미국 1 캐나다 1 싱가폴 1 미국 1 미국 1

일본 2 일본 2 독일 2 미국 2 일본 2 일본 2

대만 3 캐나다 3 미국 3 일본 3 캐나다 3 대만 3

캐나다 4 대만 4 대만 4 대만 4 대만 4 캐나다 4

국 5 한국 5 일본 5 프랑스 5 독일 5 한국 5

[표 4-1] 미국특허에서 국가별 기술수준 순위

   다. 한국은 복합신소재 분야에 역량 집중

    (1) 주요국가의 역점 기술분야는 한국과 미국이 ‘복합신소재’, 일본은 ‘기능성 

고분자’, 독일은 ‘기능성 표면처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 

[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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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주요국가의 역점 기술분야

   라. 한국의 주요 혁신리더는 한국원자력연구원(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와 LG전자 

[표 4-2]

순위 미국 한국 일본 유럽

1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미국)

LG전자  
(한국)

TOSHIBA
(일본)

MITSUBISHI DENKI 
(일본)

2
MITSUBISHI DENK

(일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

JAPAN ATOM 
ENERGY 
(일본) 

UBE 
(일본)

3
ALLIED-SIGNAL

(미국)
다우 코닝 
(미국)

NEC 
(일본) 

CANCER 
RESEARCH 
CAMPAIGN 
TECHNOLOGY 
(스위스)

[표 4-2] 국내․외 주요 혁신리더 

  3. 특허분석결과로 본 시사점

   가. 본 분야는 2000년대 이후 특허활동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로 판단함

   나. 현재 본 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와 LG전자가 핵

심 혁신리더이고,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경쟁력있는 강점기술을 보유하

고 있으므로 방사선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

요함

     ※ 본 과제는 방사선기술개발사업으로 기획되었으나, 국내원자력 R&D분야의 

강점기술로 인정되어 ‘원자력기술개발사업(기금)’의 고유강점분야로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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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선융합 생물공학기술개발

  1. 세계특허동향

   가. 2000년 전후로 전세계적 특허건수 증가세

    (1) 전세계 방사선융합 생물공학기술분야의 특허출원건수는 80년대에는 출원 

증가 및 감소 반복

    (2) 90년대부터 비교적 고르게 출원이 이루어지고, 2000년을 전후로 해서 점차 

증가하는 경향

  2. 세계 기술수준 비교 및 특징

   가. 공개특허의 경우 일본이 특허 점위율 1위, 한국은 3위

    (1) 방사선융합 생물공학기술분야의 경우, 일본공개특허가 38.0%로 가장 많으며, 

미국등록특허와 공개특허를 합한 미국특허가 32%, 한국공개특허가 26%, 

유럽공개특허가 4%의 순으로 나타나 일본이 미국보다 특허 점유율에서 

약간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나. 한국, 미국, 일본에서 자국인 출원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우세

    (1) 한국의 경우 내국인 출원 점유율이 81%, 미국의 경우 자국인의 특허 점유율이 

75%, 일본의 경우 자국인 특허 점유율이 81%로 각국에서 외국인에 비해 

자국인 출원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우세

    (2) 시사점 : 향후 자국뿐 아니라 해외 경쟁국에 공격적 권리수립 및 특허 

방어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방사선융합 생물공학기술분야 주요 역점분야는 ‘방사선적용 식품융합기술

분야’이고, 이외 분야는 2000년을 전후로 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한 신규분야임

    (1) 각국의 주요 출원인별 역점분야는 공공기관, 기업 및 대학을 중심으로 

방사선적용 식품공학 융합기술에 집중되어 있음

    (2) 천연물질의 생리활성 검색 및 검증을 통해 노화조절물질을 스크리닝하는 

기술, 방사선 융합기술에 의한 천연소재 변형기술을 포함한 생물분자 구조

개선기술 및 동위원소 검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칩과 동위원소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에 관한 출원은 2000년을 전후로 해서 비로소 출원이 이루

어지기 시작한 신규 분야임

   라. 한국의 주요 혁신리더는 한국원자력연구원(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이고, 

일본은 일본원자력연구소와 국립식품연구소로 나타남

   마. 방사선적용 식품공학 융합기술의 공백기술은 특수식품 분야이고, 이외기술은 

신규기술로 특정한 공백기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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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공학 융합기술의 경우 세계적으로 90년대부터 활발한 특허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어 진입장벽기술과 경쟁기술이 다수 있으나, 우주식품․환자 

무균식․고열량 유동식․스포츠식 등 특수식품에 관한 출원이 작아 본 

분야의 공백기술은 ‘특수식품’ 분야임

     ※ 본 사항은 실제 사업기획보고서 및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에 반 되어 

‘특수식품’ 및 ‘고선량’방사선 적용 식품개발분야로 집중하여 수행중임

    (2) 이외 분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신규기술로서 특정한 경쟁기술 및 공백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기술임

  3. 특허분석결과로 본 시사점

   가. 본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2000년대 이후 특허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산업적 투자가치가 높은 분야임

   나. 특허분석결과 경쟁기술분야인 식품분야는 공백기술중심으로 추진중이고, 

이외분야는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 신규기술이므로 부처간 중복추진 문제는 

없음 (타부처 사업추진현황 검토결과에도 중복과제 없음)

   다. 부처간 역할분담차원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은 

동 기술의 혁신리더로서 노하우, 대형핵심시설, 강점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집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 3 절 방사선융합 청정환경보존기술 개발

  1. 세계특허동향

   가. 최근 일본을 제외하고 다소 감소되는 추세이나 기술의 퇴조기는 아님

    (1) 방사성융합 기술을 이용한 청정환경 보전기술 분야는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 미국 및 유럽의 특허동향은 기술혁신의 주체인 출원인수와 기술혁신의 

결과인 특허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이는 방사선 청정환경 분야의 기술의 특성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해 특허 출원이 잠시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술의 퇴조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일시적 현상)

   나. 본 기술은 포트폴리오 기본 모델에서 성장단계에 있음

  2. 세계 기술수준 비교 및 특징

   가. 일본이 방사선 청정환경 분야 특허 점유율 1위, 한국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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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사선 청정환경 분야는 일본특허가 33%의 점유율을 차지하 으며 그 

다음에 한국특허 28% 및 미국특허가 24% 순으로 나타남

    (2) 한국특허에서는 한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가 약 98%를 차지하여 자국인에 

의한 특허가 주도적임

   나. 90년대에 비해 최근 5년간 한국의 기술수준이 양적․질적으로 향상

    (1) 한국은 2000~2005년에 특허등록건수, 향력지수, 기술력지수가 모두 상위를 

차지함으로서, 양적 수준 뿐 아니라 질적 수준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표 4-3]

특허등록건수 향력 지수(PII) 기술력 지수(TS)

‘94~’99 2000~2005 ‘94~’99 2000~2005 ‘94~’99 2000~2005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국가 순위

미국 1 일본 1 폴란드 1 한국 1 미국 1 일본 1

일본 2 한국 2 일본 2 일본 2 일본 2 한국 2

폴란드 3 미국 3 미국 3 미국 3 폴란드 3 미국 3

[표 4-3] 미국특허에서 국가별 기술수준 순위 

   다. 주요국의 역점기술분야

    (1) 악취유발물 처리기술 분야의 경우 일본에서 특허활동이 높고, 위생화 기술 

분야의 경우는 미국, 일본 및 프랑스에서 특허활동이 높으며, 축산폐기물 

처리기술 분야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특허가 출원됨

      (가) 오폐수 위생화기술 :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나) 축산폐기물 처리기술 : 일본, 한국

      (다) 악취유발물질 처리기술 : 일본, 독일, 한국 등

   라. 한국의 주요 혁신리더는 삼성중공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정읍 방사선과학

연구소)이고, 일본은 EBARA와 일본 원자력연구소임

   마. 한국에서의 환경관련 연구는 응용기술 개발 중심으로 수행

    (1) 방사선 청정환경 기술 분야의 평균 논문 인용수는 5.7이고, 특허평균 인용수는 

15.2로 기초과학 연계기술보다는 응용 기술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바. 방사선 청정환경분야의 공백기술

    (1) 오폐수 위생화기술 : 폐수 대용량 처리기술(전자선 파일롯규모, 하이브리드 

기술), 폐수내 미생물 평가기술

    (2) 축산폐기물 처리기술 : 전자선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성 및 폐기물 독

성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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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악취유발물질 처리기술 : 오폐수 발생 악취제거 기술(전자선 파일롯규모 

및 하이브리드 기술)

  3. 특허분석결과로 본 시사점

   가. 최근 방사선 환경분야의 특허가 일시적으로 감소하 으나, 기본 모델단계상 

‘성장기’이므로 투자확대가 필요한 분야임

   나. 방사선 환경기술은 기술의 특성상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기술 중심의 개발이 

필요한 바, 특허분석상 공백기술 중심의 재원투자가 필요하고, 

   다. 강점기술 및 대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 져야함

제 4 절 산업용진단 및 측정기술개발

  1. 세계특허동향

   가. 미국, 일본 및 유럽에서 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1) 미국은 분석지표 전반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은 기술력지수(TS)

에서 일본은 향력지수(PII)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시장력(PFS) 

측면에서는 유럽의 국가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미국특허에서 독일, 이탈리아 간의 공동연구 1건 외에 공동출원이 전무함. 

산업공정 진단기술과 환경변화 예측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선진기술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적 분위기.

    (3) 선진국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기본 모델에서 기술의 성숙기에 진입.

  2. 세계 기술수준 비교 및 특징

   가. 유럽은 산업용 감마CT, 일본은 수리탐지, 미국은 분체공정 분야에 대한 

특허출원이 활발함.

    (1) 유럽은 산업용 감마CT의 출원점유율이 69%, 분체공정 19%, 수리탐지 

12%로 분석되었으며, 일본은 수리탐지 분야에서 55%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 미국은 전 분야에 걸쳐 고른 출원분포를 나타냄.

    (2) 특히 유럽의 원자력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최근 연구개발이 뚜렷함에도 특허

출원 동향이 낮게 나타남. 이는 관련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선진기술 보호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나. 한국은 특허활동 면에서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1) 연구주체와 연구결과물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발전기 단계에 있음.

    (2) 미국, 일본은 90년대 중반이후 감소 추세이나, 유럽은 지속적으로 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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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음. 한국은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출원건수와 출원인이 증가

하는 성장세에 있음. 

   다. 산업설비의 상진단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은 증가 추세

    (1) 정유/석유화학 대형설비의 가동중 내부유동에 대한 첨단 상진단을 위하여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하는 산업용 감마CT 기술과 관련한 출원이 매우 

적어 주요 공백기술로 분석됨.

    (2) 주요 특허출원 대상인 의료기술 분야와는 기초적 원리 외에는 기술의 내용과 

수요대상이 명확히 다름. 대규모 장치설비가 고도로 집약된 국내의 경우 

기술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연구 투자대비 수익이 매우 높음.

   라. 산업설비의 실시간 진단기술 활발

    (1) 방사선 기술을 융합한 계측, 계량기술을 이용한 공정진단 평가기술은 공

백기술로 도출됨. 수분, 주성분 분석에 활용되는 계량화학적 기술이 특허 

검색결과에 거의 나타나지 않음.

   마. RI 이용 수리탐지, 오염원 탐색기술은 최신 연구분야

    (1) 수리자료의 계측기술은 지속적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RI기술과 접목한 

수리탐지 기술분야는 공백기술로서 선진국에서도 근래에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전 측면에서 활발한 연구투자를 함.

   바. 한국의 주요 기술 혁신리더는 한국원자력연구원, EU는 CEA/IFP (프랑스), 

Institute of Safety Research (독일), Washington University, Philips 등 

(미국), JAERI, Hitachi 등 기업(일본)임.

  3. 특허분석결과로 본 시사점

   가. 선진국에서는 산업생산효율 극대화와 설비안전성 확보를 위한 RI 활용 첨단 

진단기술과 환경자원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탐지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나. 주요 분야에서 기술적 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함.

   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산업설비에 대한 산업계로부터의 고부가 진단기술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 감시기술을 확보하여 국가 기반산업의 기술적 종속 

대비와 독립적인 산업경쟁력 우위 확보 노력이 절실함.

제 5 절 특허관점에서 국내 기술수준 분석결과의 시사점

  1. 국내 RT기술․산업은 2010년 1조 1천억불이라는 막대한 세계시장이 있지만, 

그동안 원자력발전 일변도의 투자정책으로 인해 낙후된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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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원자력기술지도(NuTRM : Nuclear Technical Road Map)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RT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산업수준은 30위권

   나. 말레이시아 등 일부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보고

  2. 그러나, 1992년부터 추진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의 추진으로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수준이 세계 2~5위권으로 진입하는 등 세계수준의 

강점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음

  3. 특정분야에서의 기술력이 국내 RT기술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원자력중장기계획사업을 통해 국내 RT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

  4. 최근 국내 R&D 예산규모가 매년 7%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RT분야의 투자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투자방향은 

   가. 현재 국내에서 강점을 보유한 특정기술 중심으로 산업화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나. 기술수요 예측을 통해 미래 시장확대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심으로 기반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전술한 의미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R&D사업은 국내 강점기술 중심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방사선전문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가. 절대 투자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개발된 연구성과가 산업화 되어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나. 또한, 미래 시장의 대비를 위한 기반연구의 투자는 더욱 미흡하여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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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방사선 R&D 부처별 추진현황

제 1 절 부처별 중기계획 내의 방사선 R&D현황

  1. 과학기술부 [표 5-1]

중기계획
(또는 대형사업)

주요내용 핵심기술
R&D사업
추진여부

제3차

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계획

(‘07~’11)

-방사선 이용확대를 통한 국민 보건 증

진과 삶의 질 향상

 ․방사선산업 광역단지 조성 및 특성화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방사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정착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산업소재/생물/환

경 응용기술, RI 이용 공업적 활용기술 

개발 및 실용화

-방사선 살/멸균 기술

-방사선 물질변환 기술

-방사선 생체 향 

평가 /활용 기술

-방사선 돌연변이 기술

-RI 표지 기술

-RI 추적 기술 

사업추진중

(방사선

융합기술)

제2차 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

(‘07~’16)

-바이오방사선 융합기술(전체 5개 분야중 

‘Ⅴ.바이오융합’ 분야에 포함)

※8개부처 24개 법 및 21개 계획과 연계

-방사선 물질변환 기술

-방사선 생체 향 

평가 /활용 기술

-RI표지/추적 기술

검토중

[표 5-1] 과학기술부 중기계획 방사선 R&D 현황

  2. 산업자원부 [표 5-2]

중기계획
(또는 대형사업)

주요내용 핵심기술
R&D사업
추진여부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상기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발전 

로드맵(RIRM : 

Regional 

Industry Road 

Map)’수립중

(‘08~’12)

-동 사업과 연계하여 전북도에서는 

‘전북 지역산업발전 로드맵’ 수립중

  (주요사업시행기관 : 산업연구원, 광역지

자체 및 지역관련기관 등)

-‘RFT산업중 신소재분야’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 검토중

 ․한국산업연구원 평가결과 RFT분야가 

전북의 특화분야로 인정

-방사선 물질변환 

기술

검토중

(사업추진시 

예산규모 

5년간 약 

1,500억원 

예상)

[표 5-2] 산업자원부 중기계획 방사선 R&D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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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방부 [표 5-3]

중기계획
(또는 대형사업)

주요내용 핵심기술
R&D사업
추진여부

병참발전중기계획
-군급식품 위생화/차세대 전투식량 개발 

분야에 방사선 조사기술 도입
-방사선 살/멸균 기술

2009년 

방위사업청

사업으로 

추진예정

(예산협의중)

[표 5-3] 국방부 중기계획 방사선 R&D 현황

  4. 농림부 / 농촌진흥청 [표 5-4]

중기계획
(또는 대형사업)

주요내용 핵심기술
R&D사업
추진여부

국가 

농업생명공학 

육성계획/

바이오그린 

21사업

(‘01~’10)

-분자유전학기술이용 신품종 개발 및 기능유

전체 연구

 ․분자육종연구사업단 및 유전자원사업단 내에 

포함하여 방사선 돌연변이 관련연구 추진

- 본 사업 3단계(‘07~’10 )부터 참여 

-농진청과 “방사선농업생명과학연구센터” 또

는 “방사선육종센터” 공동설립 협의중

※원자력연구개발사업성과의 확산 및 활성화 사례

-방사선 돌연변

이 기술

사업추진중

(‘07~’10)

4년간 

40억원

[표 5-4] 농림부/농촌진흥청 중기계획 방사선 R&D 현황

  5. 기타부처 [표 5-5]

부처 대상사업 주요내용 핵심기술
R&D사업
추진여부

식약청 연구용역사업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확립
-방사선 살/멸균 

기술

사업추진

완료

후속사업

검토중

보건

복지부
- -공중보건제품 위생화

-방사선 살/멸균 

기술
검토중

환경부
차세대핵심 

환경기술개발사업

-전자빔 및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융합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무기화 및 무방출처리 기술개발

-방사선 살/멸균 

기술

-방사선 물질변환 

기술

사업추진중

(‘07~’08)

2억원

[표 5-5] 기타부처 중기계획 방사선 R&D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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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선 R&D사업 중복성 검토결과

  1. 검토대상사업

   가. ‘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구 조분평) 대상사업인 240개 사업 중 

방사선 관련 R&D와 연계가능성이 있는 7개부처 51개 사업을 선정하여 검토

  2. 검토대상과제 및 방법

   가. 대상과제 : ‘07년 현재 방사선기융합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5개 과제

   나. 각과제당 10개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검색 [표 5-6]

대상과제 재원
주요

추진기관
검색키워드

방사선융합 유기 

신재료 기술개발
기금

방사선 

과학연구소

아토피용 수화겔, 리튬 이차전지용 분리막, 

연료전지용 이온전도성 막, 탄화규소섬유, 

경화형 복합재료, 반도체 층간유전재료, 

생체적합성 박막, 생체분자패턴형성, 

탄소나노튜브, 내열성 자동차 부품

방사선융합 

생물공학 기술개발
일반회계

방사선 

과학연구소

식품조사, 비상식량,  특수식품, 방사선 향, 

생체조절물질, 생체퇴행, 방사선노화, 

생물정보분석용 RI biochip, 동위원소 

생체전달기술, 방사선저항성미생물, 

방사선유도성유전체, 산업용유용효소

방사선 융합 

청정환경 

보존기술개발

일반회계
방사선 

과학연구소

방사선, 방사선융합기술, 축산폐기물, 처리, 

재활용, 살균,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산업폐수, 미생물

산업용진단 및 

측정기술개발
일반회계

방사선 

과학연구소

상진단, 수리탐지, 산업공정, 분체공정, 

RT-PAT, 진단, 환경자원, 공정분석, RI, 감마선

방사선기술이용 

농업생물자원개발

일반회계
(기관고유)

방사선 

과학연구소

방사선, 돌연변이, 우주선, 이온빔, 호르메시스 

(Hormesis), 방사선저항성미생물, 저선량방사선, 

방사선생물효과, 감마선

‘RI융합 

생물정보분석 및 

신약/신물질 개발’

일반회계
방사선 

과학연구소

RI이용 신약 및 천연물 효능평가, RI를 이용한 

미생물, 동물, 식물의 proteomics 연구, RI이용 

지능형 약물 전달체 제조 및 검증 기술개발, 

RI이용 신약/신물질 개발 및 기능성 평가

[표 5-6] 방사선 R&D사업 중복성 검토대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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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토결과 (51개 사업 179개 과제 중 26개 과제 ‘중’, 153개 과제 ‘하’) [표 5-7]

대상과제 대상사업
검토결과

(관련성이 높으면 ‘상’)

 방사선융합 

유기 신재료 

기술개발

-과기부 : 2개 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산자부 : 10개 기술개발사업 (산업혁신

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보건복지부 : 1개 사업 (보건의료진흥기술

사업)

총 56개 검토과제중 

- 상(0), 중(5), 하(51)

 방사선융합

생물공학 기술개발

-과기부 : 4개 연구사업 (특정기초연구사업, 

원자력중장기사업 등)

-해양수산부 : 2개 연구사업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사업, Marine Bio21 사업)

-교육부 : 1개 연구사업 (학술연구조성사업)

-보건복지부 : 2개 연구사업 (암정복 

추진연구개발사업 등)

-농림부 : 2개 연구사업 (농진청 현장협력 

기술개발사업 등)

총 32개 검토과제중 

- 상(0), 중(8), 하(24)

 방사선융합

청정환경 

보존기술개발

-과기부 : 1개 연구사업 (목적기초연구사업)

-환경부 : 3개 연구사업 (차세대핵심, G-7

과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해수부 : 1개 연구사업 (특정수산기술개발)

-농진청 : 1개 연구사업 (축산기술연구)

-산자부 : 1개 연구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총 31개 검토과제중 

- 상(0), 중(8), 하(23)

 산업용진단 및 

측정기술개발

-과기부 : 1개 연구사업 (원자력중장기 사업)

-산자부 : 2개 연구사업 

총 34개 검토과제중 

- 상(0), 중(3), 하(31)

 방사선기술이용 

농업생물자원개발

-과기부 : 4개 연구사업 (21C 프론티어연구개

발사업, 원자력기초연구사업(기금), 원자력연구

기반확충사업(기금), 원자력협력기반조성사업)

-농림부 : 4개 기술개발사업 (농림기술개발, 

원예연구소, 작물시험장, 제주축산원예농업

연구)

총 18개 검토과제중 

- 상(0), 중(2), 하(16)

 ‘RI융합 

생물정보분석 및 

신약/신물질 개발’

-과기부 : 3개 연구사업 (차세대성장동력

산업,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산자부 : 3개 기술개발사업 (산업혁신기술

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구축)

-보건복지부 : 1개 사업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 1개 사업 (지방연구중심

대학육성사업)

총 8개 검토과제중 

- 상(0), 중(0), 하(8)

[표 5-7] 방사선 R&D사업 중복성 대상과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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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부처별 방사선 R&D 추진현황 검토결과 

  1. 방사선 응용 R&D를 각 개별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수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은 있으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실용화․

산업화 차원에서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음

  2. 또한, 방사선 R&D와 관련한 개별부처의 움직임은 제2차 원자력중장기계획

사업(‘97~’06)이 종료되는 2005~2006년을 전후하여 공업, 환경, 생물, 농업 

등 전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

  3. 각 부처의 방사선 응용 R&D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아직까지는 각 개

별부처에서 방사선 응용산업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진행중이지는 않지만, 

산업규모와 시장성, 과기부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판단함

  4. 막대한 RT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발투자와 함께 전 부처의 R&D를 조정하는 혁신본부에서 

RT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각 개별부처로 확대․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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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방사선 R&D 중점투자방향

  1. 선진국(미국․일본)의 방사선 기술․산업 현황 관점

   가. 정부와 의회의 상호협력하에 ‘분산형체계’로 운 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RT산업 육성 초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었음

    (1) 현재는 정부가 거의 관여하지 않고 기업 중심의 자율적 R&D가 추진중임

   나. 완벽한 시장경쟁체제의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5위 이내 

수준의 막강한 RT강국인 일본에서도 ‘기반연구’와 ‘응용연구’를 구분하여 

‘다카사키연구소’와 ‘이화학연구소’ 등 국가연구소 중심으로 대부분의 연

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1) 응용연구의 경우 기업은 국가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실용화․산업

화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로 추진

   다. 국내 IT산업의 경우에도 현재의 IT강국 위치를 점유하기까지는 80~90년대 

정부주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

   라. 현재 국내의 RT기술․산업수준 및 국가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은 방사선전문연구기관을 중심으로 R&D역량을 집중해야할 시기로 

판단함

  2. 국내 기술수준(특허분석)의 관점

   가. 국내 RT기술․산업은 2010년 1조 1천억불이라는 막대한 세계시장이 있지만, 

그동안 원자력발전 일변도의 투자정책으로 인해 낙후된 기술수준을 보유

하고 있음

    (1) 국가원자력기술지도(NuTRM : Nuclear Technical Road Map)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RT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산업수준은 30위권

    (2) 말레이시아 등 일부동남아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보고

   나. 그러나, 1992년부터 추진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업의 추진으로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수준이 세계 2~5위권으로 진입하는 등 세계수준

의 강점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음

   다. 특정분야에서의 기술력이 국내 RT기술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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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원자력중장기계획사업을 통해 국내 RT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라. 최근 국내 R&D 예산규모가 매년 7%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RT분야의 

투자예산을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투자방향은 

    (1) 현재 국내에서 강점을 보유한 특정기술 중심으로 산업화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2) 기술수요 예측을 통해 미래 시장확대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심으로 기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전술한 의미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R&D사업은 국내 강점기술 중심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방사선전문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1) 절대 투자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개발된 연구성과가 산업화 되어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2) 또한, 미래 시장의 대비를 위한 기반연구의 투자는 더욱 미흡하여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3. 개별부처의 방사선 R&D 추진현황의 관점

   가. 방사선 응용 R&D를 각 개별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현재 수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은 있으나,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실용화․산업화 차원에서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음

   나. 또한, 방사선 R&D와 관련한 개별부처의 움직임은 제2차 원자력중장기계획

사업(‘97~’06)이 종료되는 2005~2006년을 전후하여 공업, 환경, 생물, 농업 

등 전 분야에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

   다. 각 부처의 방사선 응용 R&D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아직까지는 각 

개별부처에서 방사선 응용산업에 대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진행중이지는 

않지만, 산업규모와 시장성, 과기부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 판단함

   라. 막대한 RT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발투자와 함께 전 부처의 R&D를 조정하는 혁신본부에서 

RT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각 개별부처로 확대․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33 -

제 2 절 요약 및 결어

  1. 방사선 기술․산업 시장규모는 매우 큼

   가. 현재 수준에서도 약 5천억불 정도로 매우 큰 세계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순 현재가치법으로 2010년에 1조 1천억불, 2030년에 4조불 정도로 미래 

방사선시장은 천문학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2. 미국․일본이 RT산업 선진국이 되기까지 강력한 정부주도의 지원이 있었음

   가. 미국․일본이 RT산업 선진국이 되기까지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특히 일본의 경우 현재도 국가연구소 중심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응용연구이외에도 기반연구를 병행하여 수행중임

   나. 응용연구를 중점 수행하며, 국내 연구개발 체계와 유사한 형태로 운 중인 

‘다카사키연구소’는 2005년도 기준으로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예산․인력

의 10배 수준임

  3. 산업의 주기적 관점에서 국내 RT산업은 ‘태동기’ 수준

   가. 산업주기적 관점에서 국내 RT산업은 ‘태동기’수준으로 발전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나, 초기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개별부처나 기업에서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4. 또한, 전반적인 국내 RT기술수준은 세계30위 수준으로 낮으나 최근 10여년간의 

연구개발투자로 인해 일부 기술은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어 경쟁력있는 강

점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음

  5. 최근 개별부처에서도 R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함

   가. 최근에는 과기부, 산자부, 국방부, 농림부 등 개별부처에서도 RT기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처별 중기계획에 반 했거나 반 을 검토중에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타 부처로 확산되는 추세임

   나. 또한, 국가 성과평가대상 240개 사업중 연계가능성이 있는 51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중복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6. 방사선 기술․산업의 특징은 ‘융합’, ‘장치기반’, ‘단기산업화’ : RT산업은 

기술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가. 연구개발결과물이 여러 부처와 연계되는 융․복합적 성격

   나. 연구개발시 대형설비, 시설 및 장비 등이 필요한 장치기반 기술

    (1) 기술개발 초기단계부터 초기투자비용 큰 본 기술을 모든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는 것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아님

    (2)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개발단계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부처부터 점진적 추진 필요

   다.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비해 기술개발에서 산업화까지의 주기가 짧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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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기부 -기반기술, 개별부처 -응용․산업화기술”의 일반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으로는 시간싸움의 치열한 시장경쟁체제에서 경쟁력확보가 어려움

  7. 종합조정 부처에서 집행기능 유지사유 : 개별부처가 담당하기 어려운 융합

기술

   가. 2004년 과기부에 ‘종합조정(혁신본부)’기능 신설시 ‘선수와 심판’이라는 비

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집행기능(연구개발사업 추진)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논리는 

   나. 아래의 기술적 특성을 가진 사업은 개별부처에서 담당하기 어려우므로  

과기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것임

    (1) 여러부처 참여기술, 다양한 분야의 융합기술

    (2) 장기 대형연구개발기술 (원자력, 우주)

    (3) 다양한분야로의 발전잠재력이 큰 원천기반기술  

  8. 결론적으로, 

   가. 국내 RT기술․산업을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1) 과기부 중심의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정책과 

    (2) 재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 전문연구기관으로 집중화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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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과제별 중복성 검토결과

  1. 방사선융합 유기 신재료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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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중복정도

(중복이 높은면 상)

상 중 하

특정기초연구
표적지향성 약물전달체를 위한 균일크기의 자성 나

노입자가함유된 생분해성 고분자 복합 분말의 개발
건양대 ○

특정기초연구
자연 추출 나노 calcium phosphate 골격구조와 조

직공학을 이용한 의료용 뼈 대체 조직의 개발
인하대학교 ○

과학재단 NRL 사업
천연고분자를 이용한 난용성 약물 및 유전자전달

체 개발
순천대 ○

Scaffold 단백질이 제어를 통한 줄기세포 조작법 

개발
연세대 ○

거대분자약물의 유도체를 이용한 나노경구 제제화 

기술 개발
GIST ○

고기능성 생물고분자 복합체 제조기술 연세대 ○

작용부위 표적성 약물전달 시스템의 설계 및 제조 서울대 ○

특정기초연구 생분해성 smart 하이드로겔 성균관대 ○

특정기초연구
Hyaluronic acid를 이용한 경조직 재생용 생반응성 

차세대 하이드로젤의 개발 및 평가
고려대 ○

우수연구센터 수소/고효율 소형 연료전지 연구 고려대학교 ○

우수연구센터 차세대 고용량 이차전지/캐패시터 연구 서울대(관악) ○

우수연구센터 연료전지용 고분자 전해질 연구 전북대학교 ○

우수연구센터
연료전지용 복합전해질 및 전극/전해질 어셈블리 

연구
고려대학교 ○

우수연구센터
박막 전극 및 어셈블리를 이용한 소형 연료전지 

구성 및 평가
서울대(관악) ○

우수연구센터 박막전지용 구성소재 개발 한양대학교 ○

우수연구센터 차세대 2차전지 연구 서울대(관악) ○

젊은과학자연구활동

지원연구

나노구조제어를 통한 초박막형 고체전해질 연료전

지의개발
금오공대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연구

나노친수성채널을 지니는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용 

고분자 전해질막의 개발
한남대학교 ○

특정기초연구
연료전지용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전달 메커니즘 

연구
인하대학교 ○

아토피 피부염 치료용 피부면역조절제 개발 ㈜네오팜 ○

한약재와 적외선 저장기술을 이용한 아토피케어 

제품 개발
㈜TMBio-Tech ○

아토피 질환용 한방 보습화장품 효능 평가 ㈜티지바이오텍 ○

고투과 경피/경점막 투과 약물전달기술 개발 대신제약㈜ ○

지질구조체를 이용한 지속형 약물전달시스템 개발 대원제약㈜ ○

생체내 고분자물질과 연골세포의 3차원 배양을 이

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셀론텍 ○

대동맥용 Polyester 인공혈관(Stent-graft) 개발
(주)에스앤지바

이오텍
○

리튬이차전지용 고비점, 고유전 신규 전해질 개발 제일모직㈜ ○

단거리 수송용 중대형 리튬폴리머 전지의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브이케이㈜ ○

대용량 고출력 고분자 연료전지 셀스택 개발 지에스칼텍스㈜ ○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용 고출력 리튬이차전지 개발 LG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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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중복정도

(중복이 높은면 상)

상 중 하

초고용량 리튬 이차 전지 개발 삼성SDI ○

고성능 저가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 

소재 원천기술 개발
에기연 ○

직접메탄올 연료전지(DMFC)용 고성능 장수명 

소재 원천기술 개발
KIST ○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 및 

반응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 및 

반응특성연구
KIST ○

초고용량 리튬 이차전지용 고안전성 전해액 개발 테크노세미켐㈜ ○

HEV용 고출력 리튬 이차전지 분리막 (separator) 삼성SDI ○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용 저가의 비불소계 고분자 

전해질막 개발
GIST ○

고온연료전지용 비불소계 고분자전해질개발 한양대학교 ○

특정기초연구
기능성 유기규소화합물의 특성, 반응성 및 응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조치원) ○

특정기초연구
섬유강화 복합재의 제조, 물성, 구조적 거동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연구
유리섬유 보강 열가소성수지 복합재료의 압  성형 남대학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연구

점토층내 in-situ 고분자 반응을 이용한 박리된 
나노복합재료의 특성연구

금오공대 ○

젊은과학자연구활동

지원연구

Kevlar 및 그 유도체의 결정구조 및 이를 이용한 

나노복합재료의 응용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

특정기초연구
분산성이 우수한 고분자/카본나노튜브 나노복합재

료 개발 및 특성 분석
인하대학교 ○

특정기초연구
MMT/고분자 유무기 나노복합재의 분산성 향상 

및 신뢰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수원) ○

특정기초연구
고기능 화이버 강화 복합재의 이성분 증착, 비파괴

검사, 구조적 활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

특정기초연구
나노복합체 기술을 이용한 신개념 고탄성 

섬유소재 연구
인하대학교 ○

과학재단 NRL 사업
다양한 기능을 갖는 고기능성 폴리이미드와 이를 

활용한 고내열성 나노하이브리드 합성 및 응용기술
부산대 ○

다축섬유구조 하이브리드 복합재료의 최적 설계 

및 성형기술
서울대 ○

탄소-금속 혼성 나노소재에 관한 연구 KAIST ○

차세대반도체사업 

분야
반도체연구조합 ○

특정기초연구
기능성 항균 나노입자를 이용한 친환경성 특수지 

제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지원연구
항균성 고분자 나노섬유 매트의 제조 인하대학교 ○

기술개발과제 항균용 은나노 세라믹 복합체 개발 ㈜신일 ○

산업혁신기술개발-

차세대 신기술
나노 가공공정 및 응용기술 개발 생기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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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융합 생물공학 기술개발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중복정도

(중복이 높은면 상)

상 중 하

기관고유
성인병치료부작용억제식품개발-방사선화학요법을중
심으로  

한국식품연구원 ○

기관고유
방사선감수성의 생물학적 조절인자 탐색II: 방사선
에 의한 세포의 섬유화 기전에 대한 분자 및 세포
생물학적 연구 

국립암센터 ○

기관고유 양성자선의 상대적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 국립암센터 ○

기관고유
뇌암의 전이, 침윤 및 방사선 저항성 관련 유전 인
자 탐색 및 기능연구

국립암센터 ○

기관고유
DNA 손상 신호에 의한 암세포의 단백질 네트워크 
변화 연구 

국립암센터 ○

기관고유 생물학적 복합 방사선증진제 발굴 및 효과탐색II 국립암센터 ○

해양극한생물분자유
전체연구사업

연구진단용 DNA수식효소 개발 성균관대학교 ○

해양극한생물분자유
전체연구사업

해양생물/유전체를 이용한 광학활성 EH바이오

촉매 개발
경성대학교 ○

Marine Bio21 사업
방사선기술이용 해조류의 가공공정 개선및 
기능적 특성증진에 관한 연구

원자력연 ○

학술연구조성사업
암예방치료제 평가를 위한 동물모델시스템 
구축 및 적용

충북대 ○

암정복추진
연구개발사업

항산화 기작에 근거한 방사선조사 방어제의 개발 경북대 ○

암정복추진
연구개발사업

신호전달물질 modulation에 의한 방사선
치료기술개발

인하대 ○

식약청 
연구개발사업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개발 및 표준화 식약청 ○

농진청 현장
협력기술개발사업

이온화에너지 이용 안전성 증진 및 알레르기 저감 
유제품 개발

원자력연 ○

특정기초연구
인체대장암세포에서 방사선조사 및 항암제처리의 
민감도와 연관된 TGF-β와 RUNX3 유전자의 신호
전달 조절물질 및 관련 유전자 발굴연구 

인하대 ○

특정기초연구
두경부종양세포에서 방사선 및 항암제 감수성를 
증가시키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dominant 
negative ATM의 병합 유전자 치료

전북대학교 ○

대덕특구연구
개발사업

온도감응성 골수복재의 안전 멸균기술 개발 원자력연 ○

원자력중장기사업 방사선치료효과증진제 개발 원자력의학원 ○

원자력중장기사업
방사선 생물학적 기능조절 및 방사선 저항성 극복 
원천기술 개발

원자력의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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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중복정도

(중복이 높은면 상)

상 중 하

원자력기반확충
방사선활성화 장수 유전자 및 telomere를 이용한 
장수기술개발

고려대 ○

원자력기반확충
방사선에 의한 세포노화 기전 및 telomere 
관련성연구

경희대 ○

원자력기반확충
저준위 방사선의 면역세포에 대한 향연구를 
통한 장수인자 발굴

고려대 ○

원자력기반확충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복구에서 암억제인자 
H2AX의 기능 

이화여대 ○

원자력기반확충
방사선에 의한 세포의 DNA 손상인지 및 신호전달 
단백질들의 역할 연구 

고려대 ○

원자력기반확충
동물모델에서 프로테옴 기법을 활용한 방사선조사 
감수성 민감성 관련 단백질 발굴 및 기능연구 

서울대 ○

원자력기반확충
이중 형질전환 생쥐를 이용한 생체 방사선반응에
서의 NF-kB의 역할 규명 

한양대 ○

원자력기반확충
방사선에 의한 생체의 반응에서 ubiquitin proteasome 
system의 역할 규명

고려대 ○

원자력기반확충
방사선 Signalsome의 분석을 통한 면역기능조절 
방사선 타겟 단백질의 동정 

성균관대 ○

원자력기반확충
방사선조사에 의한 산화적손상 연구 및 
방어제개발 

제주대 ○

원자력기반확충 방사선조사에 의한 면역기능 연구 및 방어제개발 제주대 ○

원자력기반확충
병합요법적 방사선 치료효과 증진을 위한 신규 
항암 타겟 발굴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

원자력기반확충
방사선 특이적 microRNA 및 이의 표적유전체를 
활용한 방사선의 생체 향 규명 및 활용기술 개발

건국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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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사선 융합 청정환경 보전기술개발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중복정도

(중복이 높은면 상)

상 중 하

차세대핵심과제
(환경부)

친환경 미생물제제의 보급 및 사용 확산을 위한 

제형의 개발
㈜메가바이오텍  ○

미생물 증식형 세라믹담체 제조기술 개발연구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

독성유기화합물 오염 퇴적토의 생물정화기술 개발 한국해양연구원 ○

폐 윤활유 오염토양 정화기술 개발 ㈜에코필 ○

석유화학공단의 유류오염 토양 관리·복원 기술개발
전남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퇴적물의 지구미생물학적 

고정화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

불량매립지의 분자생태학적 장기모니터링 기술개발 인하대학교 ○

폐광산지역 오염 Inventory 구축을 위한 오염지도 

작성, 인체 유해성 및 독성 평가
광주과학기술원 ○

산소용해수와 미생물제재를 이용한 호소 및 

폐쇄수역의 자정력 복원 기술
㈜대성이앤비 ○

상수원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기술 개발

(주)에코썸 ○

질산화 효율증진을 위한 하ㆍ폐수 고도처리 실용

화 기술개발
㈜디엠퓨어텍  ○

유해중금속 측정을 위한 미생물 바이오센서 개발 고려대학교 ○

마이크로 바이오칩을 이용한 수질 (미생물 및 독성

물질 동시) 검사용 휴대식 검출기의 상용화

㈜엠엔비
그린어스 

○

호소 및 저수지 연안대의 생태계 복원
강원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

G-7 과제 (환경부) 방향족화합물의 미생물학적 처리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

미생물을 이용한 중금속 제거/회수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

폐유기성자원의 시스템 및 관련 미생물제제의 상용화
(주)바이오
알앤즈 

○

한국해양연구원 황해 연안역의 해양환경복원을 위한 연구 한국해양연구원 ○

환경기술연구
개발사업

훼손된 해안 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

목적기초연구사업
갯벌 식생 복원을 위 한 염생식물의 정착 및 
군집 형성 기작에 관한 연구

○

특정수산기술개발
(해양수산부)

갯벌에서 미생물에 의한 생지화학적 오염정화능 

판정기술 개발-경기만 갯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차세대핵심과제
(환경부)

Microwave Plasma를 이용한 악취 및 VOCs 

처리장치 개발
전북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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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중복정도

(중복이 높은면 상)

상 중 하

악취 및 저농도 휘발성유기화합물 처리를 위한 

플라즈마/촉매공정의 현장적용기술 개발
환경플라즈마㈜ ○

전자빔을 이용한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

기술 개발
보람이엔티㈜ ○

쾌적한 실내환경을 위한 Indoor Air Quality 다성

분 동시 청정관리 시스템 개발
㈜바이오텔 ○

양돈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성 유기화합물 및 미

세 분진 동시 제거를 위한 유동화-막분리 복합시스

템의 개발 및 실용화 연구

경희대학교 ○

흡착/촉매공정을 이용한 배출가스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류 동시처리 공정개발
㈜대우건설 ○

광촉매 복합공정을 이용한 실내공기청정기 개발 연세대학교 ○

플라즈마 활성화 촉매를 이용한 고효율 실내공기

정화기 개발

LG환경

안전연구원
○

다양한 오염물질 동시처리를 위한 나노 복합 실내

공기 정화기술 개발
㈜성창에어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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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업용진단 및 측정기술개발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중복정도

(중복이 높은면 상)

상 중 하

원자력중장기 방사선측정 및 평가기술개발
한국원자력
연구소

○

원자력중장기 방사선 환경방호 기술개발
한국원자력
연구소

○

원자력중장기 방사선/능 측정 표준기술 개발 표준과학연구원 ○

원자력중장기 육상 섭취경로 사고대응 평가기술개발
한국원자력
연구소

○

원자력중장기 감마선 단층촬 시스템 Hardware핵심기술 개발 (주)세 엔디시 ○

원자력중장기 방사선진단기기 핵심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

원자력중장기 연구용 계측기 원형 개발 경북대학교 ○

원자력중장기 방사선 계측기 기반기술 개발
한국원자력
연구소

○

원자력중장기 계측기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한국원자력
연구소

○

원자력중장기
EGSnrc/MCNP 기반의 방사선계측기 설계기술개
발

한양대학교 ○

원자력중장기 다층구조 기반의 X선 스펙트로메터 개발 인제대학교 ○

원자력중장기 X-선 정 검색 시스템 기술개발 한양대학교 ○

원자력중장기 중성자 라디오그라피용 상처리 소프트웨어 연구 성균관대학교 ○

원자력중장기 비파괴검사기술 개발 경희대학교 ○

원자력중장기 비파괴 검사 성능향상기술개발
고려공업
공사(주)

○

첨단비파괴기술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급식 적용 선행연구 
방사선과학연구

소
○

산자부
산업기계설비의 상태진단을 위한 유도초음파 검사
기기 개발

NDT엔지니어링 ○

산자부 디지털 X-ray 상진단기기 개발 전기연구원 ○

산자부
Soft x-ray를 이용한 지능형 In-Line 필름 두께 자
동 측정 제어 system 개발

카사테크(주) ○

산자부 X선 흡수분광 나노 측정장비 및 분석기술 개발 포항공과대학 ○

산자부 차세대 방사선 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전기연구원 ○

산자부 산업체용 이동형 방사선 원격 감시시스템 개발
한국계측기기연
구조합

○

산자부 산업용 고속 실시간 상 처리 시스템 개발 (주)엠아이 ○

산자부 입체(3D) 상 촬  및 재생 시스템 개발
(주)포비스티에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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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중복정도

(중복이 높은면 상)

상 중 하

산자부 NDT용 고해상도 상처리장치 개발 전기연구원 ○

산자부 실시간 3차원 상센서 개발 삼경정보통신(주 ○

산자부
Image Plate를 이용한 저가형 디지털 X-ray 상 
취득 시스템 개발

신바람
이노텍(주)

○

산자부
비파괴 검사용 X선 상시스템용 센서 어레이 제
작

(주)에이티에스 ○

산자부 Digital X-Ray 상 후처리 알고리즘 개발 (주) 코어웨어 ○

산자부 연 X-선 상검출 기술개발 (주)뷰웍스 ○

산자부 중성자 보안검색장치 상장치 및 SW 개발
한국원자력연구

소
○

산자부 고해상도 X-Ray Flat Panel Detector 개발 삼성전자 ○

산자부 방사성 동위원소 운반, 조사용기 국산화 한국차폐기술 ○

산자부
Breath Analyzer 용 동위원소 비 측정 질량분석기 
개발

(주)메디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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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사선기술이용 농업생물자원개발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중복정도

(중복이 높은면 상)

상 중 하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양성자빔을 이용한 화훼 및 채소작물의 고부가 

신품종개발 및 변이체 해석

뉴서울종묘
기술연구소

○

유망 자생화훼 및 관상수목의 개발과 상업화 연구 서울여대 ○

원자력기초
연구사업(기금) 

cDNA microarray chip을 이용한 방사선 반응 

유전자의 분석
대학 ○

원자력연구기반확충
사업(기금) 

방사선 조사기를 이용한 제주지역 생명과학분야 

연구기반 구축
제주대학교 ○

원자력협력
기반조성사업 

화훼류의 돌연변이 육종을 위한 아태지역과의 
협력기반 조성

대학 ○

화훼류의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 개발 대학 ○

농림기술개발
신 채소 작물 배무채의 주요 형질 개선 및 
쌈 채소로 연중 생산 연구

바이오브리딩 ○

한국특산수목 히어리(Corylopsis koreanna)의 

신품종육성 및 대량번식법 개발
성균관대학교 ○

절화용 장미 교잡 및 인위돌연변이에 의한 
신품종 육성

국공립연구소 ○

양란 신품종 육성을 위한 지표인자개발과 
동양란 변이체 생산에 관한 연구

대학 ○

분화 및 실내조경용 유망 식충식물의 대량생산과 

신품종 육성
충북대학교 ○

원예연구소 목본화훼연구 국공립연구소 ○

마늘 육종에 관한 연구 원예연구소 ○

국제 기호성 사과 신품종 육성 원예연구소 ○

작물시험장 중부지역 적응 양질 다수성 벼 품종 개발 농진청 ○

종실용 들깨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작물시험장 ○

참깨 우량 신품종 육성 연구 작물시험장 ○

제주축산
원예농업연구

온주 감 개량 연구
제주농업
시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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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RI융합 생물정보분석 및 신약/신물질 개발’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중복정도

(중복이 높은면 상)

상 중 하

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계획 수립방안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신약후보물질의 대사관련 효소규명 및 약물상호
작용 가능성평가

인제대학교 ○

산업혁신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

지능형생물정보기술을 이용한 생물소재개발 및 
생산시스템개발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

산업혁신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

지능형 생물정보기술을 이용한 생물소재개발 및 
생산시스템개발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단백질표면의 리간드결합메커니즘분석을 통한 
활성사이트규명 및 신약개발에 응용 

충북대학교 ○

산업기술기반구축 프로테오믹스 생물정보인프라구축사업 연세대학교 ○

기초연구국

연구기획평가  

차세대바이오신약·장기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한기술
기획,관리,평가방법및정책연구

(재)바이오신약
장기사업단

○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바이오신약. 장기)

단백질마이크로웰칩기반초고속분석스크리닝
시스템의개발 

(주)프로테오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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