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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기획보고서

II. 연구개발의 목적

○ 신설되는 국가 방사선 기술 전문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

장비 구축

○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자립기반 구축

○ 방사선 기술 산업 집적화 단지 구축 및 산․학․연 기술혁신 지원으로 지방 균형발전

과 지역혁신

III. 연구개발의 필요성

○ 의료, 생명공학, 공업, 자원, 농수산, 식품, 환경, 우주항공, 원자력발전 등 산업 전 분

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화하여, IT 이후 국가

경제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 기반구축 및 산업 활성화 지

원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 국가 방사선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

의 연구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 사업를 전개하며, 산․학․

연 관련 기관에서 첨단 방사선 연구시설의 활발한 이용을 위한 이용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 최신 정보제공 및 공유와 동북아 지역 RT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제고

를 위한 집중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핵심 방사선 시설을 이용하여 개발된 연구 성과물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과 동 산업에 종사할 미래 전문가 및 산업요원을 양

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됨.

○ 방사선 관련 산․학․연 기관간 연구개발 협력 Network를 구축하고, 국가 방사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방균형 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해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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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추진하는 방사선 산업 집적화 단지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 제공 지원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함.

IV.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연구과제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 경제적 측면 등 여러 측면에서 과제의 필

요성과 과제 실현을 위한 기술 체계를 제시하고,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을 비교 분

석하여 향후 관련 기술의 발전 추세를 전망하며 과제 종료 후 그 활용성과 파급

효과를 예측하였음.

○ 특히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발전 방향

을 방사선 및 방사선융합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전

문가, 산업기술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산업체 기술지원 및 산․학․

연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구성,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성하였음.

V. 연구개발 기대효과

○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반확충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파급되는 기

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기술하였음.

○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 지원시스템 구축 분야

-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산업 및 의료용 동위

원소의 생산, 관련 연구 활성화와 전문 인력 양성기반 구축

- 방사선 및 방사선융합기술 선진화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인 국가 방사선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

○ 방사선 기술 전문가 및 관련 산업 기술자 양성 시스템 구축 분야

- RT 전문 인력 및 산업 기술인력 양성으로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여 2010년

RT분야 동북아 허브 구축 및 2015년 G-5 진입기반 마련

○ 산업체 기술 지원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분야

- 방사선연구원 중심 RT 산업 집적화 단지 구축 및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과학 육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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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Planning Report for Establishment of Research Infrastructure for National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I. Objectives

○ Establishment of research facilities and equipments for performing research

activities in a new national advanced institute concentrating on radiation

technology (RT).

○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R&D for promotion of related to RT and

radiation fusion technology (RFT) industry

○ Establishment of RT business cluster and achievement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by the institutional assistance for industry,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II. Demands

○ Establishment of research infrastructure and assistant of industry renovation is

needed to achieve technology level-up in the all industry areas including plant

engineering, material engineering, polymers, nondestructive tests, radioisotope

tracer application, environment engineering, medical science, agriculture,

sterilization, sprouting, biotechnology and aerospace, which would be the core

motivation of our future industry

○ Early settlement of research environment is needed for the new RT-specialized

national institute,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ARTi) in Jeongup,

Chonbuk, Korea. From the early settlement, development of user program,

technical assistance, and trendy information can be rapidly initiated by an

industry-university-institute network. As a result, a RT hub in the north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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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will be founded with upgarde of international level of Korea. For this

purpose, an intensive system construction is demanded.

○ Establishment of a basic and advanced analysis system should be set up to

analyze and evaluate the research products scientifically and industrially

produced by using the RT-based research facilities.

○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on network in R&D among industry, university

and institutes related to RT or RFT as well as development of an advanced

RT industry system is demanded for the assistance of technology transfer.

IV. Content and Range

○ The range of research project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technical and

economical point of view was defined. From the indication of project

actualization,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levels,

and aspect of development tendency for the future, it is expected the effect

and possible utilization after completion of the project.

○ Especially, we proposed a long term development plan for the national

radiation technology and provided the right direction at each step. This project

report consisted of three system establishment including RT or RFT-assistant

system,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of RT experts, and industry technology

assistance and industry-university-institute network.

V. Expectation

○ The expectations from the successful promotion of this project was described

on the objective and logical base.

○ Area of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ssisting radiation technology advancement

- It is expected that radioisotope production for industrial or medical uses and

activation of the related researches and training of experts by manufactur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30 MeV cyclotron.

- It also can be contributed in the promotion of national radiatoin re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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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and technology by establishment of a basic and advanced analysis

system.

○ Area of establishment of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of RT experts

- By training and education of RT experts the establishment of human

infrastructure can be achieved which provide the foundation for Asia-Pacific

region by 2010 and for G-5 rank by 2015.

○ Area of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technological assistance for industry and

industry-university-institute network

- Contribution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regional

science area through establishment of RT industry cluster with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ARTI) at Jeongup as the center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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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I. 국가 방사선기술 고도화 기반구축의 필요성

1. 국가 방사선 기술․산업 활성화의 필요성

의료, 생명공학, 공업, 자원, 농수산, 식품, 환경, 우주항공, 원자력발전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 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용화하여, IT 이후 국가 경제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 기반구축 및 산업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 원자력의 이용은 크게 원자력 에너지와 방사선 이용으로 대별되며, 21세기에 들

어 방사선 기술․산업은 확대발전의 전환을 맞음

◦ 선진국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BT, NT, IT, ET 분야에서 국제기술 경쟁력을 확보

하기는 사실상 용이하지 않음

⇒ 방사선 기술(Radiation Technology, RT)을 기반으로 한 국제 경쟁력이 있

는 독창적 초일류 기술 및 산업 개발이 필요함

ㅇ 미국,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 전력생산에 비해 RT 관련 산업분야

규모가 큼. 우리나라도 RT 분야에서의 기술 선점 및 우위확보를 위해 산업 고

도화를 지원할 연구개발 기반구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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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구축 사업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경제, 사회, 기술적 중요성

◦ 국가 방사선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

원”의 연구기반을 조기에 확립하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산․

학․연 관련 기관에서 첨단 방사선 시설의 활발한 이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

술 지원, 최신 정보제공 및 공유와 동북아 지역 RT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제고

를 위한 집중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핵심 방사선 시설을 이용하여 개발된 연구 성과물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함.

◦ 방사선기술 산업에 종사할 미래 전문가 및 산업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첨단 방사

선 시설을 활용한 체계적인 실험실습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됨.

◦ RT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Network를 구축하고, 국내․외 연

구개발 동향 등 최신 기술정보의 공유로 국가 방사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시

스템 구축이 필요함.

◦ 지방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방사선 산업 집적화 단지

구축에서 필요한 핵심기술 제공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나. 현 상태의 취약성

◦ 방사선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가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으로 관련분야 연구의 기

초기반은 구축이 되었으나, 첨단 융합기술 개발, 미래 방사선 기술 관련 전문가

육성 및 산업체 지원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기술 고도화 및 산업

실용화를 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연구시설 집중화의 필요성

◦ 중복투자를 줄이고 연구 신뢰도 및 국제 경쟁력 확보

- 국내 연구기관 및 연구진이 공동 활용함으로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

연구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연구결과의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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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과 관련한 표준화된 연구시설을 제공하여 연구추진

력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유도, 국제경쟁력을 확보

- 싸이클로트론 및 연구장비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경제적 관리 가능

◦ 공동연구의 활성화 및 안정성 향상

- 표준화된 종합 방사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국내 연구진이 공동연구를 추진하

고 활발한 교류 및 데이터 교환등을 통하여 공동연구가 활성화 됨.

- 국내 이용자프로그램을 구성, 연구과제 개발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

◦ 국가 방사선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

선연구원에 집중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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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 방사선기술 고도화 기반구축 중․장기 발전계획

1. 단계별 발전 계획

가. 1단계 (2005-2007) : 국가 방사선 기술개발 자립기반 구축

◦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

◦ RT 고급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시스템 구축

◦ 방사선 기술 관련 산업체 활용 지원 시스템 구축

나. 2단계 (2008-2010) : 국가 방사선 기술 선진화기반 구축

◦ RT 융합 신기술 개발 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생 실험실습 교육 및 산업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산․학․연 협력 연구 Network 구축

다. 3단계 (2011-2015) : 국가 방사선 기술 G-5 진입기반 구축

◦ RT 융합 신기술 실용화 지원시스템 구축

◦ RT 국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산업 집적화 단지 고도화 지원 시스템 구축



- 5 -

2. 주요 사업내용

가.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및 설치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표적조사 및 이송장치 개발

나.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 지원시스템 구축

◦ RT 및 RT 융합기술이용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

- 방사선 이용기술의 첨단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 및 신소재, 신제품 개발연구

지원

◦ RT 및 RT 융합기술이용 생명과학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 방사선 이용 생명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및 산․학․연 공동연구

수행

◦ RT 및 RT 융합기술이용 산업용 신소재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 산업용 고분자 등 신소재 개발 및 분석 연구 지원

◦ 방사선 조사 제품의 품질보증/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 품질인증 국가지정 실험실(KOLAS) 및 Pilot scale의 연구개발 시스템 운영으로

개발 신제품의 조기 산업화 및 실용화 증대

다. 방사선 기술 전문가 및 관련 산업 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RT 고급 전문 인력 양성

- 방사선 기술의 특성상 산업 전 분야에 폭 넓게 이용될 수 있어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부인력(학위과정, Post- Doc 연수 등)의 단순

인건비지원이 아닌 우수 인력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연구 현장에서 첨단 방사선 과학기술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전문

인력을 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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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초급전문가 양성 현장실험실습 프로그램 운영

-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 및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학과 대학생

의 실용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 첨단 방사선시설에서 우수교수진의 직접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졸업 후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초

급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

◦ IAEA 지정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전문 국제교육훈련센터 설치, 운영

- IAEA 지정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국제교육훈련센터를 방사선연구원 내

에 설립하고 동북아 기술허브를 넘어 세계적인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의

메카로 발돋움하도록 사업을 추진

- 국제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인력교류 협력은 국가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각국

의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국력신장에 큰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

라. 산업체 기술 지원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RT 산업 집적화 단지 지원 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전북 정읍시)가 추진 중인 RT 산업 집적화 단지의 안정적 운영

과 신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과 기반 연구시설을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 제

고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방사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성

- 산업 전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사선 기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분야별로 편재되어 있는 관련 인프라를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게 집중화, 권역

화, 차별화하여 재구성하고, 최신 관련 과학기술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

해 국가 방사선 과학기술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화하여 방사선 기

술의 고도화를 지원함.

- 방사선 이용진흥을 위한 “방사선 이용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시설 및 장

비를 이용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함.

- 방사선 이용산업을 선도할 학회를 설립, 국가 방사선 과학기술 진흥의 국가적

전문 네트워크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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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uTRM과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

◈ 미래 국가 국제 경쟁력 제고와 원자력 과학 기술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NuTRM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산업발전 및 위상제고

◈ 미래 유망기술로서의 원자력 개발 이라는 NuTRM 비전의 구체화

가. 방사선 생명․자원․환경 기술

1) 기술의 정의 및 범위

◦ 방사선을 이용하여 식품, 농업, 생명공학, 환경 등 생물자원 분야의 신기술 및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시스템

◦ 방사선 이용 생명공학, 식품공학, 농업, 환경기술은 생물, 화학, 물리, 기계,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각 분야의 독립된 기술 및

상호보완 관계의 복합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원천기술

◦ 방사선기술(RT) 단독 또는 BT, ET, NT 등과의 융합 원천기술의 개발과 현재 상

용화되어 있거나 상용화 중인 관련 기술의 개량적 발전 및 미래 신기술 개발이

주요 대상

◦ RT/BT/NT/ET 융합기술을 이용한 농업생명공학 기술, 식품보존 및 가공, 인간

외 생물상 (non-human biota) 의 방사선 영향평가 및 활용, 환경/생태 평가, 환

경처리기술 및 환경복원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 산업적 운영, 신소

재 및 신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제반 기술/산업 활동으로 구성

◦ 본 기술은 독창적인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

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보존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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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용기술

(RT/BT/ET/NT융합기술)
생명공학

생물/농업자원

식품/보건

환경

생명 자원 환경 분야 개량기술 및 미래 신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및 산업화

식량 보건 환경의 안정화 및 선진화

2) 방사선 생명․자원․환경 기술개발 전망

◦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과학영농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의 농림

수산업과 식의약품 산업을 포괄하는 BT 산업이 미래의 중요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RT 기술의 활용 증가

◦ 선진국 중심 IT/BT/NT/ET 기술의 발전 및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의 기술종속성

을 극복하기 위한 RT 융합기술을 이용한 독창적 기술확보의 필요성이 증대

◦ 국제적인 환경 악화 및 대책의 부재로 방사선 이용이 유망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다각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적 활용이 시도되고 있어 RT 이용 기술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방사선영향평가 신기술 연구 확산 전망

◦ 현재 약 90:10 수준인 원자력의 전력생산:방사선이용(RT)의 국내시장규모가 2030

년에는 60:40 수준까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 현재 1억달러(US$) 수준

인 방사선 생명․자원․환경 기술/산업은 2030년에는 100억달러(US$) 이상의

시장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방사선연구원을 중심으로 방사선 생명․자원․환경 분야에 대한 RT/BT/ET 융

합기술의 기반연구가 활성화 되어 2010년에는 산․학․연 기반의 연구/산업 집

적단지가 조성될 것이며 양성자가속기사업 등 대형가속기의 건설 등으로 방사

선이용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향후 2030년에는 이 분야의 동북아허브

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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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산업 기술

1) 기술의 정의 및 범위

◦ 방사선을 이용하여 신소재를 개발하고, 차세대 방사선 계측기를 개발하며, 신개

념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개발 활용하고,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 분석, 검색, 평

가하는 기술

◦ 재료, 반도체, 정보 통신, 우주항공, 재료, 기계, 화학, 비파괴 검사 등 일반 산업

에 응용되고 있으며, 방사선 안전 검사 및 검색 분야에 활용 가능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첨단 신소재 기술 : 기능성 고분자, 차세대 반도체 신소재, 내방사

선 비금속 재료, RI 전지 등

- 방사선 계측 요소 기술 :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방사선 계측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차

세대 반도체 계측기, 계측기 성능 평가, 방사선 방호 측정 기술 등 계측 평가 기술

- 차세대 방사선 발생장치 기술 : 기존의 방사선 발생장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업 활

용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X-선 발생장치, 이동형 중성자 발생장치, 소형 전자선 조사장치

- 산업 이용 기술 : 방사성 추적자 이용 기술, 방사선 비파괴 검사/검색 기술, 방사선 이용

정밀 분석기술로 분류되는데, 방사선 이용 분석 기술에는 산업용 방사선 게이지 기술, 극

미량 성분 분석 기술, 베타 NMR 기술 등

◦ 방사선 및 RI를 이용한 기술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시장과 잠재적 수요를 가지

고 산업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기술로서, 전자, 화학, 고분자, 원자력, 항공,

생명공학 분야 등과 밀접하게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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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산업기술 전망

◦ 2010년 이후 기존 반도체 집적화 기술이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자수

준의 제어 및 조작기술의 개발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수출의 기술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에 무엇보다 중요함.

◦ 방사선 산업기술은 선진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서 핵심적인 기반 기술로 활용되

고 있으며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방사선 기술의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미세 구

조 반도체의 상용화로 인하여 X-선 활용도는 더욱 증가될 전망임.

◦ 재료기술은 기초, 응용 및 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술 혁신의 관건이

되는 요소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창출형 기술 분야가 점차 확

대될 것임.

◦ 방사선을 이용한 고분자 기능성재료, 생체재료, 반도체 소재, 초미세가공기술,

SOI웨이퍼, 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등 첨단소재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 됨.

◦ 전자선, 이온빔 등의 방사선원 활용 극대화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 제조를 위해

서는 나노, 생명공학, 원자력, 정보통신공학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

로 방사선연구원에 기반시설의 집적화와 지원체계 확립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함.

◦ 방사선 산업 기술은 신소재 개발, 안전 검색, 산업 구조물 진단, 비파괴 검사, 의

료용 진단장비 등 다양한 활용 분야가 창출되고 있으므로 2030년 국내시장은

약 2,000백만US$로 예상되며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0,000백만US$로 추산됨.

◦ 2030년까지 친환경적이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방사선 산업

기술을 개발하여 방사선 산업 세계시장의 10%를 점유하고 세계 5위 이내의 국

제경쟁력을 확보함.

- 산업현장에서의 방사선 응용 기술 활성화로 산업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

가 경제 발전

- 방사선 계측기 핵심 기술 확보로 방사선 기술 산업의 경쟁력향상

- RT를 이용한 신소재 기술 산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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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반구축 사업 추진계획

1. 최종목표

◈ 방사선 기술의 국가 전문연구기관으로 관련산업 진흥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반구축

◈ 지방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사선연구원 중심

방사선 기술산업 집적화 단지 구축 및 산․학 기술혁신 지원

RT Korea
건설

RT 공학투자확대

정읍방사선이용연구원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 기반구축

기
반

구
축

및

환
경
조
성

지원시스템

• 기초과학분야
분석 시스템 구축

• BT,NT, IT, ET
+RT 융합 실용화
지원시스템

• RT제품 품질
보증 및 KOLAS 
시스템 구축

인력양성

• (장기) 학기제 RT교육
시스템 구축

• 창의적 RT연구 결과물
박람회 개최 및 운영

• (단기) 시급분야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 산업현장 수요 인력
확충

• RT 정책/기획/경영
전문가 양성

환경조성

• RT안전•윤리 제도
정비

•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정비

• RT 산업화 기술
표준화

• 산학연 협력 거점
확보/정비

• 거시적 국제 협력
틀 마련

기회영역확대

선택과 집중

RT 산업육성

• 신기술분야
(유전체, 프로테옴,
시스템 생물학 등)

• RT 융합 기술분야
(생물정보, 나노,
의료정보시스템, 
신생물화학기술,
IT 등)

• 고부가가치 창출분야
(유전체기반 신약, 발생
생물공학, 기능성 작물, 
신생물 소재, 기능성
고분자, 고유식품 개발, 
유전자 치료 및 예방 등)
• 고유생물자원 이용
분야

• RT 벤처•중소기엄
의 전략적 육성

• 실용화시책의 강화
• 권역별 RT집적지
구축

• 국내 벤처중소-
연구소 협력 시스템
강화

연
구
개
발

및

산
업
육
성

강
화



-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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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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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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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

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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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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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사업목표 및 내용

가. 1단계 (2005-2007) : 국가 방사선기술개발 자립기반 구축

주요 사업 내용 및 범위

구분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범위
추정사업비

(억원)

비고

(재원)

1차년도

(2005)

- 전문연구기관설립
․방사선연구원 본관연구동 및

조사시험연구동 건설
463

정부

출연금

- RT/RFT 고도화

기초기반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30 MeV 싸이클로트론 제작 (1)

․RT 및 RT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지원 시스템 구축(1)

32
원연사

기반확충

2차년도

(2006)

- 대전류 Cyclotron

활용 시험연구동

건설

․30 MeV 싸이클로트론 생산 RI 가공

분배를 위한 Beam line 및 Hot cell

설치(1)

130
정부

출연금

- 창업보육센터 건설 ․산학연 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 60
지자체

지원금

- RT/RFT 고도화

기초기반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30 MeV 싸이클로트론 제작/설치 (2)

및 RI 생산/분배 시스템 구축

․RT 및 RT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지원 시스템 구축(2)

45
원연사

기반확충

- 방사선기술 활성화

산학연 지원 사업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지원사업
3

원연사

기반확충

3차년도

(2007)

- 대전류 Cyclotron

활용 시험연구동

건설

․30 MeV 싸이클로트론 생산 RI 가공

분배를 위한 Beam line 및 Hot cell

설치(2)

․30 MeV 싸이클로트론 생산 RI 가공

분배용 Beam line/Hot cell 설치(1)

65
정부

출연금

- 국제 RT 훈련센터

건설

․IAEA 지정 아태지역 국제 방사선기

술 교육 훈련센터 설립
100

정부

출연금

- RT/RFT 고도화

기초기반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RFT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

학 지원 시스템 구축(3)

․Pilot scale의 방사선 제품 실용화 시

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8
원연사

기반확충

- 방사선기술 활성화

산학연 지원사업

․산업 집적화 단지 기반구축 지원

(기술이전, joint venture 추진)

․산업 기술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13
원연사

기반확충

- RT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사업

․방사선 융합기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아태지역 RT 훈련센터 운영계획 수립

8

원연사

기반확충

국제협력

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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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2008-2010) : 국가 방사선기술 선진화기반 구축

주요 사업 내용 및 범위

구분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범위
추정사업비

(억원)

비고

(재원)

1차년도

(2008)

- 방사선기술 활성화

산학연 지원사업

․산업 집적화 단지 기반구축 지원

(기술이전, joint venture 추진)

․산업 기술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20

원연사

기반확충

중기청

- RT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사업

․방사선 융합기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초급전문가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아태지역 RT 훈련센터 운영

9

원연사

기반확충

국제협력

2차년도

(2009)

- 방사선기술 활성화

산학연 지원사업

․산업 집적화 단지 기반구축 지원

(기술이전, joint venture 추진)

․산업 기술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 운영

20

원연사

기반확충

중기청

- RT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사업

․방사선 융합기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중등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초급전문가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아태지역 RT 훈련센터 운영

9

원연사

기반확충

국제협력

3차년도

(2010)

- Biodorm-Space Life

Support 연구동

건설

․RT/RFT 이용 우주환경 생환시스템

연구 기반 구축 (1)
100

정부

출연금

- 방사선기술 활성화

산학연 지원사업

․산업 집적화 단지 기반구축 지원

(기술이전, joint venture 추진)

․산업 기술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

그램 운영

․산업체 지원 On-line 교육과정 개발

20

원연사

기반확충

중기청

- RT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사업

․방사선 융합기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중등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초급전문가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아태지역 RT 훈련센터 운영

9

원연사

기반확충

국제협력

계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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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계 (2011-2015) : 국가 방사선기술 G-5 진입기반 구축

주요 사업 내용 및 범위

구분 사업목표 사업내용 및 범위
추정사업비

(억원)

비고

(재원)

1차년도

(2011)

- Biodorm-Space Life

Support 연구동

건설

․RT/RFT 이용 우주환경 생환시스템

연구 기반 구축 (2)
90

정부

출연금

- 한국형 우주생환

시스템 연구확충

․RT/RFT 이용 우주환경 생환시스템

연구 시설/장비 구축 (1)
30

원연사

기반확충

- 방사선기술 활성화

산학연 지원사업

․국가 방사선시설 산업적 이용 활성화

및 기술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7

원연사

기반확충

중기청

- RT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사업

․RFT 고도화/인식 제고 교육과정 및

아태지역 RT 훈련센터 운영
15

원연사

기반확충

국제협력

2차년도

(2012)

- 한국형 우주생환

시스템 연구확충

․RT/RFT 이용 우주환경 생환시스템

연구 시설/장비 구축 (2)
30

원연사

기반확충

- 방사선기술 활성화

산학연 지원사업

․국가 방사선시설 산업적 이용 활성화

및 기술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7

원연사

기반확충

중기청

- RT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사업

․RFT 고도화/인식 제고 교육과정 및

아태지역 RT 훈련센터 운영
15

원연사

기반확충

국제협력

3차년도

(2013)

- 한국형 우주생환

시스템 연구확충

․RT/RFT 이용 우주환경 생환시스템

연구 시설/장비 구축 (3)
40

원연사

기반확충

- 방사선기술 활성화

산학연 지원사업

․국가 방사선시설 산업적 이용 활성화

및 기술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30

원연사

기반확충

중기청

- RT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사업

․RFT 고도화/인식 제고 교육과정 및

아태지역 RT 훈련센터 운영
15

원연사

기반확충

국제협력

4차년도

(2014)

- 방사선기술 활성화

산학연 지원사업

․국가 방사선시설 산업적 이용 활성화

및 기술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30

원연사

기반확충

중기청

- RT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사업

․RFT 고도화/인식 제고 교육과정 및

아태지역 RT 훈련센터 운영
15

원연사

기반확충

국제협력

5차년도

(2015)

- 방사선기술 활성화

산학연 지원사업

․국가 방사선시설 산업적 이용 활성화

및 기술력 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30

원연사

기반확충

중기청

- RT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사업

․RFT 고도화/인식 제고 교육과정 및

아태지역 RT 훈련센터 운영
15

원연사

기반확충

국제협력

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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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전략 및 체계

가.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 지원시스템 구축 분야

◦ 방사선 과학기술 분야 국가전문연구기관인 방사선연구원에 구축되는 방사선원별

연구시설(감마선 조사시설 3기, 전자선 조사시설 2기, 이온빔 조사시설 1기, 싸이

클로트론 1기, 감마셀 및 방사선 육종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가 요구하

는 경쟁력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연구원을 RT 융합기술 연구

개발 중심기관으로 하여 방사선 이용기술의 첨단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 생명

과학 연구개발, 산업용 신소재 연구개발 및 품질인증 국가지정 실험실(KOLAS)

을 운영하고 Pilot scale의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산․학․연이 필

요로 하는 기초기술 및 신소재, 신제품 개발연구를 지원하게 함.

◦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관련 시설들

과 연계하여 산업분야별, 권역별, 연구역량별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국가 방사

선 기술 선진화 및 고도화를 달성함.

나. 방사선 기술 전문가 및 관련 산업 기술자 양성 시스템 구축 분야

◦ 현재 산․학․연 모든 분야에서 매우 부족한 RT 분야 고급 전문 인력을 단기간

에 양성하고 RT 융합 신기술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이 필요함.

◦ 전문교육기관은 고급전문 인력의 연구연수에 필수적인 방사선 시설 등 연구 인

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기관이 바람직함.

◦ 한편, 현재 건설 중인 방사선연구원은 IAEA/RCA 국제협력사업 중 방사선 이용

분야 국제연수원 운영을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방사선연구원을 RT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방사선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방사선연구원 : 방사선 기술산업 활용 분야, Dosimetry 분야, 단반감기 RI 생

산/가공분야, 방사선 조사물품 품질보증/안전성 평가 분야

-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 원자로 이용 RI 생산/가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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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수원 : 원자력/방사선 일반 분야

- 원자력의학원 : 방사선(핵) 의학 분야

- 동위원소협회 : RI 일반교육 및 면허취득 교육분야

- 제주 방사능이용연구소 : 제주산 농생물 자원의 방사선 육종분야

◦ 미래 방사선 기술산업 분야의 초급전문가(대학생) 양성을 위해 방사선 전문교육

기관에서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실험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연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

- 이와 관련 전북 지역대학 혁신사업(NURI)에 참여, 추진 중에 있음.

다. 산업체 기술 지원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분야

◦ 전북이 지역혁신을 위해 주력으로 추진 중인 방사선 산업 집적화 단지를 조기에

안정화하고 활성화하여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기술의 산업체 이

전, Joint Venture 창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산업 인력의 신기술 습득을 적극

지원함.

◦ 지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등 교육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대학

(원)생 위탁교육 실시, 기자재 공동 사용,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함.

◦ 방사선 기술 특성상 산업 전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사선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방사선 기술관련 인프라가 구축된 중심연구기관(방사선연구원)을 Hub로

하여 연구개발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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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추진 소요예산

가. 총 사업 규모

(단위: 억원)

사업명
1단계

('05-'07)

2단계

('08-'10)

3단계

('11-'15)
계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 기반구축 사업

- 기반시설 건설 사업

- 연구시설/장비 확충사업

- 산학연 지원사업

-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사업

947

818

105

16

8

153

100

-

60

27

409

90

100

144

75

1,543

1,008

205

22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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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억원)

재

원
사업명

1단계

('05-'07)

2단계

('08-'10)

3단계

('11-'15)
계

정

부

출

연

금

- 기반시설 건설사업

․본관연구동/방사선 조사시험 연구동

건설(기확보, 2005년 완료)

․대전류 Cyclotron 활용 시험연구동 건설

․ 국제 RT 훈련센터 건설(지자체지원)

․ RT 산업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건설

․ 우주 생환환경 지원(Biodorm-Space

supporting system) 연구동 건설

818

463

195

100
60

100

100

60.0

90

210.0

463

195

100
60

190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 방사선기술 고도화 연구장비 확충사업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및

설치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RFT 중앙분석실 구축

․ 우주 생환환경 지원(Biodorm-Space

supporting system) 연구실 구축

105.0

35

70

-

-

-

-

100

-

-

100

205

35

70

100

- 산․학․연 지원 사업

․방사선 조사시설 이용자 활성화 사업

․산학연 협력 Network 구축 및 기술

지원 사업

16

10
6

60

45
15

144

100
44

220.0

155
65

-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사업

․RT/RFT 전문인력 양성/PA 증진 사업

․아태지역 RT/RFT 훈련센터 운영 및

국제협력 사업

8

5
3

27

15
12

75.0

50
25

110

70
40

계 947 187 4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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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 효과

가.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 지원시스템 구축 분야

1)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및 설치

◦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가속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 산업/의료용 동위원소의 생산 : 30MeV 가속기를 이용하여 F-18, C-11 등의 양

전자 방출 동위원소와 I-123, Ga-67, Tl-201 등의 단일광자 방출 동위원소 생산

- 이를 30MeV 가속기가 설치될 남부지역의 의료원과 대학병원들에 공급함으로

서 상대적 소외지역인 남부지방 주민에게 공평한 의료 기회 및 혜택 제공

- 신규 의료용 동위원소의 생산 : 전립선 치료에 사용되는 Pd-103 등의 부가가치

가 높은 신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연구 수행에 활용

- 산업용 동위원소의 생산 : Co-57, Na-22 등의 장반감기 동위원소를 개발/생산

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용 동위원소 소스의 국산화 연구에 활용

- 물리분야 : 핵반응을 통한 기초물질의 현상연구, 원자 및 핵과학 연구, 중성자

반응 연구

◦ Multicusp 이온원 개발

- 30 MeV 가속기 개발을 통해 얻어진 대전류 Multicusp 이온원 제작 기술을 활

용하여 중성자 발생용 고선량 가속기 개발등에 활용

- 현재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중입자 가속기 이온원 개발에 활용

◦ 빔 입사 장치

- 이온원으로부터 발생된 이온을 싸이클로트론 중심부까지 저손실로 이송하는

빔 입사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이온원의 활용도를 극대화

- 선형가속기, 원형가속기 모두에 기본이 되는 장치이므로 활용분야가 다양

◦ 기체, 액체, 고체 표적 시스템

- PET/SPECT용 동위원소 생산

- 신규 치료용 동위원소 개발 : Pd-103 등

-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 Na-22, Mn-54 등

- 18 MeV 급 싸이클로트론을 설치하는 병원에 표적 시스템에 관한 기술 전수

- 싸이클로트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확립으로 PET 및 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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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표적장치, 방사성의약품 자동합성장치 및 분배장치등

을 상업화하여 국내 공급뿐 아니라 국외에 수출

◦ 싸이클로트론 이용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외에 핵물리 및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기타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연구소/

대학 등지에 시설을 개방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 방사선 이용 분야의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국가 기반 시설로 설치될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호남지역 중고등 학생 시설견학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방사선연구원에

설치될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감마선 조사시설과 전자선가속기, 첨단 기

초과학 분석지원 시스템 등의 시설을 학생들에게 견학 혹은 체험학습 프로그램

을 운영하여 대형연구장비의 견학 기회 제공, 방사선 관련 학문을 전공할 동기

부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대국민 인식변화에 기여

2)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

◦ RT 분야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서 방사선연구원의 연구개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산․학․연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가 RT 과

학기술 진흥에 기여

나. 방사선 기술 전문가 및 관련 산업 기술자 양성 시스템 구축 분야

◦ RT 전문 인력 및 산업 기술인력 양성으로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여 2010년

RT분야 동북아 허브 구축 및 2015년 G-5 진입기반 마련

다. 산업체 기술 지원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분야

◦ 방사선연구원 중심 RT 산업 집적화 단지 구축 및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과학 육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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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및 활용

극대화

Ⅰ. 사업추진의 타당성

1.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분석

가. 선진국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수준

1) 선진국의 연구개발 동향

◦ 현재 전 세계 싸이클로트론 개발 기술의 경향은 저에너지 대 전류형과 고에너지

소 전류형의 싸이클로트론으로 양분되어 기술 개발이 진행 되고 있으며 싸이클

로트론의 첫 단계 기술인 모델화 기술에 있어서도 빔 전류의 강도 강화 및 고

에너지 대형화를 위한 설계가 세계적인 추세(2004 European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 이태리의 INFN-LASA은 K-800 싸이클로트론의 건설 계획으로 모델화 작업을 하

고 있고, 독일의 뮌헨대학은 초전도체를 이용한 싸이클로트론 모델화 작업을 현

재 진행 중

◦ 싸이클로트론은 전자석 기술, 고주파 기술 등 여러 기술의 혼합 일체형의 산물

이므로 각 부분별 기술 발전의 현황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싸이클로트론

의 전자석 기술은 상온 전자석 기술과 초전도체 전자석 기술이 병행되고 있음

◦ 초전도 자석체 기술은 미국 Michigan 주립대학의 국립 초전도 싸이클로트론 연

구소 (NSCL) 중심으로 초전도체 전자석을 사용하여 고에너지 물리용 싸이클로

트론 가속기를 설계 제작 하고 있으며 스위스 PSI 싸이클로트론 연구소와 협력

하여 250 MeV 양성자 치료용으로 설계 되어 독일의 ACCEL사에서 상용화 하여

제작 판매

◦ 50 MeV이하의 싸이클로트론에서 초전도 자석체는 1990년에 영국 Ox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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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사에서 설계 제작하였으나 저 에너지로 인한 전자석의 축소로 가속

빔의 궤적이 불안정하여 빔 전류의 세기를 높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50 MeV 이하의 중, 저 에너지 싸이클로트론은 기존의 전자석 방식을 사용하되

정밀 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내부에 조화 코일이나 동심코일등의 미세 조정 코

일 없이 자장의 정밀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달 되어 1990년대의 싸이

클로트론과는 달리 혁신적으로 변화 된 기술이 적용 되고 있음

◦ 상온 전자석 기술은 프랑스의 GANIL 벨기에의 Louvin 대학 싸이클로트론 연구

소를 중심으로 기술이 개발되어 벨기에의 IBA사에서 상용화하여 중, 저 에너지

의 의료용 싸이클로트론을 설계 제작하여 판매

◦ 스위스의 PSI 630 MeV 싸이클로트론은 1 MW의 대전력 증폭기를 이용하여 2.5

mA 이상의 빔 전류를 갖는 싸이클로트론 가속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빔

전력 증대 방안은 기존의 증폭기의 확충과 더불어 고주파 공진기의 공진 값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 공동공진기의 제작 시 형상을 단순화하고 높은 전도

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 (2002 1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yclotron and Their Applications; National Superconducting Cyclotron

Laboratory, East Lancing USA)

◦ 이태리 Catania의 INFN에서는 초전도 RF 공진기를 개발하여 시험 가동에 들어

갔으며 (2004 European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미국의 LBNL을 중심으

로 저 가격 고효율의 RF ion source로 경이온의 발생 장치를 사용

◦ 그러나 불란서의 GANIL, Grenoble과 일본의 NIRS, RIKEN, 미국의 LBNL,

LANL등을 중심으로 heavy ion 인출을 위한 ECR Source의 상용 장치 등이 개

발 중에 있으며, Non-Destructive 진단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모든 가속기 연구

소들이 연구진행 중

◦ 양성자를 가속시켜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싸이클로트론은 일정 경제수준

이상의 국가에서는 모두 보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을

위한 생산 기기인 표적장치와 양성자 빔의 생산을 위한 가속기의 설계와 제작

기술은 선진 몇 개국으로 제한되어 있음

◦ 가속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용 없이 이러한 표적시스템의 개발연구는 불

가능하며 가속기의 활성화를 위하여도 표적시스템의 연구는 필요하므로 가속기

를 생산하는 많은 기업들이 정부주도하에서 정부출연 연구소 혹은 대학 등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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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하여 다양한 핵종의 개발 연구와 표적시스템 개발 등을 공동연구를 통하여 추

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물들을 상품화 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

2) RI 생산전용 싸이클로트론 개발의 세계적 추이

◦ RI 생산이 활성화된 선진국(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등)에서는 연구소에서 RI 생

산 자회사를 설립하기나 제약회사에서 가속기를 자체 도입하여 수익 사업을 하

고 있음

◦ 중진국 및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연구소에서 RI를 생산 공급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도 RI 개발 초기에는 가속기 등의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

어 국립연구소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수익성이 확보된 후에 자회사를 설립하

거나 일반 제약회사에 기술이전을 하여 제약회사가 RI 및 방사성의약품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0대 중 약 130대가 RI 생산용으로 운영되고 있음

가) 일본: 약 30대 RI 생산용 가속기 보유

◦ 1973년에 NIRS에서 Thomson CS로부터 90 MeV 가속기를 도입하여 RI를 생산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1990년에 JAERI에서 90 MeV 싸이클로트론을 도입하여

RI를 생산

◦ 장수연구소, 뇌신경연구소, 국립심장센터 및 각 지역의 국립 의과대학등에서 가

속기를 운영하여 동위원소 생산 및 기초학문, 의학연구, PET 이용 연구에 이용

◦ RI 생산이 활성화되어 수익성이 확보된 후 제약회사로 기술 이전을 시작하였고

80년대부터 Nihon Medi-Physics (4기 보유)와 Daiichi Radiochemical Ltd. (2기

보유)에서 가속기 RI 및 방사성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 공급

나) 미국: 66대 RI 생산용 가속기 보유

◦ 1960년대부터 ORNL, BNL등 국립 연구소를 중심으로 가속기 RI 생산 연구를

통하여 일반에 보급하였고 70년대 중반부터 산업체로 기술 이전하여 현재

DuPont (6대)과 Medi-Physics (5대)등에서 생산 공급

◦ PET용 가속기는 연구소 및 의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가속기로

생산할 수 없는 핵종은 LANL와 BNL등에서 대형 가속기로 전체 빔 조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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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약 30% 정도를 할애하여 생산 보급

다) 프랑스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용 가속기 도입 및 설치는 국가 원자력위원회(CEA)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으며 1982년에 가속기를 도입 RI를 생산하여 유럽전역에 약 30%

를 공급하였으나 싸이클로트론이 1대인 관계로 고장 시 back-up이 이루어 지지

않아 지속적인 공급을 할 수 없어 시장점유율은 8% 수준

◦ RI 생산 전용 가속기를 재 구입하여 원활한 생산 공급 체제를 갖추고 자회사

CIS-BIO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201Tl, 67Ga, 111In, 123I 및 PET 핵종을 생산 보급

라) 독일: 약 10대 RI 생산용 가속기 보유

◦ FZK(Forschungzentrum Karlsruhe, Karlsruhe 국립 원자력연구소)는 유럽의 대표

적인 싸이클로트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보급 기관으로 독일 전역 및 오스트리

아등 인접국에 123I과 [18F]FDG를 생산하여 전량 공급

◦ FZK는 독일 정부 출연 핵과학 연구 센타로 14개의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고 싸

이클로트론 연구소의 경우 가속기는 전액 정부 출연금으로 구입 (104MeV

Philips, 42MeV TCC 각 1대)하여 현재 이 가속기를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와

생산 장비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연구 및 운영자금을 확보

◦ Julich 연구소는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핵과학 연구소로 4대의 가속기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18F]FDG를 생산하여 인접 지역에 보급하여 연구와 수

익사업을 병행

마) 벨기에

◦ 8대의 가속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RI 생산은 Vrije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201Tl과

67Ga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 생산 장치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Nordion과

Malincrodt 회사의 사용 생산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바) 카나다

◦ AECL(카나다 원자력연구소)에서 지원을 하고 TRIUMF 기술개발을 하여 30MeV

동위원소 생산전용 가속기 prototype을 제작하였고 Nordion이 RI 생산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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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받고 개발하여 RI 생산이 활성화되었고 이후 자회사로 독립

◦ 현재 Nordion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동위원소 공급회사로 성장

사) 호주

◦ ANSTO(국립 원자력연구소)에서 RI 생산 전용가속기를 설치하여 주도적으로 RI

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음

아) 중국

◦ 중국은 현재 3대의 싸이클로트론을 보유하고 있음. 1986년에 Beijing Normal 대

학에서 26MeV (TCC) 싸이클로트론을 도입하여 운영한 이래 CIAE(중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1995년에 동위원소 생산전용 가속기(30MeV, IBA)를 도입하여 RI를

생산하고 있음. 1996년에는 상해 핵 연구소에서 30MeV 가속기를 도입 운영

자) 대만

◦ INER(국립핵능연구소)에서 TR30 가속기를 정부자금으로 설치하여 가속기 RI를

생산 공급

차) 이란

◦ NRCAM 연구소에서 CYCLONE30 가속기(정부자금)를 보유하여 가속기 RI를 생

산/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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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외 RI 생산전용 가속기 보유현황

연구소 및 회사 가속기 종류
En.(MeV)

particle

빔세기(μA)

(Int./Ext.)
설치년도

Nihon Medi-Physics

CYCLONE 30

CYCLONE 30

SHI/CGR-MeV 480

SHI/CGR-MeV 750

30, H-

30, H-

28, p

70, p

350/350

350/350

150/60

150/60

90

92

85

86

Daiichi Rad. Labs
CYCLONE 30

MC-40

30, H-

30, p

350/350

200/

91

84

Amersham
TCC CP-42

MC-40

42, H-

35, p

320/320

250/

81

86

Medi-Pysics

TCC CP-22

MC-40

MC-40

PV-750

CYCLONE 30

22, p

40, p

40, p

70, p

30, H-

200/65

200/75

200/75

200/100

350/350

73

79

82

86

89

DuPont

TCC CS-22

TCC CS-30

TCC CS-30

TCC CS-30

MC-35

CYCLONE 30

22, p

26, p

26, p

26, p

30, p

30, H-

200/

200/

200/

200/

200/

200/200

70

76

78

80

89

90

Ansto NMC CYCLONE 30 H- 350/350 91

NRCAM(Iran) CYCLONE 30 H- 350/350 94

CIAE(China) CYCIAE 30 H- 375/371 94

TINER(Taiwan) TR30/15 30, 15 H-, D- 350/350, 150/150 93

Nordion/TRIUMF

TCC CP-42

TR-30

CYCLONE 30(Belgium)

42, H
-

30, H
-

30, H-

250/250

1200/1200

400/2x200

79

90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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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가속기 생산업체 및 공급 현황

회사명 및 국가 가속기 모델명 가속입자 및 에너지
Sold/

Operation

1) IBA / Belgium

2) EBCO / Canada

3) JSW / Japan

4) Sumitomo Heavy

Industries / Japan

5) D.V. Efremov

Institute / Russia

6) Oxford Instruments

/ U.K.

Cyclon 3

Cyclon 10/5

Cyclon 18/9

Cyclon 18+

Cyclon 30

Cyclon 235

TR13

TR30 + TR30/15

BC168

BC1710

BC2010N

BC2211

BC3015

HM-18

480AVF

750AVF

930AVF

MGC-20

OSCAR

1.9MeV, u d

10MeV, H-/2.5MeV u D-

18MeV, H-/4.5MeV u D-

18MeV p

30MeV H-

240MeV p

13MeV H-

30MeV H-

16MeV p, 8MeV d

17MeV p, 10MeV d

20MeV p, 10MeV d

22MeV p, 11MeV d

30MeV p, 15MeV d

18MeV H-, 10MeV D-

30MEV p

70MeV p

90MeV p, 35MeV d

18MeV p, 5MeV/u d

18MeV H
-

4/2

2/2

8/4

4/2

16/16

1/0

2/2

2/2

4/4

8/8

1/1

1/1

1/1

6/6

1/1

2/2

5/5

9/7

※ 1995년도 제 14차 “Cyclotrons and Their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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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국의 중저에너지 가속기를 이용한 핵과학연구 동향

구미선진국
수GeV이상이 이온빔 가속기를 이용한

연구

- 구미 선진국에서는 모든 과학자들이 초일류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음

◦ 양성자유발 X/감마선발생법(PIX/G E proton induced X/gamma emission)

- 1980 연대 초 요한슨 등에 의하여 최초로 시도된 이래 PIXE는 선진국의 소형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거의 연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

- 진공 챔버를 사용하는 PIXE는 주로 대기분진, 생체시료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

며, 반도체 및 특수 합금 등의 경우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됨

- PIGE는 일반분석법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경원소부, 특히 불소 정량에 가장 많

이 활용되며, 치아의 불소함량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임.

- 문화재, 드릴코아, 특수 거대시료의 정량을 위하여 EXT beam PIXE도 많이 연

구됨.

- 영국의 Oxford, 호주의 Melbourn 대학등에서는 PIXE- Microprobe를 이용하

여 공간분해능 1μm이내의 미세부위를 성분 분석 및 mapping하는 기술이 개

발되어 있는 상태임.

◦ 러더퍼드후방산란법 (RBS Rutherford back scattering)

- RBS법은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않되는 거의 유일한 박막정량분석

기술로서 현재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어디서나 이 기술을 활용

하고 있음.

- HIRBS(중이온 RBS)법은 기존의 RBS법에 비하여 질량, 깊이분해능 및 분석감

도가 뛰어나서 RBS로는 어려운 경우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현재 캐나다의

몬트리올대학, 미국의 Sunny Albany 일본의 동경공업대등 선진 기관들에 의

하여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임.

- Channeling기법은 박막의 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술로서

현대의 반도체를 비롯한 박막산업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기술임. 미국의

Charles Evans사에서는 Channeling용 진공챔버를 상업적으로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유용한 기술이나 국내에는 그 활용이 극히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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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되튐측정법 (ERD-TOF elastic recoiled determination, time of flight)

- ERD법은 RBS로서는 정량이 불가능한 중원소매질내의 경원소 적층분석에 뛰

어난 기술로서 주로 수소, 중수소 등의 정량분석에 RBS와 더불어 많이 활용되

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ERD법을 Channeling과 결합하여 결정내 경원소에 의한 결함

을 하는 연구는 선진국에서도 개발 단계임.

- ERD-TOF는 산소, 질소, 탄소 등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원소들

의 적층적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법

- ERD-TOF는 가속기를 이용한 분석법 중 가장 진보된 형태의 분석법중 하나로

서, 캐나다의 몬트리올 대학, 미국의 Sunny Albany, 독일의 뮨헨공대등 유수

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

◦ 가속기이용 현미경

- 가속기를 이용한 Microprobe는 기존의 전자현미경보다 원소에 대한 감도 및

정량성이 뛰어남

- 호주의 멜버른 대학, 영국의 Oxford등에서는 Microprobe전용 빔라인을 개발하

였으며,현재 1μm정도의 분해능에 도달하였고, 분해능 향상을 위한 노력 경주

- 현재는 PIXE-Microprobe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미세 RBS

및 ERD등도 연구될 전망

◦ 중형 가속기를 이용한 분석법

- 현재까지는 1-3 MV급의 소형가속기들이 산업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를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중형 즉 5-10 MV급의 가속기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할 추세

- 특히 ERD-TOF와 CPAA 및 NRA법들은 높은 에너지의 이온빔을 이용하는 것

이 유리해서 중형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 부분의 연구가 중점

적으로 수행

◦ 이온주입기술

- 1960년대 후반부터 이온주입이 bipolar IC제작에 응용되기 시작한 이래 선진국

에서는 저 에너지 이온주입기술(수십-200keV)이 거의 정착단계에 도달해 있음.

- 1980년대부터는 MeV implantation을 이용한 deep level implantation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그 활용분야도 소재 산업전반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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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현재 고 에너지 이온주입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역시 반도체

분야로서, 고집적도의 DRAM등의 제작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술로서 자

리잡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고 에너지 이온빔 주입을 통한 합금, 폴리머 등의 기계적강도

향상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전도성폴리머제조, 이종접합기술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음.

- 또한 이온빔 주입을 통하여 내방사선 특성을 갖는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는 원

자로 및 핵융합로의 재료개발에 획기적인 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됨.

◦ 핵 자료 산출 및 핵 물리 연구

- 하전입자 핵반응을 통한 핵구조 연구는 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핵종을 만들

어 낼 수 있는 각종 가속기의 등장과 측정 장비의 발달 및 자료 처리의 전산

화로 인하여 활발히 진행되어 많은 핵의 전자기적 성질이 조사

- 이를 바탕으로 핵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IBM & IBFM :

interacting boson model and interacting boson and fermion model)이 등장하

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많은 핵자료가 필요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 중

- 더욱 오늘날에는 집단 모형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변형된 핵에 대한 연구

가 하전입자 가속기 및 ball 검출기를 이용하여 유럽(Neils Bore Lab.), 미국

(Brook Heaven Lab.), 일본(동경공업대학 원자로 공학 연구소 와 이화학연구

소)에서 활발히 진행 중

◦ 원자물리

- 중형가속기의 핵물리 용도가 줄어들면서 원자물리의 용도는 더욱 늘어나는 추

세

- ORNL, Aarhus Univ, KSU 등의 가속기는 거의 원자물리 용으로만 사용됨

- 가속기를 이용한 최근의 원자물리 실험으로 이온-원자간 충돌, 내각전자 충돌,

되튐이온분광, 전자-이온간 충돌, 고체 내 이온 충돌, 박막내 이온빔 반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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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국내에는 1986년 스웨덴 스칸디트로닉스로 부터 50 MeV 싸이클로트론이 도입되

어 운영되고 있으며, 1995년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의료원이 핵의학용으로 각각

18 MeV와 16 MeV 싸이클로트론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아산의료원, 세브란

스병원, 국립암센터 등 국내 병원들이 핵의학용 싸이클로트론을 도입하여 사용

하고 있음

◦ 1997년부터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으로 싸이클로트론의 성능향상 과제를 수행하

여 2000년에는 시작품인 1 MeV 싸이클로트론을 개발 되었고 2002년에는 13

MeV PET용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개발이 추진되어 제작 및 가동에 성공

◦ 현재 국내의 싸이클로트론 기술은 기본기술(이온원, 입사기, 가속기, 표적 설계기

술 등)을 보유된 상태이며 2003년도부터 싸이클로트론 권역별 센터를 위한 싸이

클로트론 가속기 생산을 시작

◦ 1993년부터 시작된 포항 방사광가속기 개발 경험으로 양성자가속장치 개발에 필

요한 일부 기반기술, 기술인력, 프로젝트 관리운영 경험 등을 확보할 수 있음

◦ 국내에 수행중인 가속기 관련 연구과제

-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빔 가속장치 개발(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사업)

․핵종변환 기반기술 개발(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사업)

․이온/양성자빔 장비의 실용화 개발(원자력연구개발 성과이전사업)

․방사선에 의한 폭발물/화학무기 신속탐지장치 개발(민군겸용사업)

- 원자력의학원

․RI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개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사업)

․싸이클로트론 이용 기술 개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사업)

․권역별 싸이클로트로트론 센터 설치 (RT사업 )

◦ 국내의 소형 싸이클로트론 제작 기술은 선진국에 비하여 부분별로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부분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약 93%의 수준으로 선진국 기

술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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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기술별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주요 기술 국내 기술 국외 기술

싸이클로트론 모델 설정 기술 100% 100%

대형 전자석 설계 및 제작 기술 90% 100%

대출력 RF공동 공진기 설계 제작 기술 90% 100%

대출력 RF Generator 설계 제작 기술 90% 100%

5 mA급 대전류 이온원 제작 기술 70% 100%

대형진공함 및 10-7mbar급 고진공기술 90% 100%

ppm 급 빔진단 및 측정 장치 기술 80% 100%

3% 이내 손실 빔 수송 장치 기술 80% 100%

mA 급 표적 냉각 기술 90% 100%

중성자 스펙트럼변환 기술 100% 100%

대전류표적설계 기술 90% 100%

기계 시스템 설계 기술 95% 100%

Irradiation station 설계 기술 90% 100%

대전류가속기 관련 기술 90% 100%

◦ 국내의 가속기를 이용한 동위원소의 연구는 생산되는 핵종을 응용하거나 사용하

는 2차적인 활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원천기술인 핵종의 생산과 그 시스템의 개

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함

◦ 현재 50mA 이하의 세 가지 표적에 대한 설계기술은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에

보유한 30 MeV 가속기 대전류에 적합한 표적의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30

MeV 가속기의 활용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표적시스템과 운송시스템의 개

발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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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개발된 13 MeV 의료용 싸이클로트론은 국제 ISO 인증을 획득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PET 협의회의 성능검증도 통과하였음

◦ 싸이클로트론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기술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특히, 싸이클

로트론의 작동에 주요한 요소인 대출력 이온원, 고출력 RF 공동공진기, 대형 전

자석의 설계 및 제작기술뿐 아니라 탄소호일을 통한 고효율 인출시스템, 그리고

최적의 빔 운송을 위한 중심부의 개발 및 설계 확보

◦ 수 년 동안 축적된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개발기술과 국제적 인증 및 성능 검증

통과에 비추어 30 MeV급 동위원소생산용 싸이클로트론 가속기의 개발 및 제작

의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현재까지 축적된 표적 시스템 기술과 20여 년

간 사용한 표적운송시스템을 보완하면 30 MeV 가속기에 적합한 표적 시스템

및 표적 운송 시스템의 개발 또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표 4. 우리나라 싸이클로트론 보유현황

기 관 가속기 종류
En.(MeV)

particle

빔세기 (㎂)

(Int./Ext.)
설치년도

원자력병원 MC-50

50, H+

25, D

66, 3He

50, 4He

100/60

100/60

50/35

50/35

1986

서울대병원 TR-13 13, H- 350/350 1995

삼성의료원 MC-17 17, H- 80/65 1995

서울아산병원 Cyclone 18 18, H- D- 60/50 2002

※ 병원에 설치된 소형가속기들은 PET 핵종만 생산이 가능하고 일반 SPECT 핵종

(Tl-201, Ga-67, I-123, In-111 등)은 생산이 불가능함

※ 포항공대에 설치된 가속기는 전자빔 가속기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용이 아니고

전자빔과 광자 인출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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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가속기 핵종 사용량

(단위 : mCi)

년도
Ga-67 I-123 Tl-201

KCCH 수입 총사용량 KCCH 수입 총사용량 KCCH 수입 총사용량

91

92

93

94

95

96

97

98

563

2,072

3,550

4,270

3,752

3,450

3,985

3,412

5,819

4,460

3,951

3,326

3,404

4,830

6,580

6,484

6,382

6,532

7,501

7,596

7,156

8,280

10,565

9,896

355

583

703

1,777

2,626

2,569

1,848

63

135

225

99

210

9

355

646

838

2,012

2,725

2,779

1,857

45

824

2,098

3,016

2,216

2,097

1,912

10,718

2,783

4,335

9,228

12,040

28,739

47,442

52,305

35,328

2,828

4,159

11,326

15,056

30,955

49,539

54,217

46,046

국내  RI 총사용량 및 원자력 병원공급량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91 92 93 94 95 96년도

방
사

능
(m

Ci
)

Ga-67(사용량)

Ga-67(원자력병원)

I-123(사용량)

I-123(원자력병원)

Tl-201(사용량)

Tl-201(원자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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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싸이클로트론 주요 방사성동위원소 시장규모 추정

-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75 80 85 90 95

년도

방
사

능
(m

C
I)

Ga-67

I-123

Tl-201

◦ 일본의 주요 가속기 핵종 사용량

년도

Tl-201 Ga-67 I-123

사용량

(mCi)

증가율

(%)

사용량

(mCi)

증가율

(%)

사용량

(mCi)

증가율

(%)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3,370

14,080

24,250

41,200

63,160

88,108

121,206

149,346

188,898

223,386

260,173

308,483

354,945

410,800

485,064

548,186

621,948

669,846

684,745

716,629

318

72

70

53

39

38

23

26

18

16

19

15

16

18

13

13

8

2

5

46,640

63,650

89,360

126,104

162,120

206,596

252,584

283,159

322,941

360,620

393,970

422,485

435,890

450,388

461,314

470,319

476,318

479,929

478,456

490,524

36

40

41

29

27

22

12

14

12

9

7

3

3

2

2

1

1

-0.3

3

345

480

710

1,930

3,900

5,106

6,632

7,578

7,940

8,352

61,499

159,620

210,600

225,929

235,953

286,111

329,028

465,755

521,516

572,434

39

48

172

102

31

30

14

5

5

636

160

32

7

4

21

15

4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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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995년을 기준으로 인구, 경제수준, γ-camera 및 PET 보유대수를 고려하여 약

1/10로 추산하였으나 실제로 더 많은 양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비교 요소

구 분 일 본 한 국

인 구 1억2천만 명 4천5백만 명

SPECT 수 약 1,350 156

PET 수 약 50 3

◦ 국내 수요 예상량 (2004년)

핵 종
일본 사용량

(Ci)

국내 수요 예상량

(Ci)

금 액

(백만원)

Tl-201

I-123

Ga-67
18FDG

717

572

490

70

55

50

100

1,400

550

500

1,000

계 275 3,450

※ Tl-201의 경우 전문가들은 국내 잠재 수요량을 년간 약 100-120Ci로 추정함

※ 표지화합물의 경우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최근에 I-123과 F-18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많은 수요가 예상됨

◦ 국내․외 방사선원 사용량

- 방사선원은 주로 비파괴검사용, 대단위 조사용 및 방사선 이용 장비에 장착되

어 사용되는데 최대 사용 핵종인 Co-60의 주용도는 의료기구 및 의료폐기물의

멸균(Sterilization) 처리, 농수산물 장기저장, 식품살균, 의료용 등에 널리 사용

- Co-60은 그 수요가 세계적으로 연간 5～10%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5.27년의 반

감기를 고려할 때, 소요량은 기존시설 용량만을 유지하는데 매년 15% (35Mci)

의 대체선원이 필요하며 신규 조사 시설 용량을 감안하면 연간 수요량은 40～

50MCi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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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의 MDS Nordion사가 세계수요 70% 이상을 공급

- 한국전력주식회사가 Co-60 선원을 대량생산 할 수 있는 CANDU 발전로 4기

를 보유하고 있으나 발전로의 통상 운전 중 상업용 가치가 있는 Co-60을 회수

할 수 있는 관련시설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하나로의 기존 RIPF 시설을 이용하여 고비방사능 Co-60

선원을 연간 수만Ci 생산하고 이를 가공처리 할 수 있는 콘크리트 핫셀(Hot

cell) 2기와 저장조 보유, 그리고 10만ci 용량의 연구용 Co-60 조사 시설 및 관

련 저장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Co-60 선원 생산단계는 아님

◦ 비파괴검사용 선원인 Ir-192는 한국, 일본,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20-30

만 Ci가 사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100만Ci 내외의 수요 예상

-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과 인도네시아만 Ir-192 선원을 생산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국에서 사용하는 20Ci 미만의 선원만을 생산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원자로 가동여건 때문에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 대만, 베트남, 파키스탄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수요가 증가중이며 방사성

동위원소의 항공운송비를 고려한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선원의 가격경쟁력은

충분함

- 최근에 일본 지요다에서 일본에 공급하고 있는 Ir-192 선원을 한국에서 제조하

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음

- 국내 수입 밀봉선원 방사능은 208,931Ci, 약 US$ 10,016,337 정도로 일반적으로

밀봉선원은 산업용으로 금속 또는 무기물 형태의 단순화합물이 대부분이며 일

부 장비에 부착한 경우 부가가치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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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급효과

가.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현대의 과학기술의 추세는 복합화, 융합화, 그리고 나노과학화로써, 다양한 분야

들의 융합연구와 초미세 구조의 연구 및 응용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

- 미국의 5개 국립가속기 연구소들로 구성된 미국 에너지부의 나노과학기술그룹

의 출범(2004)은 나노입자 빔을 발생시키는 가속기에 관련된 기술개발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줌

- 전자석, RF, 이온원, target, 그리고 자동제어장치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속기

개발기술 확보를 통하여 나노과학기술의 선두주자로 부상

◦ 30 MeV 싸이클로트론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함으로

써 정밀, 기초과학의 발전에 기여

- 싸이클로트론을 가동시켜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 상태

를 구현하고 전자기장에서 입자의 운동과 에너지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입자의 나노구조와 동역학을 이해해야하며 원 궤도회전과 입자가속을 위해서

고전압, 고주파, 그리고 전자석의 작동원리를 이해하여야 하고 이를 제작된 기

기 내에서 구현 해야만 함

- 입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싸이클로트론 내부의 초 진공상태 구현과

target장치 제작을 위한 핵반응 및 고체물질 연구 등도 수행하여야만 하므로

싸이클로트론 개발기술은 극한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숙지하고 제어하는

기술로써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싸이클로트론 개발기술은 나노과학, 특히 나노입자구조, 나노물질, 나노소자,

그리고 나노와이어 기술개발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target 장치 개발기

술은 희귀성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물리, 화학 등 기초학문 연

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됨

◦ 30 MeV 싸이클로트론 개발 성공후에 의료․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제외

하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여 산업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

는 핵심 기술 개발에 기여

- 21세기의 국가 주력사업인 나노과학기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나노 입자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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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성할 수 있는 장비 기술개발에 활용

- 나노 반도체소자 및 소재, 전하입자의 스핀트로닉스를 이용한 고용량 하드디스

크, 비파괴 물질검사, 그리고 식물 유전체 연구 및 돌연변이 생성연구 등에 실

질적으로 활용이 가능

◦ 30 MeV 가속기와 더불어 고체표적 및 표적이송장치의 개발연구는 국내의 관련

기술을 진일보 시키고 관련 기술 분야 및 생산된 동위원소의 산업화를 통하여

가속기의 활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고체 표적장치 운송용 pneumatic (공압) 기술

- 빔 조사에 의해 고도로 방사화된 표적과 표적장치의 결합/분리 및 위치 확인

을 위한 초정밀 sensing 기술

-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빔의 조사는 조사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항상 고진

공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빔라인에 표적 탈부착시 기존의 고진공을 유지

할 수 있는 진공 유지 기술

- 질병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한 의학적 이용

- 질병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한 의학적 이용

- 기기 교정용 방사선 발생 소스개발을 통한 산업적 이용

- 비파괴 검사 장비 등의 개발을 통한 산업적 이용

나. 사회적 파급효과

◦ 21세기 인류보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화 및 노화와

관련된 여러 퇴행성 질환들에 대한 연구 및 암 연구에 활용되어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회비용의 감소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

-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암의 조기진단 방법의 개량 및 신기술 개발 등의 원

자력 기술의 의료분야 응용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 도모

◦ 현재, 싸이클로트론 개발기술은 미국, 일본, 벨기에,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써 2001년에 싸이클로트론의 국산화에 이어서 30 MeV 싸

이클로트론의 기술개발 확보는 국가경제 향상뿐 아니라 국가 원자력과학기술 위

상증진에 기여

◦ 싸이클로트론을 통하여 생산된 동위원소의 의학적/산업적 이용을 통해 원자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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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대국민 홍보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 전 세계적으로, 의료∙산업∙과학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싸이클로트론을 제

작․판매하고 있는 국제기업은 미국의 GE와 CTI, 일본의 Sumitomo, 벨기에의

IBA, 그리고 캐나다의 EBCO 등 총 5개 기업으로써 국제 싸이클로트론 시장을

장악하여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 미국의 GE기업의 경우는 싸이클로트론 판매로 창업하여 현재는 의료, 산업,

그리고 과학 장비에 이르기까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CTI 기

업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싸이클로트론 연구센터와 1984년부터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암 진단용 PET에 필요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싸이클로트론

판매로 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일본의 Sumitomo 기업은 1971년부터 오사카대학교 핵물리학 연구센터와 공동

연구로 의료 및 산업용 싸이클로트론을 판매함으로써 일본의 의료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최근 동남아 시장 사업을 활발히 추진

- 캐나다의 EBCO는 국가 과학기술 위상을 위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제정지원

을 해주고 있는 기업으로써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용 싸이클로트론을

판매하며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 한때 제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의 위기에 이르렀던 IBA 기업은 벨기에 정부가

싸이클로트론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기사회

생한 기업으로 현재 의료, 산업, 과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효율이 다양

한 싸이클로트론을 판매하며 서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동유럽 및 아시아 국가

의 시장 확보를 추진하며 벨기에의 경제뿐 아니라 과학기술 위상에도 큰 역할

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성장

◦ 국내의 경우, 양전자 단층 촬영(PET)과 같은 암 진단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싸

이클로트론은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싸이클로트론센터를 제외하면

모두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고가의 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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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MeV싸이클로트론의 개발 및 제작은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의 절감뿐 아니

라 저렴하고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저가의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이 가능하

기 때문에 국가경제 증대 도모

- 2001년 KIRAMS-13을 국산화한 이후 태국, 말레시아, 베트남, 중국 등 동남아

시아와 콜롬비아,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의 국산 싸이클로트

론 구입에 매우 적극적이며 30 MeV 싸이클로트론의 개발은 구입의 선택폭을

넓힘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 가능

◦ 현재까지 국내의 표적장치 기술은 표적장치 자체는 충분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

어져 높은 수준에 있으나 표적 이송장치는 개발된 바 없고 가속기와 더불어

turn key 방식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 표적이송장치를 개발 완료한다

면 수입에 의존할 때 발생되는 비용과 이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어 이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 기대

라. 타 사업에의 기여 및 기타 파급효과

◦ 30 MeV 싸이클로트론의 활용 분야는 순수 의료적 이용뿐 아니라 방사선 생물학

분야연구에 활용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10여개 연구기관에서 생체조직의 속중성

자 조사 손상이나 하전입자에 의한 세포 및 DNA의 조사 손상에 대하여 연구

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PIXE(양성자 유발 X-선 방출법)에 의한 암 진단연구에도

활용되고 있음

◦ 핵물리 분야 등에 이용되어 핵반응 12C(p,p')12C*과 108Ag(p,p')108Ag의 반응 단면

적 측정실험, CsI(Tl)결정의 중성자 핵-되튐에 대한 반응연구, BNCT 기술개발,

12C(alpha,p)15N반응, Investigation of high spin levels and isomeric states in

140Pr, 142Pm, 인공위성의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 calibration, TLA(thin layer

activation)을 이용한 자동차 엔진 부품의 마모도 추적, Production of As

Isotopes Induced by protons, 방사선 조사 지표 개발연구, 반도체 memory

device에 대한 중성자 SER(Doft Error Rate) 평가 등의 연구에 활용

◦ 표적 시스템과 표적 운송 시스템이 개발되어 30 MeV 가속기와 더불어 안정적으

로 운영되면 30 MeV 정도의 가속에너지와 100 uA 이상의 빔 전류가 필요한 대

학/정부출연기관의 연구 활성화, 남부지역 대학 및 대학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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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빔 라인과 표적 시스템을 확보하여 다양한 핵반응

자료 수집 연구에 활용 가능

◦ 싸이클로트론을 중심축으로 의학 분야와 관련된 연구 및 싸이클로트론이 활용

될 수 있는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함께 남부 지역의 network 구성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성공 가능성

가. 사업추진의 전략적 필요성

◦ 가속기 핵종의 생산 기술개발은 원자로핵종 생산 기술개발과 더불어 RI 생산기

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며 국내 핵의학분야 및 RI 이용분야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가속기 핵종과 그 방사성 의약품의 대량생산 공급체제

구축은 국가적으로 절대 필요

-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양전자방출단층촬

영(PET) 대중화 및 국민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PET 전용 13 MeV 싸이클로트론

의 권역별 구축 사업을 실시를 통하여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 및 관련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음

- 병원들의 의료 장비 첨단화 추세와 더불어 진단용으로 쓰이는 RI의 국내 사용

량은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용 동위원소 사용량의 증

가시점에서 30 MeV급 싸이클로트론의 개발은 동위원소의 대량생산과 안정적

공급에 기여

◦ 방사선연구원에 30 MeV급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의 설치는 수도권에 집

중되어있는 대전류 동위원소 생산용 가속기를 남부지방에 보급/설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전북 정읍시)가 추진 중인 RT 산업 집적화 단지의 활성화를 통하

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

- 외국의 유수 가속기 및 동위원소 생산 판매 관련 회사들도 정부주도하에 이루

어진 결과를 산업체에 기술이전 하거나 정부출연 회사를 설립하여 상업화에

성공하였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정부 출연금으로 연구를 수행해 얻어진 결과물

인 13 MeV 가속기와 [
18

F]FDG 생산용 자동합성 장치를 국내 방사선 관련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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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삼영유니텍에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

- 본 사업을 통해 제작 완료된 가속기를 방사선연구원에 설치 후 의료용/산업용

동위원소를 대량 생산함으로서 국내 시장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 공급하며 확

보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품으로서 가속기 개발

및 고부가가치 동위원소 개발을 통하여 RT 산업 집적화 단지의 활성화 도모

- 동위원소 생산 전용 30 MeV 가속기의 완성은 정부의 분권화 및 수도권 집중

화 현상 해소라는 정책과 맞물려 남부 지방에 의료 혜택을 줄 수 있을 뿐 아

니라 지역 원자력/가속기/동위원소 분야의 전문가 육성에 이바지

◦ 30 MeV 동위원소 생산용 가속기는 국가 중점 사업 중 하나인 RT 사업의 일환

으로서 개발 과정이나 설치 및 설치 후 성과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연

구개발에 활용되어 국내 RT산업의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방사성의약품의 생산을 위한 18 MeV 이하의 저에너지 가속기에 비하여 30

MeV 이상의 동위원소 생산용 가속기는 PET 관련 핵종뿐만 아니라 단일광자

방출 단층촬영용(SPECT, single photon emission tomography) 관련 핵종의

생산 등 고부가가치 동위원소 생산이 가능

- 의료적인 이용뿐 아니라 고속 스위칭소자, 반도체의 고밀도 기억장치 등 반도

체 재료분야와 물질의 손실측정, 중성자 래디오그래피와 같은 비파괴검사 분

야, 방사선을 이용한 산업폐기물 처리, 나노촉매제 개발 등 환경연구, 그리고

유전체 변이를 이용한 새로운 식물변종 개발 등 방사생물 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30 MeV 싸이클로트론의 필요성 확대

◦ 2001년에 13 MeV 싸이클로트론의 국산화에 이어서 에너지 효율이 다른 30

MeV 싸이클로트론의 개발, 제작 및 운영 기술은 국가 원자력과학기술의 위상증

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에 싸이클로트론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

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국가경제 향상에 기여

- 싸이클로트론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소수의 선진국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난

도의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되고 집약된 기술로써 미국, 일본을 비롯한 싸이클

로트론 제작기업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핵심기술 확

보의 일환으로 싸이클로트론 기술개발에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삼성의료원(GE/Scanditronix), 서울대 부속병원 (EBCO TR-13) 등에서 PET용

cyclotron을 도입 운용 중이나, 유지보수를 국외의 제작회사에 의존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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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투입에 비해 신속한 조치나 기술 축적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가동

중인 30 MeV급 CYCLONE-30 싸이클로트론 또한 2001년에 벨기에의 IBA로부

터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싸이클로트론 가속기의 자기장 및 전기장 데이

터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므로 CYCLONE-30에 대한 성능 개선 등의 접근을

할 수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외국 기술진에 의존하여야 되는 등의 기

술 종속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완벽한 기술 독립을 위해

서는 30 MeV가속기와 제반시설의 자체 개발이 필요

- 칠레 등 해외 국가에서는 동위원소 생산용 싸이클로트론 가속기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는 싸이클로트

론 가속기의 확보가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이므로 가속기 관련 공동연구를 원

하는 국가에 정부차원에서 기술을 제공함으로서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 제고

◦ 싸이클로트론의 표적장치 및 표적 운송 시스템은 지속적인 사용과 장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하므로 30 MeV 싸이클로트론의 개발과 함께 개발되

어야 하며 이는 30 MeV 가속기의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로

이를 통해야만 의료용/산업용 동위원소의 생산이 가능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빔을 이용한 핵반응 자료 수집 연구 및 신규 동위원소 개발 연구가 가능

◦ 현재 가동 중인 CYCLONE-30 싸이클로트론은 2001년에 벨기에의 IBA로부터

turn-key로 도입하여 작동하고 있는 RI 생산전용 30MeV 싸이클로트론임.

-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기술이 앞선 나라에서 제작되어 제 성능을 발휘하여 안

정적으로 작동은 하지만 Turn-key로 들여온 다른 모든 제품처럼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외국 기술진에 의존하여야 되고, 성능개선 또한 현재 상황으로는

할 수가 없는 기술 종속이 되어있는 단점이 있음.

- 특히 주요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외국으로부터 기술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러한 과정이 장기간 싸이클로트론을 shut-down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

나 제작사로부터 정비 분야 독립 시 문제 발생이 우려 되는 부분임.

- 더욱이 외국의 상용가속기는 싸이클로트론 가속기의 자기장 및 전기장 데이터

를 전혀 제공하지 않으므로 CYCLONE-30에 대한 성능 개선 등의 접근을 할

수 없으며 싸이클로트론의 도면도 극히 제한된 일부분만을 제공할 뿐임.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완벽한 기술 독립을 위해서는 30MeV가속기와 제반시설

은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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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재 의료용 RI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30 MeV급 싸이클로트론

의 확대 설치는 당연한 일이며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대전류 동위원

소 생산용 가속기를 남부지방에 보급/설치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문제임.

◦ 한편 칠레 등 해외 국가에서는 원자력 관련 회의 시 RI 생산용 싸이클로트론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는 싸

이클로트론 가속기의 확보가 주요 관심사항 중 하나임.

◦ 따라서 본 기반구축 사업수행을 통해 제작 완료된 가속기를 방사선연구원에 설

치하고 향후 13MeV 가속기 기술이전 경우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세계적으로 인

정받는 상품으로서 관련 공동연구를 원하는 국가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제공하여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성공 가능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13 MeV 의료용 싸

이클로트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국제 ISO 인증을 획득하였고 국제원자력기

구(IAEA) 및 PET 협의회의 성능검증도 통과하였음.

- 이는 싸이클로트론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기술이 이미 확보된 상태임을 의미함.

- 특히, 싸이클로트론의 작동에 주요한 요소인 대출력 이온원, 고출력 RF 공동공

진기, 대형 전자석의 설계 및 제작기술뿐 아니라 탄소호일을 통한 고효율 인출

시스템, 최적의 빔 운송을 위한 중심부 개발 및 설계까지 확보하였음.

◦ 따라서, 지난 수 년 동안의 연구개발 경험과 축적된 Know-how를 바탕으로 30

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개발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라고 확신함.



- 47 -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가. 국가 과학기술정책과의 부합성

◦ 30 MeV 싸이클로트론은 국가 중점 사업 중 하나인 RT 사업의 일환으로서 개발

과정이나 설치 및 설치 후 성과를 통해 앞서 언급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효

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정부의 분권화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라

는 맥락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나. 연구개발의 공공성 등 정부주도 필요성

1)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의 공공성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는 홍보효과, 국민 수용자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

향이 크고 저비용, 고효율,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분야임.

- 현재 우리의 원자력응용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방사성의약품, 가속기, 방사선

계측 장비 및 진단장비 개발 분야는 미진한 상태임.

- 이들 연구 분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시장이 아직 초

기단계 상태에 있고, 투자에 따른 빠른 생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

체에서 투자를 기피함.

- 농학, 식품 공학, 환경, 비파괴 산업, 기초과학기술 분야의 기술 발전도 저하되

고 있음.

◦ OECD에 가입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립연구소 및 기업체가 RI 이용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분야 중에서 RI 이용 분야는 활성화가

되고 있음.

- 초기 단계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소에서 주도적으로 연구하여 어느 정도

시장 및 경제 규모가 형성된 후에 그 기술을 산업체에 이행하여 더욱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임.

-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현실에서는 RI 이용 분야의 활성화를 단순히 경제논리

에 맡길 수 없는 실정이며, 시급한 전문연구인력 양성과 국가적 하부구조의 구

축에 정부 지원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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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규모의 인력 확보와 하부구조가 구축되어 경제성이 확립되면 산업체 주도

하의 활성화가 가능함.

- 인구 대비 RI 소모량의 50% 수준까지 국산화가 도달되면 산업체 주도의 발전

도 가능하므로 국내 과학의 균등한 발전과 원자력응용 관련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2) 정부주도의 필요성

◦ 외국의 유수 가속기 및 RI 생산 판매 관련 회사들을 살펴보면 정부주도하에 이

루어진 결과를 산업체에 기술이전 하거나 정부출연 회사를 설립하여 상업화에

성공하였음.

◦ 원자력 의학원에서도 정부 출연금으로 연구를 수행해 얻어진 결과물인 13 MeV

가속기와 [18F]FDG 생산용 자동합성 장치를 국내 방사선 관련 업체인 삼영유니

텍에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한 예가 있음.

◦ 30MeV 가속기의 개발과제와 같이 대형 사업이면서 많은 초기 투자가 필요한 사

업은 이윤 창출만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투자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정부주도하에 장기간의 투자가 요구됨.

◦ 그러나 13 MeV 가속기 개발의 성공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 연구가 완료

되면 정부차원의 권역별 싸이클로트론 연구소 구축 사업등 대국민 홍보가 가능

한 정부 사업들이 가능하고 이의 기술이전을 통한 이윤 창출도 가능할 것임.

◦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주도하에 다목적 30 MeV 가속기 구축사업이 완성되

면 서남부 지방에 의료 혜택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방사선/싸이클로트론

/RI 분야의 전문가 육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의료용/산업용 동위원소를 개발하여 대량 생산함으로서 국내 시장 공급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의 수출이 가능할 것이며, 정부주도하에 가속기 관련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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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싸이클로트론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소수의 선진국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난도

의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되고 집약된 기술임.

◦ 미국, 일본 등 싸이클로트론 제작기업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은 국가경제 향상뿐

아니라 원자력과학기술의 위상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싸이클로트론 기술개발에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현재, 의료적인 이용뿐 아니라 고속 스위칭소자, 반도체의 고밀도 기억장치 등

반도체 재료분야와 물질의 손실측정, 중성자 래디오그래피와 같은 비파괴검사

분야, 방사선을 이용한 산업폐기물 처리, 나노촉매제 개발 등 환경연구, 그리고

유전체 변이를 이용한 새로운 식물변종 개발 등 방사생물 연구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싸이클로트론의 필요성은 확대 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의 원자력(방사선) 과학기술의 핵심기반인 다목적 30 MeV 싸이클로

트론 기술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개발된 30

MeV 싸이클로트론을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에 설치함으로써

국가 방사선기술 고도화 및 기초과학 연구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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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기획 내용

1. 과제목표

가. 최종목표

◦ 13 MeV 싸이클로트론의 성능 강화를 통한 상용화 수준의 신뢰성 싸이클로트론

실현과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

◦ 동위원소 생산용 30 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개발

◦ 30 Mev 싸이클로트론용 대전류 표적 시스템, 표적 운송시스템 개발 및 target

station 개발

나. 단계별목표

◦ 연차별 연구 목표

단계
1 단계

(국가 방사선기술 고도화 지원시스템 구축, 30 MeV 가속기 제작/설치)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목표

․방사선/RI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30

MeV 대전류 싸이클

로트론 제작

․표적조사 및 이송장

치 개발

․30 MeV 대전류 싸이

클로트론 제작 및 설

치

․표적조사 및 이송장

치 개발 및 설치

․싸이클로트론 생산

RI용 Hot cell 제작

․Beam line 등 표적조

사/이송장치 개발설

치

․싸이클로트론 생산

RI용 Hot cell 제작

․RI분석 전용 LC,

LC/MSD, RI용 TLC

등 분석장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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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내용 및 범위

가. 기술체계도

◦ 30 MeV 싸이클로트론 개발 기술 체계도

30MeV 사이클로트론
• 최대 인출 빔 에너지 : 30 MeV

• 최대 인출 빔 전류 : 300 uA

Multicusp 외부 이온원
• 수소음이온 인출
• 최대 인출 빔전류 : 5 mA
• 인출 빔 에너지 : 30 keV

사이클로트론 전자석 시스템
• 등시성을 만족하는 고정 자기장 분포
• 축방향 집속이 강화된 AVF 섹터
• 저전력 전자석 코일
• 자기장 저손실의 Return Yoke

저전력 고주파 시스템
• 30 kW급 고주파 전력 증폭기
• 전력 전달(coupler) 및 제어시스템
• 입자 가속단 및 공진함 시스템

고진공 시스템
• 30MeV용 사이클로트론 진공함
• 진공함용 2 Cryopumps
• 고진공 밸브 및 진공 제어시스템
• 외부 이온원용 진공시스템
• 빔 수송 라인 진공시스템

빔 인출 시스템
• 탄소 박막 고효율 인출시스템

빔 입사 시스템
• Buncher
• Glaser Lens
• Spiral Inflector

빔 수송 장치
• 2 개의 빔 수송라인
• 빔 위치 조정 전자석
• 빔 수송 방향 선택 전자석
• 빔 단면 측정장치
• 빔 집속 사극전자석 시스템

표적장치
• 액체 표적장치
• 기체 표적장치

제어 시스템
•사이클로트론 자동 제어 프로그램
•사이클로트론 제어 장치

냉각시스템 ( 40RT )

빔 진단 시스템
• 사이클로트론 내부 빔전류세기 측정장치
• 단면 빔 분포 측정 장치
• 빔전류세기 측정용 패러데이컵

30MeV 사이클로트론
• 최대 인출 빔 에너지 : 30 MeV

• 최대 인출 빔 전류 : 300 uA

Multicusp 외부 이온원
• 수소음이온 인출
• 최대 인출 빔전류 : 5 mA
• 인출 빔 에너지 : 30 keV

사이클로트론 전자석 시스템
• 등시성을 만족하는 고정 자기장 분포
• 축방향 집속이 강화된 AVF 섹터
• 저전력 전자석 코일
• 자기장 저손실의 Return Yoke

저전력 고주파 시스템
• 30 kW급 고주파 전력 증폭기
• 전력 전달(coupler) 및 제어시스템
• 입자 가속단 및 공진함 시스템

고진공 시스템
• 30MeV용 사이클로트론 진공함
• 진공함용 2 Cryopumps
• 고진공 밸브 및 진공 제어시스템
• 외부 이온원용 진공시스템
• 빔 수송 라인 진공시스템

빔 인출 시스템
• 탄소 박막 고효율 인출시스템

빔 입사 시스템
• Buncher
• Glaser Lens
• Spiral Inflector

빔 수송 장치
• 2 개의 빔 수송라인
• 빔 위치 조정 전자석
• 빔 수송 방향 선택 전자석
• 빔 단면 측정장치
• 빔 집속 사극전자석 시스템

표적장치
• 액체 표적장치
• 기체 표적장치

제어 시스템
•사이클로트론 자동 제어 프로그램
•사이클로트론 제어 장치

냉각시스템 ( 40RT )

빔 진단 시스템
• 사이클로트론 내부 빔전류세기 측정장치
• 단면 빔 분포 측정 장치
• 빔전류세기 측정용 패러데이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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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년도 연구 개발 내용 및 범위

2005년

- 최대 5mA의 대전류 빔 생산을 위한 Multicusp 형태의 외부이온원

상세 설계

- 빔 집속 및 진단, 빔 bunching을 위한 입사시스템의 공학적 설계 및

2D 전산모사

- 빔 가속을 위한 Inflector 및 싸이클로트론 중심부 공학적 설계 및

3D 전산모사

- Multipacting 현상 및 고주파 spark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고주파

전력 전달용 커플러의 상세 3D 설계

- Solid irradiation station 개발

- 기체, 액체 표적용 irradiation station 개발

- 절연 및 전류 측정 설계

- 표적 냉각 시스템 개발

2006년

- 양방향 빔 인출 시스템 공학적 설계 및 전산모사실험

- 싸이클로트론 내부 빔 전류세기 측정장치 공학적 설계

- 방사성 동위원소 및 각종 실험을 위한 빔 수송 시스템 상세 설계 및

3D 전산모사

- 전용 방사성 동위원소 대량 생산용 액체 및 기체 표적장치 공학적

설계

- 30MeV 싸이클로트론 설계 프로토콜 작성

- 고체표적 무인이송 시스템 개발

- Solid receiving station 개발

- 이송시스템 차폐 설계

- System safety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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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5 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대전류
Multicusp
외부 이온원

5mA Multicusp 이온원 3차원 설계

빔 입사시스템과의 연계 해석

3차원 기계 설계

빔 입사시스템

입사 시스템 2차원 전산모사

빔 투과율 해석

3차원 기계 설계

Inflector 및
싸이클로트론
중심부

나선형 inflector 빔궤적 3차원

전산모사
넓은 위상범위를 갖는 중심부

전자기장 및 빔궤적 해석
싸이클로트론 고주파 시스템과 연계된

빔궤적 전산모사

3차원 기계 설계

고주파
전력전달용
커플러 설계

고주파 전력 전달용 커플러 3차원

전산모사
열해석을 통한 냉각방법의 공학적

설계

3차원 기계 설계

표적시스템

Solid target

Liquid target

Gas target

Target station Irradiation station

다. 연구내용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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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6 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빔 인출시스템

빔 궤적을 고려한 양방향 빔

인출시스템 공학적 설계
탄소박막을 이용한 고효율 인출

수학적 계산
에너지 가변형 싸이클로트론의 2차원

빔 해석

3차원 기계 설계

빔 전류
측정장치

내부 빔 전류 측정을 위한 빔프루브의

공학적 설계
빔측정장치 가동시 열해석,

냉각효율의 3차원 전산모사

3차원 기계 설계

빔 수송 시스템

빔 수송라인의 수학적 모델 설계

빔 집속, 이송을 위한 빔형상의 2차원

해석

고진공시스템의 공학적 해석 및 설계

빔진단 시스템 2차원 전산모사

3차원 기계 설계

RI 생산용 표적
장치

액체 표적 장치 공학적 설계

액체 표적 장치 3차원 열 해석

기체 표적 장치 공학적 설계

기체 표적 장치 2차원 열해석

3차원 기계 설계

표적운송시스템 무인이송시스템

Target station Receiv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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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및 체계

가. 추진전략

1) 30 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개발

◦ 기 수행한 연구 내용(전자석 시스템 개발, 고주파 시스템 개발, 진공함 설계, 제

어장치 설계 등) 결과와 30 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의 세부 사양을 이용하여

싸이클로트론 가속기의 각 구성시스템인 전자석, 고주파, 진공함 및 진공시스템,

이온원, 빔 진단시스템 등이 모두 고려된 30 MeV급 싸이클로트론 (KIRAMS-30)

의 세부 설계

◦ 전자석시스템의 경우 등시성을 만족할 때 까지 반복적으로 섹터의 정밀가공과

자기장의 정밀측정을 하여 빔 궤적과 빔 특성이 빔 가속에적합하도록 제작 완료

와 성능 검증을 병행

◦ 고주파시스템은 고효율(High Q) 및 저전력(30kW급)의 싸이클로트론 고주파 구

조시스템과 고주파 증폭기, 고주파 매칭 및 제어시스템 개발 및 제작

◦ 싸이클로트론의 외부 이온원으로 결정된 최대 5 mA 인출이 가능한 외부 이온원

의 설계를 완료하고, 이와 병행하여 이온원으로부터 발생된 수소음이온을 싸이

클로트론 중심부로 이송할 빔 입사 시스템(빔 집속, bunching, inflector 등) 설계

◦ 양방향 빔 인출 시스템의 설계, 2개의 빔 수송 장치의 설계를 완료하며, 빔 수송

장치에 필요한 빔 위치 조정 전자석, 빔 수송 방향 선택 전자석, 빔 집속 사극

전자석, 빔 수송 라인 진공시스템, 전용 RI 생산용 액체 및 기체 표적장치의 설

계 및 빔 전산모사

◦ 30MeV급 싸이클로트론인 KIRAMS-30의 설계 표준 프로토콜을 제작하여 향후

싸이클로트론 설계의 표준안을 완성

◦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가속기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계적인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상세히 파악하고, 기술력 흡수 및 확

보를 통하여 향후 가속기 개발의 초석으로 활용

- 해외 전문가로는 스위스 PSI 가속기 연구소에 재직 중인 세계적으로 저명한

RF 전문가인 Peter Sigg박사와 일본 동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현 정년퇴임)로

재직했던 대전류 이온원 및 중입자 이온원 등의 세계적인 이온원 전문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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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클로트론 가속기 설계 전문가인 마사유끼 세끼꾸찌 교수, RI 전문가로는

독일 FZK의 Schweickert 박사 등을 초청하여 활용할 예정

- 국내 전문가로는 포항가속기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등의 국내 가속기분야 전문

가를 초청하여 미래지향적인 가속기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

2) 표적장치 및 표적운송 시스템 개발

◦ 국내에서의 개발 및 생산이 요구되는 동위원소의 기본 표적과 표적장치를 바탕

으로 동위원소생산전용 가속기에 적합한 표적장치를 제안하며 기존의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과 기술도입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

◦ 해외의 유사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술 현황 분석 및 조사를 실시하고 연

구자의 교류를 확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확보함. 또한 IAEA를 통해 전문가 초청,

과학자 방문 및 연수의 기회를 가짐으로서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하고 문제점을

해결함

◦ 핵종의 개발과 이의 실용화 관련 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하여 가속기를 사용한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함

◦ 기본적으로 동위원소 취급시설로서 활용될 것이므로 취급에 따른 핵심적인 요소

기술의 개발 및 제안은 원에서 수행하고 시설의 설치와 가동은 산업계 및 학계

가 담당하며 최종적으로 사용에 관한 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자문을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

◦ 가속기 핵종의 생산에 관련한 장치에 대한 연구 및 설계 기술 등은 국내에 관련

연구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수행을 방사선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수

행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 수행방법, 방향설정 등에 있어서 선진국의 유사 연구

기관을 모델로 삼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위원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가속기 및 표적장치의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 연구기관인 미국의 BNL, 일본의 NIRS 그리고 캐나다의 Nordion 등

에서 연구하는 연구책임자와 실질적인 연구자등을 초청하여 자문을 구함으로서

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결과물의 도출에 기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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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체계

1) 30 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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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적장치 및 표적운송 시스템 개발

4. 소요자원 규모

가. 소요예산

(단위: 억원)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계
비고

(재원)

- 30 MeV 대전류 Cyclotron 제작 및

활용 극대화
20 145 65 230

․대전류 Cyclotron 활용 시험연구동

건설
- 130 65 195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30 MeV 대전류 Cyclotron 제작/

설치 및 Cyclotron 생산 RI 가공/

분배 시스템 구축

20 15 - 35
원연사

기반확충사업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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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요인력 및 수급방안

1) 총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

연구 내용

2005년 2006년 평균

석사

이하
박사

석사

이하
박사

석사

이하
박사

Multicusp 외부 이온원 대전류(최대 5mA) Multicusp 외부 이온원 개발 및 제작 1 2 1 2 1 2

빔 입사 시스템

빔 집속 및 진단, 빔 bunching을 위한 입사시스템 개발

및 제작 0 1 0 1 0 1

Inflector 및 싸이클로트론 중심부 설계 및 제작

고효율 및 저전력

싸이클로트론 전자석

시스템

싸이클로트론 전자석 시스템 제작 1 1 1 1 1 1

고효율 및 저전력

고주파 시스템

고효율(High Q) 싸이클로트론 고주파 구조시스템 제작

2 1 2 2 2 1.5저전력 고주파 증폭기 제작

고주파 매칭 및 제어 시스템 개발 및 제작

고진공 시스템

30MeV 싸이클로트론 진공함 제작

1 0 1 0 1 0싸이클로트론 고진공시스템 제작

빔 수송라인 진공시스템 제작

빔 인출 시스템 양방향 빔 인출 시스템 개발 및 제작 1 0 1 0 1 0

빔 수송 시스템

빔 수송 시스템 설계 및 제작

1 1 1 1 1 1
빔 위치조정 전자석 제작

빔 수송 방향선택 전자석 제작

빔 집속 사극 전자석 제작

빔 진단 시스템
싸이클로트론 내부 빔 전류세기 측정장치 개발 및 제작

1 0 1 1 1 0.5
빔 단면 분포 측정장치 제작

표적 장치 전용 RI 생산용 액체 및 기체 표적장치개발 및 제작 1 1 2 1 1.5 1

냉각 시스템 싸이클로트론 냉각 시스템 제작 1 0 1 0 1 0

제어 시스템

싸이클로트론 자동 제어 프로그램 개발
1 1 1 1 1 1

싸이클로트론 자동 제어 프로그램 검증 및 신뢰도 향상

30MeV 싸이클로트론 조립 및 운전 신뢰도 향상 2 1 2 1 2 1

30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표준화 1 1 1 1 1 1

계 14 10 15 12 14.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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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 현재 원자력의학원의 싸이클로트론 개발팀에는 가속기 개발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연구 인력과 RI 생산에 경험 있는 연구인력 그리고 외부 연구인력을 포함

하여 20여명이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음. 향후 박사급 인력 2인 석사급 인력 1인

정도의 내부인력 충원을 통해 동위원소 생산용 30 MeV 가속기의 개발 및 설치

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위원소 생산전용 30 MeV 가속기가 개발되어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 의약

품 생산에 본격적으로 이용될 2007년을 대비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 방사성 동위원소는 보통 24시간 체제하에서 운영되므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과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은 구별되는 것이 바람직

- 연구 인력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생산에 소요되는 인력의 일부는

consortium 참여업체에서 채용하여 활용할 계획

- 30 MeV 가속기의 경우 RI 생산을 위한 가속기 운전은 RI 생산자가 직접 운전

가능하며 유지 보수 등은 2인이 전담하고 필요시 연구 인력이 지원

- 방사성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인원 중 일부분은 산업체와 콘소시움을 통해 지

원받을 예정

◦ 업무별 소요인력

분 야 생산횟수 인 력(명)

․가속기 유지보수 6

․[18F]FDG 생산 5-10 2

․201Tl 생산 4 1

․123I 생산 5 1

․67Ga 생산 2 1

․기타 핵종 생산 2

․품질관리

․선원생산시설 운영

2

2

계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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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가 초청활용 계획

◦ 전문가 초청활용 계획으로는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일반

적인 가속기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계적인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상세히

파악하고 기술력 흡수 및 확보를 통하여 향후 가속기 개발의 초석으로 활용함.

◦ 해외 전문가 초청 활용 계획으로는 스위스 PSI 가속기 연구소에 재직중인 세계

적으로 저명한 RF 전문가인 Peter Sigg박사와 일본 동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현 정년퇴임)로 재직했던 대전류 이온원 및 중입자 이온원 등의 세계적인 이온

원 전문가이며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설계 전문가인 마사유끼 세끼꾸찌 교수, RI

전문가로는 독일 FZK의 Schweickert 박사 등이 있음.

◦ 국내 전문가 초청 활용 계획으로는 포항가속기연구소, 관련 대학 등의 국내 가

속기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미래지향적인 가속기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할 예정임.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예상되는 소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 소요 연구 기자재의 경우 KIRAMS-13의 개발 및 성능검증을 통해 구축한 기자

재를 활용할 수 있음.

◦ 시설 면에서는 30 MeV급 대형 싸이클로트론의 조립 및 성능검증을 위해 필요한

설치 시설이 필요하며, 최소 100평정도의 넓이와 최소 6미터이상의 층고를 갖는

시설공간이 반드시 필요함.

2) 확보방안

◦ 개발된 30 MeV 싸이클로트론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은 방사선연구원에서 건설

함. 완전 설치시까지 조립 등의 공정을 위해 방사선연구원내에 싸이클로트론 조

립 및 시험동 가건물을 설치하여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활용 종합시험동에 설

치 시까지 활용할 계획임.

◦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활용 종합시험동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방사선연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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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며 지상1, 2층에 싸이클로트론 및 RI 생산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 지상 1층에는 가속기 본체 및 표적조사실 4개를 설치하고, RI 생산용 hot-cell,

RI 분배실, 가속기 조정실, 전원공급실, 가속기 유지보수실을 배치함.

- 인동선과 물동선을 고려하여 지상 2층에는 품질관리실, 표지화합물 생산 및 연

구시설, 공작실 등을 배치하였고, 자료 검토 결과 이란의 원자력 농의학 연구

소와 대만 원자력 연구소 구조가 합리적이고 이를 참조하여 예비 도면을 다음

과 같이 설계하였음.

- 정확한 도면의 구조와 규격은 구체적 사안이 결정된 후 추후 협의하여 유동적

으로 신축할 예정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허가 취득

방사성의약품 GMP허가 취득

가속기 건물 자료 수집 및 평가

가속기 건물 설계

건설 공사

가속기 설치 및 가속기 RI 시험 생산

가속기 RI 생산/분배 센터 준공

1. 부지 선정

2. 방사선 차폐 계산

3. 내진 설계

1. 토목공사

2. 전기 배수 공사

3. 방사성차폐 콘크리트 공사

4.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GMP)공사

5.Hot-cell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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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기 조립 및 시험평가 가건물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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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류 Cyclotron 활용 시험연구동 시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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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종료 후 싸이클로트론 이용연구 및 RI 생산 활성화 방안

가) 가속기 운영위원회 구성

◦ 가속기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뿐 아니라 핵물리 및 물성연구등 연구에 활용

가치가 많은 고가의 장비이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력

이 필요하고 외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

◦ 30 MeV 싸이클로트론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인사를 포함한 위원회

를 구성

나) 산․학․연 네트워크 구성

◦ 동위원소 생산/분배 활성화와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투자를 적

극적으로 권유하고 사용자를 중심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한 Business Group 구성

다) 입자빔 기초 연구협의회 구성

◦ 가속기 이용 전문연구회와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가속기이용 연구분

야 및 최종 이용자의 의견 수렴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가속기 이용연구를 활성화

◦ 입자빔 연구비 지원을 KISTEP 조정하에 전문연구회에서 기획, 추진하며 연구비

에서 빔이용 비용을 부담

라) 추진방안

◦ IAEA, 국외 전문가 활용 등으로 RI 개발․생산 기술을 선진화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 등에 기획된 국가적

하부구조를 구축

◦ RI 생산․판매에 의한 이익은 생산시설 확장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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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대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

1. 정성적 성과

※ 연도별 연구목표대비 연구내용을 세분화하여 예상 연구결과물을 제시(배점 총점은 100)

목표대비 세부 연구내용 구체적 예상 결과물

1차년도 2차년도 단계

관련

여부

배

점

관련

여부

배

점

관련

여부

배

점

Multicusp 외부

이온원

대전류(최대 5mA) Multicusp

외부 이온원 개발 및 제작

Multicusp 이온원 (최대 5mA,

30KeV 이온 인출)
O 20 X 0 O 10

빔 입사 시스템

빔 집속 및 진단, 빔

bunching을 위한 입사시스템

개발 및 제작

RF buncher, Glaser Lens

(빔투과율 30%이상의 입사시스템)
O 10 X 0 O 5

Inflector 및 싸이클로트론

중심부 설계 및 제작

Spiral모양의 Inflector 및

싸이클로트론 중심부
O 10 X 0 O 5

고효율 및

저전력

싸이클로트론

전자석

시스템

싸이클로트론 전자석 시스템

제작

싸이클로트론 전자석 시스템

(정밀가공된 섹터, 저전력 코일,

저손실 리턴요크)

O 15 X 0 O 7.5

저전력 고주파

시스템

고효율(High Q) 싸이클로트론

고주파 구조시스템 제작

싸이클로트론 고주파 시스템(RF

Dee, Cavity)
O 10 X 0 O 5

저전력 고주파 증폭기 제작 30kW급 고주파 증폭기 O 5 X 0 O 2.5

고주파 매칭 및 제어 시스템

개발 및 제작

Coupler 및 Finetuner 와 RF

controller
O 5 X 0 O 2.5

고진공 시스템

30MeV 싸이클로트론 진공함

제작
사이크로트론 진공함 O 5 X 0 O 2.5

싸이클로트론 고진공시스템

제작

진공 펌프(저온펌프 2대,

오일확산펌프 1대) 및 제어 시스템
O 5 X 0 O 2.5

빔 수송라인 진공시스템 제작
진공펌프(오일확산펌프) 및

제어시스템
X 0 O 5 O 2.5

빔 인출 시스템
양방향 빔 인출 시스템 개발

및 제작
탄소박막 인출 시스템 X 0 O 5 O 2.5

빔 수송 시스템 빔 수송 시스템 설계 및 제작 빔 수송 라인 설계도 X 0 O 5 O 2.5

빔 위치조정 전자석 제작 빔 위치조정 전자석 X 0 O 5 O 2.5

빔 수송 방향선택 전자석 제작 빔 수송 방향선택 전자석 X 0 O 5 O 2.5

빔 집속 사극 전자석 제작 빔 집속 사극 전자석 X 0 O 5 O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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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진단 시스템

싸이클로트론 내부 빔 전류세

기 측정장치 개발 및 제작
빔 프루브 O 5 X 0 O 2.5

빔 단면 분포 측정장치 제작 빔 단면 분포 측정기 X 0 O 5 O 2.5

표적 장치
전용 RI 생산용 액체 및 기체

표적장치개발 및 제작
F-18 및 C-11 생산용 표적장치 O 5 X 20 O 12.5

냉각 시스템
싸이클로트론 냉각시스템 제

작
싸이클로트론 냉각기 X 0 O 5 O 2.5

제어 시스템

싸이클로트론 자동 제어 프로

그램 개발
싸이클로트론 자동 제어 프로그램 O 5 O 10 O 7.5

싸이클로트론 자동 제어 프로

그램 검증 및 신뢰도 향상
30MeV 싸이클로트론 조립 및

운전 신뢰도 향상
30 MeV 싸이클로트론 X 0 O 20 O 10

30 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표준화

조립된 prototype 30 MeV가속기를

이용한 표준화 작업
X 0 O 10 O 5

총 계 X 100 X 100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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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성과

평가지표 분석지표
1차년도 2차년도 단계

성과 배점 성과 배점 성과 배점

과학기술 연구 성과 국내․외 논문(건)
국내

SCI 2 20 5 20 20

비 SCI

국외
SCI 2 20 5 20 20
비 SCI

인력양성 성과

학위과정지원(명)

박사

석사

학사

연수지원(명)

박사 2 20 2 20 20

석사 3 10 3 10 10

학사

산업기술인력 교육(명)

국제협력 성과

인력교류(명)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기술무역(건)

판매

중개알선

기술정보제공

국제회의(학회, 웍샵 등) 신설/개최 (건) 1 10 5

기술협력 MOU 체결(건) 1 10 5

공동연구(건)

사업화 성과

국내․외 특허(건)

국내
출원 1 20 10

등록

국외
출원 2 20 10

등록

기술료징수액(백만원)
기 징수액

향후예정액

사업화(건)

연구책임자창업

기술이전창업

창업지원

사업체확장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건)

기술지도 1

기술이전

기술평가

고용창출(명)

연구책임자창업

기술이전창업

창업지원

사업체확장

총 계 × 100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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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활용 계획

가.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이용 RI 생산, 가공 및 활용 연구

◦ 대전류 가속기를 이용한 RI 생산 체제 구축

- 가속기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공급(2007년 10월)

- 가속기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시장 점유율 : 80% 이상

- 가속기 방사성동위원소 국외 수출 : 일본 및 동남아시아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분배 center 설립

◦ 신규 방사성의약품 개발

- F-18 표지 capecitabin(암진단용)

- C-11 및 F-18 표지 acetylcholine 유도체(암진단용)

- I-123 및 F-18 표지 lysine(단백질 대사 및 암진단)

- I-123 표지 지방산 유도체(심장대사 진단)

- I-123 및 F-18 표지 peptide(암진단용)

- F-18 표지 hypericin(암진단용)

◦ 자동합성장치 개발

- C-11 및 F-18 표지 acetylcholine 자동합성장치 개발

- I-123 표지 BMIPP 자동합성장치

- F-18 표지 fluoroproline 자동합성장치

◦ 신규 방사성의약품 임상적용 확립 : 유전자, 수용체 결합물질 개발 방사성의약품

의 임상이용 연구

◦ 암의 대사특성을 이용한 신개발 양전자방출동위원소 표지 대사물질 PET 영상

진단법 확립

◦ RI 생산 및 방사성의약품 개발 기술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 확립

- 가속기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생산/개발 인력 양성

- 국내외 연수생 교육

나. 산․학․연 활용 네트워크 구성

◦ 30 MeV 대전류 가속기와 부대 시설을 이용한 RI 생산의 활성화와 판매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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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내/국외의 RI 생산 및 판매업자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사

업을 위한 consortium을 구성하여 최종 제품과 원료물질을 아시아 지역에 공급

하여 장기적으로 원자로 생산동위원소와 같이 운송비 감소와 여러 가지 상승효

과를 이용하여 아시아 시장을 석권할 발판을 마련

다. 방사선원 생산시설 활용

◦ 하나로에서 조사된 Ir-192방사선원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

외시장에 연간 20만 Ci 공급( 20억원 수익예상)

◦ 게이지용(1Ci 미만) 및 비파괴검사용(100Ci 미만) Co-60 선원 개발 및 생산

◦ 비파괴검사용 조사 장비 및 방사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측정장비 개발 및 생산

◦ 사용 중 고장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장비 수리 및 유지 보수

◦ 산업용 선원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내 방사선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서 선원판매를 통한 수익도 기대됨

라. RT 응용분야연구 활용

1) 국내 핵과학 연구의 활성화

한국
30 MeV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경이온

중저에너지의 핵과학 연구 보강 필요

◦ 장점 : 연구결과에 비하여 연구비 부담이 작다.

- 많은 관심있는 학자나 학생들 참여

- 초일류 연구사업에 진입하는 가교및 풍부한 연구 경험 제공

- 여러 가지 의료 및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터전 마련

◦ 단점 : 에너지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연구주제의 다양성 결여

- 싸이클로트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빔라인 확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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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분야

◦ 13 MeV 가속기 유지보수 및 고장시 방사성의약품용 RI 생산 공급

- RI 생산의 backup으로 RI의 안정적 공급

◦ 기초연구

- 입자 핵물리

- 방사선 생물학

◦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부분별 개조, 성능향상 기술개발

- 가속기 개발기술 국산화

◦ 산업적 이용

- 금속재료공학(Thin Layer Analysis)

- 중이온 가속에 의한 반도체 dopping

◦ 속중성자 radiography

◦ 중성자 치료

4. 기대효과

◦ 30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설치 및 운용

- 의료용 동위원소의 생산 : 30MeV 가속기를 이용하여 F-18, C-11 등의 양전자

방출 동위원소와 I-123, Ga-67, Tl-201 등의 단일광자 방출 동위원소 생산가능

- 이를 30MeV 가속기가 설치될 남부지역의 의료원과 대학병원들에 공급함으로

서 상대적 소외지역인 남부지방 주민에게 공평한 의료 기회 및 혜택 제공

- 신규 의료용 동위원소의 생산 : 전립선 치료에 사용되는 Pd-103 등의 부가가치

가 높은 신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연구 수행에 활용

- 산업용 동위원소의 생산 : Co-57, Na-22 등의 장반감기 동위원소를 개발/생산

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용 동위원소 소스의 국산화 연구에 활용

- 물리분야 : 핵반응을 통한 기초물질의 현상연구, 원자 및 핵과학 연구, 중성자

반응 연구

◦ Multicusp 이온원 개발

- 30 MeV 가속기 개발을 통해 얻어진 대전류 Multicusp 이온원 제작 기술을 활

용하여 중성자 발생용 고선량 가속기 개발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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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중입자 가속기 이온원 개발에 활용

◦ 빔 입사 장치

- 이온원으로부터 발생된 이온을 싸이클로트론 중심부까지 저손실로 이송하는

빔 입사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이온원의 활용도를 극대화

- 선형가속기, 원형가속기 모두에 기본이 되는 장치이므로 활용분야가 다양

◦ 기체, 액체, 고체 표적 시스템

- PET용 동위원소 생산

- SPECT용 동위원소 생산

- 신규 치료용 동위원소 개발 : Pd-103 등

-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 Na-22, Mn-54 등

- 18 MeV 이하급 싸이클로트론을 설치하는 병원에 표적 시스템 기술 전수

- 싸이클로트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확립으로 PET 및 SPECT

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표적장치, 방사성의약품 자동합성장치 및 분배장치등

을 상업화하여 국내 공급뿐 아니라 국외에 수출

◦ 싸이클로트론 이용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외에 핵물리 및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기타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연구소/

대학 등지에 시설을 개방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면 방사선 이용 분야의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국가 기반 시설로 설치될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호남지역 중고등 학생 시설견학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방사선연구원에

설치될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감마선 조사시설과 전자선가속기 등의 시

설을 학생들에게 견학 혹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형연구장비의 견학

기회 제공, 방사선 관련 학문을 전공할 동기 부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대국민 인식변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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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 기초과학

지원시스템 구축

I. 사업추진의 타당성

1.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분석

가. 선진국 연구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 21세기 3대 과학기술로 선정된 정보통신 (IT), 나노기술 (NT), 생명공학기술 (BT)

은 이미 급속한 진전을 보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우리 미

래생활에 보다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기초과학을 응용한 이들의 성과는 관련분야의 기초과학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하

였음. 즉, 통신학, 나노소재학, 생물학, 생화학, 생물물리학 등 관련 기초과학의

다양한 실험기술과 첨단 기기분석의 성과에 기인하였음.

◦ 최근 또 하나의 과학기술로 선정되고 있는 것이 방사선기술(Radiation

Technology, RT) 및 방사선 융합기술(Radiation-based Fusion Technology, RFT)

분야임. RFT 분야는 이미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GDP 대비 1∼1.5%(′00)를 기

초과학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내는 0.03%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RT/RFT 기초과학분야를 육성발전 시킴으로써 BT, IT, NT와의 접목이

가능하여 고부가가치의 핵심 기술, 제품 및 선도 인력을 배출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연구업무 분석을 지원 할 수 있는 첨단기기의 도입과 이를 활용할 전

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임.

◦ 세계적으로 방사선 이용기술이 산업 전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활용

되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핵심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생명공학(BT)과의

접목을 시도하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

◦ 생명공학기술은 최근 Human Genome Project의 완성에 따른 급속한 진전으로

우리생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향후 2012년

까지 연평균 22∼32%의 고도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21세기 국가경제를 선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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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중의 하나로서 발돋움하고 있음. 현재 국내의 방사선(RT)/생명과학(BT) 융

합기술 관련 연구는 아직 기초적인 도입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나라도 방사선/생명과학 융합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기술 선점을 통

해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독창적이고 혁신

적인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RT/BT 융합 연구 분야를 지

원 가능케 할 첨단기기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

◦ 이러한 시스템은 국가 중점투자 대상인 생명과학 기술의 다양화와 우리나라 고

유의 독창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임.

◦ RT/RFT를 이용한 산업용 신소재 연구는 세계적 추세로 본 기술의 선점을 위하

여 선진국을 위시하여 개도국(말레이시아 등)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 특히 산업용 신소재는 기술의 산업화가 빠르고 기술발전 단계 주기도 빨라 시장

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맞추어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이 중요함.

◦ 이러한 산업화가 가능한 기능성 재료 개발과 함께 원자력 산업에서 사용하는 유

기재료 및 전자소자의 내방사선 평가기술 개발 및 산업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방사선 추적자 기술, 방사선 계측기 설계/제작과 관

련한 기반기술 및 방사선 관리, 방호체계 구축과 계측기 표준화 기술이 연구 개

발되어 산업화될 예정임.

◦ 조기 산업화를 위한 신소재 연구개발 기초기반 장비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함.

◦ 따라서 산업용 신소재 개발 연구 및 조기 산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전문 인력의 양성 또한 필요함.

◦ 방사선 이용기술 (RT)의 산업적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보편화되면서

WTO 체제하에서 세계 각국은 관세장벽 대신에 기술장벽(TBT)을 높이면서 자국

의 산업 및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RT 산업 관련제품들의 생산 및 국제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제관

행과 기준에 적합한 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국내에는 방사선 조사가 적용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안전성을 검증

할 수 있는 평가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관리나 산업화가 효율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RT 관련 산업 발전의 기술기반을 제공하

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국가의 핵심인프라 구축과 RT 산업 관련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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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 정책수립을 위하여 RT 제품의 품질보증 및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KOLAS 설치․운용이 필요함.

◦ 이러한 KOLAS 시스템의 구축은 RT 제품의 수출입 및 유통안전 관리를 위한

국제통용의 검역․검지기술의 산업적 이용으로 수출입 전략상품에 대한 품질경

쟁력 강화와 pilot scale의 연구개발 시스템과의 상호보완적 운영을 통하여 신제

품의 실용화를 증대함과 동시에 개발 단계 시 이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로 RT 관련 제품의 본격적인 실용화에 있어 빠르게 변화되는 소비자의 수용에

대응 가능한 유기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방사선 조사제품 품질보증에 필요한 장비의 집중화로 유기적인 산․학․연

연구지원을 통한 관련 연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나. 국내 연구개발 동향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 RFT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식 창출과 세계를 선도할 방사선 응용 기술을 주도

하기 위해 신속, 정확한 기초과학적 분석지원이 요구됨.

- 국내 기초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에 필수적인 연구 장비를 한국기

초과학지원연구원(대전 본원), 한국화학연구원 및 일부대학 등의 공동실험실습

관에 비치, 분석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한국기초과학연구원(KBSI)은 지난 1988년에 설립한 이후 고가 장비 및

공동연구시설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분석지원 사업을 전개 해 온 결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및 춘천 등지에 전국적인 연구지원망을 구축하게 되었

으며 수요자 중심의 기초과학분석지원 기관을 지향해 오고 있음.

- 한국화학연구원(KRICT)도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을 갖추어 출연연구소 및 일반

대학에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 해 오고 있음.

- 방사선이용과 관련한 연구 분야의 국내 기초과학 분석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21세기는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의 애기장대와 벼의 게놈염기서열 분석의 완료로 인

해 생명과학의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고 각국은 앞 다투어 생명과학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에나서고있음.

◦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그 잠재력이 무한한 이 분야의 선점은 실제로 다음 세기의 인류

를 이끌고갈하나의거대한 무기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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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경우 애기장대의 염기서열 분석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인 NSF 2010 Project를

통해 생합성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유전자를 찾아내고 그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자국

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함께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일련의 과감한투자는

유럽뿐만아니라 가까운 일본에큰자극이 되어 현재 일본은 미국에뒤쳐져있는 자국

의 생물학분야를획기적으로끌어올리기 위해막대한 재원을쏟아붓고 있음.

◦ 이러한 거대한 연구 수행이 가능한 이유는 자국의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이 체계적으

로갖추어져있기에가능함.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권역별 기초과학 지원 분소를 설

치하여운영중이고 지방국립대를 중심으로 공동실험기기실을 운영해서 외부 지원에

나서고있음.

◦ 방사선과 생명과학의 융합은 이론 자체가 국제적으로독창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이

러한 첨단신기술창출을위한분석지원은 필수적임.

◦ 방사선이용 고분자 재료연구에 있어서 국내의 평가분석기술은 인식부족과 열악

한 환경 등으로 아직 그 기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기능성 재료의 개발, 산업용 신소재 및 재료의 새로운 개질 및 가

공기술의 발달은 체계적이고 정확한 산업용 신소재의 평가분석에 의해 이루어지

고 있음.

◦ 상기 분야는 산업계의 관심이 지대하여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기업과의 공동으

로 산업화 추진

◦ 특히 본 기술은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기술 분야로 국내 산업체의 방

사선 이용 고분자 재료 평가분석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임.

◦ 국제기구(FAO/IAEA/WHO, WTO, UNEP, ICGFI)를 중심으로 방사선 조사기술

을 이용한 식품 검역처리기술의 확대 및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음.

◦ WTO 체제에 맞는 국가간 방사선 조사처리 기술지침 및 표준화 확립을 위한

Harmonized Regulation의 준비가 더욱 빠르게 추진될 것이므로 국익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국제교역에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상품의 품질

보증을 위한 정부 주도의 관리기술 확보와 검지기술의 식품공전화 작업, 품질보

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77 -

◦ 수출입 전략상품에 대한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2. 파급효과

가.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 방사선 및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개발 신소재에 대한 기초분석 지원으로 방사선

이용 산업의 첨단 과학화 및 활성화

-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석해석 프로그램 개발로 이공계 활성화 및 과

학대국의 초석을 마련

- 방사선 융합기술의 기초 과학적 접근으로 세계적 선진기술 창출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

나. 사회적 파급효과

◦ 본 사업은 방사선연구원 및 국내 RT/BT 융합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뿐만 아니

라, 전북지역의 BT 관련연구개발능력을괄목하게 향상시키기 위한 초석이될것임.

- 방사선 기술을이용한국내생명과학연구의 급속한 발전의토대 마련

- 국가 RT/BT 융합기술연구지원전용 중앙기기분석센터 구축

- 국내 RT이용생명과학연구평가를 위한 국가공인검정기관 역할

- RT/BT 융합기술의 산업화촉진

◦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이용 개발 산업용 신소재의 산업화 촉진 및 기술 도

약의 계기가 될 것임.

◦ 특히 국내 유일의 연구용 및 산업용 방사선 조사시설과 함께 고분자 재료의 평

가 분석 지원이 이루어지면 명실상부한 방사선을 이용한 산업용 신소재 및 고분

자 재료 개발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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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 국가중점연구기관인 방사선연구원이 동북아 및

크게는 세계적인 첨단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국내 RT 및 융합기술 관련 연구의 활성화로

과학입국의 초석을 마련함.

라. 타 사업에의 기여 및 기타 파급효과

◦ 방사선연구원의 설립 후 단시간내에 성공적인 연구장비 구축 사업을 통하여

RT/RFT 중앙분석지원 업무의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조기에 연구 업무의 안정

적 정착을 이룰 수 있고 관련 산․학․연 연계 공동연구 및 지역특화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국가기관의 대외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

3.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성공 가능성

◦ 방사선연구원은 의료, 우주항공, 원자력발전, 공업, 환경, 생명공학, 식품, 자원

등 각 분야에서 RT 및 RFT을 개발하고 산업화하여 RT/RFT를 IT 이후 국가 경

제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감마선, 베타선, 전자가속기, 싸이클로트론 등 다양한 방사선원의 특성연구와

새로운 방사선원 및 발생장치를 개발, 이용하고 21세기 첨단 파동에너지

(Frequency Technology)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 산업 전분야에서 융합기술(Fusion Technology)로서 방사선 이용기술을 개발하

여 IT, BT, NT 분야와 더불어 21세기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첨단산업을 창출하며,

- 원자력기술 고도화의 목표인 2020년 G-5 진입, 세계 3대 플랫폼을 형성, 동북

아 RT 허브 구축의 주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따라서 국가 방사선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기초과학 연구지원시스템 기반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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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방사선 이용 관련 산․학․연 기술혁신

을 선도하고, 지식기반 미래형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를 이끌어 나갈 선도 전

문 인력 양성이 필요함.

◦ RT/RFT 이용 기초과학 분석, 생명공학 연구, 산업용 신소재 연구, 방사선 조사

제품의 품질보증 및 안전성 평가 연구 등 방사선 기술 고도화 지원시스템 분야

와 이의 응용분야인 저방사선 생리활성연구, 우주 방사선의 생물학적 평가연구,

방사선의 환경영향평가, 나노소재 연구, 의료기기소재 연구, 군 방호용소재 연구,

우주식품소재연구, 우량육종개발연구 등의 연구역량 집중과 선도기술 인력을 집

중 양성하고자 함.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가. 국가 과학기술정책과의 부합성

◦ 정부는 미래 국가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방사선 이용기술의 사회 경제적 기여를 증

진시키기 위한 NuTRM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하기 위해 방사선및방

사선이용진흥법(법률 제 6814호, 2002. 12. 26)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방사선 기술 개발 이라는 NuTRM 비전의 구체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방사선연구원을 설립하여 RT분야의 집중적인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

중임.

◦ 방사선연구원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방사선이용기술 연구․개발

의 산실로서 관련 산업체와의 연계 및 정부의 RT 산업분야 육성정책의 일환으

로 설립되었으므로 RT/RFT 기초과학분야 연구지원 및 개발 시스템 구축이 적

극적으로 필요함.

나. 연구개발의 공공성 등 정부주도 필요성

◦ 국가 정책적으로 방사선 이용연구는 지금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국한되어

생명공학, 식품과학, 공업 및 환경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결과물들을 축적하여

왔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또한 방사선연구원의 설립으로 보다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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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깊이있는 연구 사업이 이루어질 전망으로 이의 RFT 기반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사항임.

◦ 방사선연구원이 국내 방사선 이용 연구의메카로 육성되기 위한 전략적 국가사업으로

기반을 구축하게 되면 국내 방사선 생물학 및 생명과학의 획기적 발전뿐만 아니라 장

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수요 창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집중적인 연

구시설기반구축이필요함.

◦ 방사선연구원과 인접한 연구기관으로는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전

주, 광주 기초과학지원분소 등이 있으나, 이러한 인접한 연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장비들은실제로외부지원이그리 많지 않음.

- 그 이유로는 생명과학의 특성상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한 실험들이 대부분 이어서

이동시간과 분석의 신속함을 요하기 때문에 실험의뢰를 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

기때문이며,

- 아울러 장시간의 분석시간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특별한 관리지도가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실험자만이 가지는 know-how를 필요로 하는 실험들은 실제로 실험의뢰를

해도 대부분이목적에부합한결과를 도출해 내기가힘든실정임.

-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은 신설기관인 방사선연구원의 효율적 운용에직접적인 문

제로 심각하게부각되고있음.

◦ 방사선 조사식품의 교역에서 국내 농산물 시장의 보호와 관련산업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해서는 독자적 검지관리의 실용화 추진 및 철저한 검역/검지관리를 통한

대외경쟁력의 확보가 요구됨.

- 우리 실정에 맞는 우수방사선조사공정(GIP) 및 식품중점위해관리기준(HACCP)

의 개발이 필요함.

-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기반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몇 개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종합적 방사선 조사 검지 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없음.

- 따라서 국내 최고의 방사선 종합시설을 구비한 방사선연구원에서 국가 공인

인증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임.

◦ 안전성 평가 시스템은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 개발의 필수부가결한 요소이며 이

를 통한 연구개발의 실용화가 가속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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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산업체의 안전성 평가 시스템이 미비한 형편임.

- 특히 조사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안전성 평가 시스템은 전무한 형편이며, 한

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이용연구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임.

5. 결 론

◦ RFT 중앙분석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가의 핵심연구장비 기반확충사업은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사선 기술의 선진화와 산업적 활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함.

◦ 현재 세계적으로 방사선 기술은 우주항공, 의학, 생명공학, 공업, 신소재, 환경,

농수산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RFT 연구기반확충의 필요성은 확대 되고 있음.

◦ 미국, 일본 등 RT 선진국들은 국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첨단 융합기술 고도화

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에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 따라서 국가의 방사선 기술의 전문연구기관인 방사선연구원의 RFT 중앙분석지

원 시스템의 구축은 국가 방사선기술 고도화 및 기초과학 연구지원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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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부 기획내용

1. 과제목표

가. 최종목표

◈ 신설된 국가 방사선 기술 전문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자립기반 구축

◈ 방사선 기술 산업 집적화 단지 구축 및 산․학․연 기술혁신

지원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나. 단계별목표

◦ 연차별 연구 목표

단계
1 단계

(국가 방사선기술 고도화 지원시스템 구축, RT/RFT 연구개발 기반구축)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목표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1)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2)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 (3)

및 산업 지원 Pilot

scale 시험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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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내용 및 범위

가. 기술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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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년도 연구 개발 내용 및 범위

2005년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1)

․방사선 이용기술의 첨단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신소재/신제품 분석,

효능평가 연구) 지원을 위한 ESR, NMR, Brabender 등 기반 연구장비

구축

2006년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2)

․방사선 기술 및 RT/BT/NT/ST 융합기술의 실용화/선진화를 위한

GC/MS, LC/MS, FTIR, FACS 등 핵심연구장비 구축

2007년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3) 및

산업지원 Pilot scale 시험시설 구축

․TEM/SEM, MaldiTop, ICPM spectrometer 등 핵심연구장비 및 개발기술

의 실용화를 위한 Pilot scale 시험시설 구축

다. 연구내용별 추진일정

년도 연구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05년

․방사선 이용기술의 첨단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신소재/신제품 분석, 효능평가 연구)

지원을 위한 ESR, NMR, Brabender 등 기반

연구장비 구축

2006년

․방사선 기술 및 RT/BT/NT/ST 융합기술의

실용화/선진화를 위한 GC/MS, LC/MS,

FTIR, FACS 등 핵심연구장비 구축

2007년

․TEM/SEM, MaldiTop, ICPM spectrometer

등 핵심 연구장비 구축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Pilot scale

시험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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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및 체계

가. 추진전략

◦ 첨단 기초과학 분석기자재의 다양한 확보 및 운영을 통해 방사선 이용연구의 핵

심기기분석 지원업무와 산․학․연 및 지역 관련기관에 연구지원과 교육 제공

◦ RT/BT 융합기술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기반 기기를 확보, 운영하여 국가 방

사선 기술의생명과학적용연구의활성화

◦ 방사선이용 고분자재료 분석 평가기술의 확립 및 전문화를 통해 방사선 산업기

술력의 선진화를 이루어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술 개발

◦ 산․학․연 공동의 연구협력, 분석지원, 장비 성능관리 및 기술자문 등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생명과학분야에활용된 RT/BT 융합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공인검

정기관으로발전

◦ 방사선 이용 산업용 신소재 품질 표준화 데이터 베이스 구축

◦ 국제 무역 또는 국내 유통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 알 권

리 충족을 위하여 국가 공인 방사선 조사 인증기관으로 활동

◦ 종합적 품질보증 시스템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식품 및 공중보건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 국가 경쟁력의 밑거름이 될 창의적인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 및 지역 과학발전

에 기여하도록 신속·정확한 분석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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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체계

21세기 초일류 RT 중점 공동연구기관
(World-Class RT Concentrated Collaboratory)

세계수준의
연구지원능력

중점추진사업 자주적 연구수행
기반제공

세계수준의
분석기술

세계수준의
연구장비

RT 기술
중점 특성화

지방과학
균형발전

고객중심
User-oriented 

세계수준의
기술인력

학교, 연구소
기초연구지원

산업체
기술지원

국가 중점 과학 육성 국민 삶의 질 향상

21세기 초일류 RT 중점 공동연구기관
(World-Class RT Concentrated Collaboratory)

세계수준의
연구지원능력

중점추진사업 자주적 연구수행
기반제공

세계수준의
분석기술

세계수준의
연구장비

RT 기술
중점 특성화

지방과학
균형발전

고객중심
User-oriented 

세계수준의
기술인력

학교, 연구소
기초연구지원

산업체
기술지원

21세기 초일류 RT 중점 공동연구기관
(World-Class RT Concentrated Collaboratory)

세계수준의
연구지원능력

중점추진사업 자주적 연구수행
기반제공

세계수준의
분석기술

세계수준의
연구장비

RT 기술
중점 특성화

지방과학
균형발전

고객중심
User-oriented 

세계수준의
기술인력

학교, 연구소
기초연구지원

산업체
기술지원

국가 중점 과학 육성 국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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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자원 규모

가. 소요예산

(단위: 억원)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계
비고

(재원)

-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

기초기반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
12 30 28 70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RFT 중앙분석실

구축

12 30 21 61
원연사기반

확충사업

(기금)․Pilot scale의 방사선 제품 실용화

시험 시스템 구축
- - 7 7

나. 소요인력 및 수급방안

1) 총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

연구 목표 및 내용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석사

이하
박사

석사

이하
박사

석사

이하
박사

석사

이하
박사

․RT 및 RT 융합기술이용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

- 방사선 이용기술의 첨단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기기분석 및 신소재, 신제품 개발연구 지원

1 1 1 1

․RT 및 RT 융합기술이용 생명과학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 방사선 이용 생명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및

산․학 공동연구 수행

2 1 2 1 2 1

․RT 및 RT 융합기술이용 산업용 신소재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 산업용 고분자 등 신소재 개발 및 분석 연구 지원
2 1 2 1 2 1

․방사선 조사 제품의 품질보증/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 품질인증 국가지정 실험실(KOLAS) 및 Pilot scale 연구개발

시스템 운영으로 개발 신제품의 조기 산업화/실용화 증대

2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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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 현재 방사선연구원에는 RT/RFT 기초과학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연구 인력과 외부 연구인력을 포함하여 약 80여명이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

음. 향후 박사급 인력 2인 석사급 인력 1인 정도의 내부인력 충원을 통해 RFT

중앙분석지원실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전문가 초청활용 계획

◦ 전문가 초청활용 계획으로는 해당분야 관련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계적

인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상세히 파악하고 기술력 흡수 및 확보를 통하여 향후

RT/RFT 국가기술 고도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으로 활용함.



- 89 -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예상되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

◦ RT/RFT 중앙분석지원실 소요 기초과학지원 연구장비 목록

-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 기초과학 연구지원 장비

순번 연구장비명 용도

1
핵자기공명분광기 (500 MHz)

FT-NMR spectrometer
천연물 및 합성물의 구조분석

2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GC-MS) 물질의 정성 및 정량분석

3
고분해능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High resolution GC/Mass spectrometer
천연물, 합성물 및 고분자의 정성분석

4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물질의 정성 및 정량분석

5 분취액체크로마토그래피 (Preparative LC) 혼합물의 고순도 분리정제

6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LC/Mass) 고분자 및 이온성 시료의 정성분석

7 적외선분광광도계 (FT-IR spectrophotometer) 물질의 관능기 분석

8 편광계 (Polarimeter) 비대칭화합물의 광학회전도 분석

9 녹는점 측정기 (Melting point apparatus) 물질의 물성분석 (녹는점)

10 대용량 동결건조기 (Freeze-dryer) 추출물의 건조

11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ICPM spectrometer) 무기원소의 정성 및 정량분석

12 원자흡광광도계 (AA spectrometer) 무기이온의 정성 및 정량분석

13 Carbohydrate analysis system 탄수화물 구조분석

14 핵자기공명구조동정기 (NMR Struture Elucidator) 단일분자의 신속 구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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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 생명과학 연구지원 장비

순번 연구장비명 용도

1 2-D System 단백질 분석

2 Spectrophotometer 물질 정량분석

3 FACSCAlibur 형광이용 세포분석

4
Luminescence Detection

System-Software 포함
이미지 분석

5 Liquid Scientillation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 측정

6 CAPELLA 400 돌연변이 유발 원인 분석

7 MALDI-TOF 단백질 검정

8 Laser Capture Microdissection 세포분획

9 Micro array scanner DNA micro array 분석

10 DNA Automatic Sequencer DNA 염기서열 분석

11 Micro arrayer DNA Chip 제작

12 Amino acid sequencer 단백질 서열 분석

13 Lumino/Fluorometer 형광을 이용한 생물학적 분석

14 TEM 세포 구조 분석

15 T1000 Automated Purification System 플라스미드 시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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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 산업용 신소재 연구지원 장비

순번 연구장비명 용도

1 Brabender 산업용 신소재 개발 성형

2 TGA/DTA(열중량분석기)
산화안전성실험, 반응속도계산,

열안정성, 물질구성비

3 DSC(시차주사열량계)
유리전이온도, 녹는점, 끓는점, 비열,

경화도, 순도, 산화안전성, 열안전성

4 DMA(동력기계분석장치)
물질의 점탄성 및 유변학적 특성에

관한 정성/정량적 정보

5 XRD(x-ray 결정분석장비)
물질의 결정크기, 결정화정도,

라멜라 단위의 미세구조분석

6 GPC(겔투과크로마토그래프) 고분자물질의 분자량측정

7
Rheometer

RDA system(유변학물성분석기)

고분자물질의 유변학연구에 있어서

전단속도 또는 점성의 변화정도

분석

8 SEM(전자주사현미경) 물질의 몰포로지(형태) 분석

-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 제품의 품질보증 및 안전성 평가 연구지원 장비

순번 연구장비명 용도

1
Electron Spin Resonance (ESR)

Spectrometer
물리적 검지

2 Thermoluminescence (TL) 물리적 검지

3 BJL Ultra-Weak Chemiluminescence 라디칼 소거능 측정

4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물리적 검지

5 DNA Comet Assay 생물학적 검지

6 Electronic Nose 향기성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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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RFT 중앙분석지원실은 방사선연구원 본관 연구동 1층 A121 - A125로 배정

하여 연구특성에 맞게 기초과학지원 연구장비를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임.

◦ 방사선연구원 RFT 중앙분석지원실 배치도

◦ 연구실 장비배치도

- 방사선연구원 본관연구동 A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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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연구원 본관연구동 A122호

- 방사선연구원 본관연구동 A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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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연구원 본관연구동 A124호

- 방사선연구원 본관연구동 A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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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보방안

◦ RT/RFT 중앙분석지원 시스템의 1차적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 규모는 약 90억원

으로 이 중 70억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원자력 연구기반 확충사업)에서 충당하

고 20억원은 정부출연금(일반사업)에서 확보하여 구축할 계획임.

◦ 시설은 방사선연구원에 기 확보하여 기반구축에 큰 어려움이 없음.

3) 사업종료 후 활용 계획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학․연 과제에 대한 기기분석 지원 업무

◦ 첨단 고가장비의 이용, 결과 해석 등에 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RT 및 융합기술 이용 개발된 신소재의 구조분석, 데이터 뱅크 구축 및 보급

◦ 방사선기술응용생명과학분야연구 평가 국가공인검정기관 인증

- 국가적 대형방사선기술접목생명과학분야 공동 연구시설 지원 및공동연구

- 방사선기술응용첨단생명과학연구장비의 체계적 구축, 활용지원 및공동연구

- 연구장비정보및분석·실험정보등의데이타베이스화 및제공

- 국내·외의대학, 연구소및산업체 등과의 방사선기술접목 생명과학분야 연구 협력

- 세계적 수준의신기술창출을위한 과학적 기반 및근거 제시

- RT/RFT 관련 국내 유관기관에 최신기술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

◦ 고분자재료 생산기업 의뢰 검사

◦ 연구소, 대학 및 산업체 분석지원

◦ 방사선 조사 기능성재료의 신뢰성 평가

◦ 신규 방사선 조사이용 고분자재료 개발 및 표준화 연구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등 국가기관의 검역 및

유통식품 관련 의뢰 검사

◦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방사선 조사제품 및 일반 식품의 품질규격 인증과 정

부 시책건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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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대성과 및 성과활용계획

1. 정성적 성과

※ 연도별 연구목표대비 연구내용을 세분화하여 예상 연구결과물을 제시(배점 총점은 100)

연구 목표 및 내용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관련

여부
배점

관련

여부
배점

관련

여부
배점

관련

여부
배점

․RT 및 RT 융합기술이용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

- 방사선 이용기술의 첨단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기기분석 및 신소재, 신제품 개발연구 지원

O 100 O 0 X 0 O 33

․RT 및 RT 융합기술이용 생명과학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 방사선 이용 생명과학 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지원

및 산․학 공동연구 수행

X 0 O 55 O 25 O 27

․RT 및 RT 융합기술이용 산업용 신소재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 산업용 고분자 등 신소재 개발 및 분석 연구 지원

X 0 O 45 O 45 O 30

․방사선 조사 제품의 품질보증/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 품질인증 국가지정 실험실(KOLAS) 및 Pilot scale 연

구개발 시스템 운영으로 개발 신제품의 조기 산업화/

실용화 증대

X 0 X 0 O 30 O 10

총 계 X 100 X 100 X 100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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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성과

평가지표 분석지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단계
성과 배점 성과 배점 성과 배점 성과 배점

과학기술 연구 성과 국내․외 논문(건)
국내

SCI 1 10 2 10 2 10 10

비 SCI 3 10 5 10 5 10

국외
SCI 2 10 2 10 10
비 SCI

인력양성 성과

학위과정지원(명)

박사

석사

학사

연수지원(명)

박사 2 10 2 10 2 10 10

석사 3 10 3 10 3 10 10

학사

산업기술인력 교육(명)

국제협력 성과

인력교류(명)
외국 연구자 유치 1 10 5

해외 파견

기술무역(건)

판매

중개알선

기술정보제공

국제회의(학회, 웍샵 등) 신설/개최 (건) 1 10 5

기술협력 MOU 체결(건) 1 10 5

공동연구(건) 1 10 5

사업화 성과

국내․외 특허(건)

국내
출원 1 10 1 10 5

등록

국외
출원 1 10 2 10 5

등록

기술료징수액(백만원)
기 징수액

향후예정액

사업화(건)

연구책임자창업

기술이전창업

창업지원 1 10 1 10 1 10 5

사업체확장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건)

기술지도 1 10 5

기술이전 1 10 1 10 5

기술평가

고용창출(명)

연구책임자창업

기술이전창업

창업지원 1 10 5

사업체확장

총 계 × 100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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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활용 계획

◦ 방사선연구원의 설립과 더불어 방사선 이용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됨에

따라 산․학․연 연계 공동연구 및 지역특화사업의 공동유치로 고가정밀장비를

이용한 정확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임.

-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제품의 과학적 이론 및 학문적 타

당성 설정과 함께 국제학계의 검증에 필요함

- 이러한 과학적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한 원천기술과 이의 조기 산업화에 필요

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우선적으로 대학을 위주로 한 생명과학분야 연구자들이 방사선연구원의 기기를 활발

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한 인접 지역 기업들의 활용

이 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기대됨.

◦ 방사선연구원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2006년부터는 다양한 생명공학기초지

원 장비들을 한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실험결과에 대한 해석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

을 수 있다는장점으로인하여외부기관의 이용횟수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됨.

◦ 미래 국가 핵심산업이 될 방사선 이용 기술의 발전 전략과 연관시켜 고분자 분

석평가기술의 발전은 우수한 고기능성 재료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으로 그 수요

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임.

◦ 또한 생명공학, 나노기술, 우주항공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기

술로 개발된 제품의 재료 평가 및 분석 지원으로 산업적 적용능력이 우수한 제

품개발을 촉진할 수 있음.

◦ 조기 산업화 및 산․학․연 지원 시스템 가동을 통한 개발 산업용 신소재 기술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공인 검정기관으로 활용

◦ 종합적 방사선 조사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검지와 품질보증 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방사선연구원이 유일하므로 국제무역 및 국내 유통 제품의 확대에 따른 분

석의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안전성 평가 시스템은 제품의 산업화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연구소 및 타 산

업체의 연구개발 제품의 조기 산업화에 중요한 용도로 쓰일 것임.



- 99 -

4. 기대효과

◦ 국제적 기술선점이 용이한 방사선 및 융합기술 이용 신제품/공정 개발로 고부가

가치 신산업 창출

◦ 방사선 조사시설 및 연구지원시설의 통합 운영으로 국내 유일의 RT 산업 클러

스터 조성으로 IT 이후 산업 신동력 창출

◦ 산․학․연 협력으로 기초기반연구부터 조기 산업화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 국제적으로 차별화된 연구사업과 이를 뒷받침해 줄 RFT 중앙분석지원실 운영

과 Pilot Scale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여 핵심기술의 조기 산업화에 크게 기여

◦ 국가 과학 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과학 육성, 신산업 창출 및 관련 고

용 증대 등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의 획기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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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전문 인력양성 지원

시스템 구축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세계의 방사선 산업구조는 기존 첨단산업 (BT, NT, IT, ET)에 방사선 기술

(RT)이 첨가된 고부가가치의 융합형 산업으로 변화하여 이전보다 향상된 제품과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상호의존,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기존산업과 방사선 산업의 적절한 융합형 산업 모델의 도출 및 정

착은 미래 산업기술 경쟁력의 중요한 열쇠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21세기 신 성장산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방사

선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방사선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원활히 공급해 주는 것이 핵심과제라 할 수 있음.

- 현재 방사선 이용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규모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실정임. 대학 또한 방사선 이용 분야 중심의 학과․커리

큘럼이 신설되지 않아 앞으로 팽창할 민간부문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 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연구소 및 타교육기관의 기능도 매우 미약하다 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RT분야 인력의 경우, 양적․질적으로 부족함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매년 대학을 통해 기초과학분야의 인력은 초과공급이 예상되지만 방

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생산인력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크게 부족할 전망임.

-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간의 연계를 확보․강화하고 방사선 산업 발

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분야 고급 전문 인력의 단기간 양성과 방사선

융합 신기술을 창출하기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이 절실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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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황

가. RT 전문 인력 현황

◦ 방사선 이용 전문 인력을 정의하자면 "방사선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군(원자력발전 전문 인력, 안전관리자 및 의사 제외)"

- 안전관리자는 방사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목적을 달리하므로 따로 다루

는 것이 적절함. 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및 핵의학과 의사는 방사선을 의료목

적으로 이용하는 전문 인력임은 분명하나 인력양성의 채널이 본 연구에서 다

루는 범위 밖에 있으므로 예외로 함.

- 방사선사(영상촬영 기사)는 전국적으로 20,000명에 이르고 또 비파괴검사 현장

에서 촬영에 임하는 종사자도 2,500명에 이르지만 이러한 사용자를 방사선 이

용분야 전문 인력으로 포함하기는 어려움.

- 방사선사의 경우에는 방사선과 인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 직

종이어서 방사선 이용 전문 인력으로 구분해도 무방하지만 인력양성이 그 직

종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력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간주하는 것

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인력양성 대상에서는 제외함.

- 비파괴검사 종사자는 촬영기법과 방사선 안전에 대한 약간의 훈련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이므로 방사선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군으로 보

기 어려움. 따라서 촬영된 사진을 판독하는 방사선투과 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만을 전문 인력으로 보았음. 또 수백 명 규모에 이르는 X선 형광분석이나

X선 회절분석을 담당하는 인력의 경우 방사선을 업무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

고 있지만 자동화된 장비를 이용하므로 역시 방사선에 대한 전문 직군으로 간

주할 수는 없음. 한편으로 핵의학과에서 핵의약품을 다루는 인력과 치료방사선

과의 의학물리 요원은 이용인력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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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현재 방사선 이용분야 전문 인력 추산

직 종
사업소수

(2000년)

사업소 당

전문 인력
인력(명)

현장

RT(전문업체) 38 10 380

RT(기관) 250 1 250

추적자 1 2 2

선량계측(교정 및 공정 선량계측) 11 1 11

의학물리 47 1 47

핵의학 118 2 236

기기서비스 - - 20

분석서비스 - - 4

소계 465 - 950

연구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1 50 50

기기개발 10 3 30

교수요원 5 2 10

기타기관 연구개발(의사 제외) - - 80

소계 16 - 170

총계 481 1,120

◦ 방사선 이용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은 이용인력으로 간주되는데 한국원자력연

구소 소속그룹 인력은 현재 50명 수준이며 방사선기기 및 계측기기 개발사업 기

관 인력이 30명 수준임. 기타 기관 연구개발 인력은 현재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250명 중 한국원자력연구소 인력과 의사를 제외한 연구 인력은

80명 수준임.

- 방사선 안전 분야 전문 인력 현황을 대표하는 지표는 방사선 안전취급과 관련

한 면허/자격자의 수로 볼 수 있는데 중급 면허인 방사선취급자 일반면허의

경우 연간 수백 명이 배출되는 데 반해 실제로 그 면허를 사용하는 직무에 종

사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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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방사선 안전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즉, 면

허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이므로 이는 결국 방

사선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수(그 중에서도 면허소지자가 아니라 소정의 교육

을 이수한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경미한 사용장소는 제외됨)에 해당하게 됨.

따라서 방사선취급자 일반면허를 소지하고 방사선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은 510명의 2배 이상일 것으로 평가됨. 이렇게 보면 대체로 면허/자격 소지자

의 약 1/3 정도가 실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후일 필

요할지 모르는 자격이나 면허를 획득해 둔다는 생각에 의한 가수요도 작용하

지만 누적 인원에는 이미 현직을 떠난 사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방사선 안전취급 관련 면허/자격자 현황(2000년 기준) (단위:명)

면허/자격 종류 일반면허 감독면허 특수면허 방사선관리기술사

연간 배출인원 240 26 13 4

누적 인원 3300 630 780 60

사용실적 510 210 140 20

◦ 안전 전문 인력(진단X-선 제외)

기관
방사선 안전

전문 인력
기관

방사선 안전

전문 인력

MOST/KINS 50 병원 200

한수원/KEPOS 250 비파괴전문사 200

KAERI/KCCH 40 기타 사용기관 700

원전 서비스업체 80

총 계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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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전망

◦ 정부의 방사선 이용 장려 정책을 감안하여 2006년의 인력수요 현황을 추산한 결

과는 아래 표에 보인 것과 같이 총 인력이 1,616명임.

- 한국원자력연구소 인력수요를 100인으로 현재의 2배로 설정한 것은 진행 중인

방사선연구원이 최소 이 규모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2000년 인력과 2006년의 예상인력을 비교하고 계속되는 정부의 방사선 이용 장

려 정책을 감안하면 향후 5년 동안은 연평균 100명 규모의 인력양성이 필요함.

이러한 과도기적 인력수요는 장기적 정규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공급하기 어려

우므로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특별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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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의 방사선 이용 관련 전문 인력 추정치

직 종 사업소수
사업소 당

전문 인력
인력

현장 RT(전문업체) 35 10 350

RT(기관) 250 2 500

추적자 5 2 10

선량계측 15 1 15

의학물리 50 2 100

핵의학 118 2 236

기기서비스 10 3 30

분석서비스 5 2 10

소 계 488 1,251

R&D 한국원자력연구소 1 100 100

기기개발 10 5 50

교수요원 5 3 15

기타기관 연구개발(의사 제외) 20 10 200

소 계 36 365

총계 524 1,616

다. 인력양성 현황

1) 인력양성 프로그램

◦ 현재 방사선 이용분야 인력은

- 4년제 대학의 원자력공학과(또는 유사학과) 및 대학원 졸업자

- 전문대학 방사선과 졸업자

- 물리, 화학 등 여타 학과에서 방사선과학을 전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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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교육 및 기타 특별과정을 이수한 자 등임.

◦ 원자력공학과 교육과정

- 경희대학교, 서울대학교,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의 6개 교육기관에 원자력공학과 또는 유사명칭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교

육과정은 원자력 일반을 망라함.

- 따라서 방사선 이용과 관련한 교과목은 한정됨. 즉, 대학교육에서 방사선 이용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보기에는 교과과정이 매우 부족하여 배출된 인력이

방사선 이용분야에 종사하기 힘든 실정임.

◦ 전문대학 교과과정

- 다수의 보건전문대학 방사선과가 있으며 전형적인 교과를 운영한다. 교과의

구성이 방사선의 의료이용 분야의 기초 기술인력으로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인력 배출도 충분하여 본 계획의 인력양성계

획에 반영하지 않음

◦ 대학 원자력 전공학과의 방사선 이용 전문 및 관련 과목

방사선 이용 전문과목 방사선 기초과목 기초 과학 과목

- 방사선계측 및 실험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 방사화학*

- 현대물리

- 원자물리

- 핵물리

- 일반물리 및 실험

- 일반화학 및 실험

- 수학

- 전산학

- 기초전자공학*

- 재료과학*

- 열역학

* 대학에 따라 개설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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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전문대학 방사선과 교과

방사선 전문과목 기초의학 과목 기초 과학 과목

방사선물리, 방사선생물, 핵의학기

술 및 실습, 방사선기기학 및 실습,

방사선감광학 및 실습, 방사선촬영

학 및 실습, 전산화 단층촬영, 방사

선치료학, 영상판독, 방사선진료환자

간호, 방사선계측학 및 실습, 방사선

관리학, 유방영상학, 치과방사선영상

학, 진료영상학

해부학, 생리학, 생

화학, 임상약리개론,

종양학, 공중보건학,

보건법규, 의용공학,

병리학, 의학개론

생명과학, 일반

물리학, 일반화

학, 전산학

◦ 기타 학과에서 방사선과학의 전공

- 비교적 소수이지만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등 기타 학과의 대학원 과정에

서 방사선과학을 전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과정은 비정규적이어서 교과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움.

◦ 직장교육 등 특별과정

- 일반 이공계 전공자를 채용하여 직무의 필요에서 방사선 관련 업무를 직장교

육(OJT) 또는 외부기관 전문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하도록 하는 경우임.

- 그러나 현행 전문교육 과정은 대체로 방사선 안전관련 과정들이며 이용을 위

한 과정은 방사선을 인체에 사용하기 위한 방사선 취급자 특수면허과정과 비

파괴검사과정 외에 거의 없음.

-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특수면허과정은 의사에 한

하여 실시되는 과정으로서 현재로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훈련을 겸하는 성격임.

- 비파괴검사과정은 기술학원과 비파괴검사학회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며 연간

교육 이수자 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100명 이내로 평가됨. 기술학원 교육과정은

초급 기술자 양성과정에 해당하므로 방사선사 양성과정과 마찬가지로 이 과제

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함. 비파괴검사학회 주관의 Level III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은 매년 20-30명 정도 이수하며 2000년까지 638명의 자격 취득자가 있으

며 특기할 사항은 비파괴검사의 경우 방사선 투과검사는 다양한 검사기술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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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면허시험을 대비한다는 교육과정의 명칭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프

로그램으로서 적절하지 않으며 단순히 방사선안전취급 초급과정/고급과정/의

학과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안전관련 교육 프로그램

과정 구분 특 성

대학 교육

학부: 원자핵물리, 방사선계측, 보건물리

대학원: 선량계측, 방사선안전평가,

고급보건물리

면허시험

대비과정

감독자면허 과정
원자력연수원(6주간 집중교육),

연간 약 80명 이수

일반면허 과정
원자력연수원(4주 교육), 동위원소협회 통신

교육(9월), 연간 약 200명 이수

특수면허 과정
원자력연수원+원자력병원(4주 교육), 연간

약 30명 이수

면허자 보수교육과정 1일 재교육

원전 직무교육 신입직군 교육, 보건물리 전문교육

3. 연구사업 추진 기본방향

가. RFT (Radiation-based Fusion Technology, 방사선 융합기술)

기반구축 교육사업

◦ 대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기술을 개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RT

분야의 인력 양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학부제가 시행되고 있

는 현재의 대학 여건은 RT와 같이 방사선과 의료, 생명공학, 공업, 환경 등이 복

합된 전문 기술의 인력 양성에 적합하다고 판단 됨.

◦ 이와 같이 양호한 대학의 RT 인력 양성 여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

야의 인력이 방사선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의 개발과 이들 분야의 전

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RFT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재정 지원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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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방대학 혁신사업(NURI) 등 지역혁신 및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등 방사선연구원과 연계된 지역의 대학에서 이러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인

력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RT 분야의 기술 개발은 기술 개발 자체에도 산업적, 기술적 의의가 있지만 RT

분야의 고급 기술 인력 양성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RT 분야 인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 그 중 일부는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이들 인력을 십분 활용하고, 양성된 RT 분야 인력의 취업을

위해서도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

- RT 이용 분야 인력이 방사선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의 개발 지원

- RT 이용 분야와 방사선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 지원

- RT 분야의 산․학․연 협력 사업 지원

나. 고급인력양성 사업

◦ 국내의 경우 원자력분야 전반적인 인력양성은 원자력공학과 대학 및 대학원에서

담당해 왔으며 대부분은 원자력 전력생산 분야여서 RT/RFT 이용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은 공식적으로는 전무

◦ RT/RFT 고급인력 양성기관을 대학 중심으로 할 경우, 소수의 교수인력으로 인

하여 교육 연합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

◦ 그러나, 방사선연구원의 경우 RFT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 있고 국제교육훈련센

터(International Radiation Technology Center, IRTC)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RT/RFT 관련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적이라 판단 됨

- 특수대학원 또는 연수원의 형태로 고급인력양성의 체계를 갖추고 최신의 방사

선이용분야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개발운영 하면 방사선 이용분야의 수요 전

체에 적절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수대학원으로서의 역할로서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고급기술을 연구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함.

- RT/RI 이용진흥을 위한 전문적인 고급인력 외에도 방사선이용과 관련된 많은

교육과정을 현장실습과 함께 직접 관련전문가를 통하여 보다 우수하고 질 좋

은 일반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 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 장비, 운영비등)과, 학생들의 입학 및 장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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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적절한 유인 정책(학비 및 생활비 보조, 취업보장 등) 들이 필요

◦ 대학 및 대학원의 전문과정외에도 필요시 전문가의 재교육은 물론 현장에서 직

접 필요한 단기성 교육과정이나 일반인에게도 견학 등을 통하여 시설을 직접 이

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다. 산업체 지원 특별 교육과정 운영

◦ 방사선이용 진흥을 위해서는 일차적인 고급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

접 이용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인력양성도 매우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직접

요구되는 여러 분야의 특별교육과정(방사선안전교육, 비상진료교육, 방사선작업

종사자교육, 방사능방재교육, 현장전문교육 등)을 개발 운영하고, 교육의 방법도

현장교육 외에 온라인교육 및 국제 인터넷 망을 통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 현장의 여러 여건상 직접 참여가 불가능하다면 인터넷상으로도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사선 분야 종사자

들의 참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면허소지자 및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수당지

급 등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처우 개선책도 부가되어야 함

◦ 국제 인터넷망(RCA 홈페이지, ANENT, ANSN 등)은 국내의 여건을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협력하는 기능을 갖게 되므로 이러한 분야의 개발 및 참여는 우리의

RT사업을 국제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여

라. IAEA 지정 국제교육훈련센터(IRTC) 설립 및 운영

◦ 국내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의 수준은 국제적으로 이미 높이 평가받고 있으

며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IAEA 지정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국제교육훈

련센터를 방사선연구원 내에 설립하고 동북아 기술허브를 넘어 세계적인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의 메카로 발돋움하도록 사업을 추진

◦ 국제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은 국가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각국의 산업에 큰 파급효과

를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국력신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RT/RFT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며

원자력 및 방사선 산업 분야 국제 수준의 인력교류 협력센터로 육성



- 111 -

4.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가. RFT기반구축 교육사업

1) RT/RFT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 RT/RFT 인력 양성의 특징

- 국내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이용기관수는 산업체 913개, 의료기관 125

개, 교육 및 연구기관 410개, 기타 공익단체 등 244개로서 1960년대 이래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도 말 1,570개 기관에서 2000년도 말 1,692개 기관으로

약 8%가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방사선연구원의 설립과 함께 첨

단 산업화 단지가 건설되면 지속될 것이며 이 분야의 기술 필요 인력도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RT는 크게 연대측정, 추적기능, Irradiation, 계측제어, 물질분석 기술 등으로

구분되며, 그 이용 분야가 의료뿐만 아니라 농업, 공업, 환경 등 매우 다양하지

만 이들 분야의 업무는 RT 자체만으로 수행할 수 없고 이용하고자 하는 분야

의 전문지식과 결합하여야 수행이 가능함.

- 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먼저 RT를 이해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

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RT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지만, RT는 우리가 일

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원자나 핵의 세계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인원에게 RT 교육을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됨.

- 방사선 이용기관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RT 인력의 수요 급증은 불가피하게 현

재 RT인력 양성 체계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RT 인력의 양성은 RI 면

허와 관련된 교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필요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RT교육을 위한 인력, 시설, 예산,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해 그리고 RT 교육을 받은 인원들의 관리를 위해 RT 인력 양성 인프라의 구

축이 시급한 상태임

◦ 인력 양성 정책 수립

- 국내 동위원소 이용기관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급증하는 RT 이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RT 인력의 양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책들이 검토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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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RFT 교육 전담 기관 설립

․현재 RT 관련교육은 방사성동위원소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

력연수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훈련센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교육

원,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에서 실시하고 있음.

․방사성동위원소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에서는 자체 기관에서 필요한 제

한된 분야의 RT 인력만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RT 인력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의료, 생명공학, 식품, 농수산, 공업, 환경 분야

에서의 RT 인력 양성 교육은 전무한 상태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RT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사선연구원을 설립하므

로 이 기관이 RT 인력 양성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 RT/RFT 교육의 종합적 관리

․방사성 동위원소 협회에서 실시하는 RI 면허와 관련된 교육을 제외하고는 나

머지 기관에서 실시하는 RT 교육이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의 상관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RT 인력의 효율적 양성 및 지원을 위해 각 교

육 주체들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력 관리 방안

․RT 인력 양성 교육을 위해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며, RT 인력은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하여할 중요한 자원임.

- 현재 RT 인력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

는 방사성동위원소 면허 취득자뿐이므로 RT 교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

가 되면 RT 인력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대두될 것임.

- 인력양성 자금지원 방안

․시설 및 장비는 앞으로 설립될 RT 교육 전담 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정

부 지원이 필요

․RT 교육 교재 및 보조 재료의 개발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

구원들이 RT 교육 교재나 보조 자료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에 알맞은 과제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과학기술부의 자금 지원 방안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RT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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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세부 추진 계획
소요예산

(억원/년)
비고

2007년

․RT/RFT 교육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

․인력관리/양성자금 지원방안 마련

․전담 교육/인력관리 기관 지정

5
방사선연구원

중 심

2008년 - ․RT/RFT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3

2) 중등교육 강화

◦ 필요성

- RT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 중등교육의 강화 도모

․RT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RT의 필요성, 생산성 등에 대한 국

민들의 이해와 RT 분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되어야 함

․원자핵의 변환과 방사선에 대한 사항은 고등학교 물리 II 과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물리 담당 교사 자체가 RT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

므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고등학교 물리 담당 교사는 대학의 물리학 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되는데, 우리나라 물리학 전공 학과에서 원자핵의 붕괴와 방사선을 다루

는 원자핵물리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전혀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

은 교사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수도 있음

․물리 II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라도 방사선 및 방사선 이용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주기 위해 먼저 물리 II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

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현 황

- 현재 중등 교육과정에서 방사선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고등학교 물리 II

과목임. 이 과목의 “원자와 원자핵” 단원에서는 RT의 기초가 되는 다음과 같

은 사항이 포함됨 (교육부 고시 제 1997 - 15호, 과학과 교육 과정).

․음극선의 성질을 통하여 음극선의 정체가 전자임을 안다.

․전자의 비전하를 이해하고, 전자의 전하량이 기본 전하임을 안다.

․러더포드의 실험으로 원자핵이 발견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한다.

․톰슨의 원자 모형,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 보어의 원자 모형 등을 통하여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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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수정되고 발전되어 온 과정을 이해한다.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그 계열을 보어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한다.

․프랑크-헤르츠 실험 결과를 통하여 원자 내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가 존재함을

안다.

․질량 분석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동위 원소를 안다.

․원자핵의 전하와 크기, 원자핵의 구성 입자 및 기본 입자 등을 이해한다.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과정을 알고, 반감기를 식과 그래프로 나타낸다.

․자연 방사능과 원자핵의 인공 변환의 예를 알고, 실생활에서 이용되는 방사선에

대하여 조사한다.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로 핵변환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한다.

․원자핵 분열 과정을 이해하고, 원자력의 발전 과정에 이를 적용한다.

․태양이나 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핵융합 과정으로 이해한다.

- 고등학교 물리 담당 교사는 사범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일반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로 발령

되므로 물리 담당 교사가 이해하고 있는 방사선에 대한 지식은 교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물리학 전공에서 배운 지식이 전부임.

․물리학 전공에서 핵붕괴와 방사선 등은 4학년 전공선택 과목인 원자핵물리학

에서 배우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은 실험 실습 없이 이론 강의 2

~ 3 주 이내임

◦ 추진방안

- 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는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에서 현장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능력 제고, 교원의 자발적인 연수․연구 활동 지원 강화, 수요자 중

심 연수 운영 및 연수 기회 확대,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질의 제고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교사의 수요 조사를 통한 실험 중심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선

․현행 5년 주기 재 연수를 교육청 여건에 따라 3년 주기로 단계적 단축

․실험․실습 등 활동적 수업에 적극적인 교원에게 연수 기회 최대한 제공

․대학․연구소 위탁 연수 등으로 시설 및 강사 부족 해결

․과학 교과 연구회에 대한 연수 기관 지정 방안 검토

- 중등 과학 담당 교사들에 대한 RT 교육을 위해 이와 같은 교원연수 제도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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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RT 연수기관으로서는 방사선연구원이 기관 업무특성상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교원연수와 관련한 예산은 과학기술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에서 공동의

필요성에 의해 시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양 기관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

이 검토될 수 있음

연 도 세부 추진 계획
소요예산

(억원/년)
비 고

2009년

◦광역 지자체 교육청과 교원연수 협의

-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 세부일정

◦교원연수 교과 과정 준비

1
방사선연구원

중심

2010년 - ◦하계 및 동계 방학 교원 연수(각 50명/회)
1(‘10)

2(‘11-)

3) 대학생 실험실습 프로그램

◦ 대학생 원자력분야 실험실습 프로그램은 방사선분야 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실험

실습 교육과정으로서,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의 원자력 전력생산 외에도 방사선분

야(방사선이용 및 안전분야 등)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이공계 대학 중 관

련분야 대학에서 방사선 이용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방법으로 실습기간은 학교마다 선택하도록 하며 약

5일간(약 40시간) 이론 및 실험실습을 실시하도록 하며, 대학에 따라 2-3일간 선

택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정의 과목으로는 동위원소생산 및 이용분야, 재료조사 및 시험분야, 방

사선 안전, 방사능/방사선측정, 환경방사선분야 등 방사선이용 및 방사선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방사선연구원 활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농학, 식품공학,

재료공학, 고분자, 우주항공, 생명공학, 약학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교육과정의 담당강사로는 방사선연구원 중에서 실무 담당자를 위주로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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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 현장의 직접실무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 과정의 운영절차는 과정담당

자가 관련대학과 과정운영을 협의하여 교육과정 개발(교재개발 및 과정개발)을

한 다음, 선정된 학생들을 공문으로 접수받은 후에 대학별 교육과정을 운영

- 교육과정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원자력기반확충 사업으로 일부 개발 운영

하였으나 중단하였으므로 RT 이용진흥과 관련하여 인력양성사업의 한 분야로

서 연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

4) 대학생 학점인정 제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의 전공자들이 `96-2000년까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

력수급이 원활치 못하였으며 현재 고급인력이 동 분야에 대한 전공 선택을 꺼

리고 있으므로 RT 분야 이용진흥계획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대학교육은 대학 자율의 문제이므로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의 관심유도와 동

분야 활성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 정책 시행 필요

․우수한 인재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외부 현장 실무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장 인턴쉽도 학점에 포함시키는 방안

과 향후 취업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 필요

◇ 현 제도상 학점인정의 의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기타교육을 이수한 경

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임

▸현재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자체 대학교육 외에 외부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을 통해서는 졸업학점에 포함시킬수 있는 학점인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

◇ 학점인정대상

▸현재는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

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등에 해당하

는 학습자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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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제도 취지

- 연수과정 이수 희망학생에게 외부기관을 통해 RT 전문과정을 이수케 하고, 그

에 따른 교과 이수내용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졸업학점에 포함함.

-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육을 제공하고 향후 RT분야로 고급인력으로 양성

◦ 추진계획

- 관련학과 대학과 협의하여 자체 교과교육 외에 외부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당국의 협조 및 제도개선 등 지원 요청

- 방사선연구원 내에 대학교과 과정 수준의 강의프로그램 구성 운영

◦ 추진방안

- 현행법으로는 자체 대학교내에서 받는 교육 외에 외부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교육은 졸업학점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아래와 같은 협조조치가 필요

․지역대학 혁신(NURI)사업 등 지역 대학과의 연계사업의 수행

․과학기술부는 관련 전공이수 학생들에 대한 실무 및 심화교육과정을 학점으

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협조 요청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

률 제정)

․학점인정 교육과정은 대학교 1학기과정 또는 1년과정을 외부교육기관에서 수

일 강의프로그램으로 집중화하여 운영

․필요한 교육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로 지원(연수 교

육기관에 지급)

예) 1학기(3월~6월:4개월) : 3시간/1주일(3학점) = 최대 48시간

6시간/1일 교육을 8일 운영으로 대체

․현장에서 인턴으로 일하거나 교육 수강의 경우에도 교생실습프로그램, 상업

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인정등과 같이 적용할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필요

․현장 방사선안전관리자나 종사자에게는 보수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면

교육비 지원은 필요 없음

연 도 세부 추진 계획
소요예산

(억원/년)
비 고

2008년
․초급전문가(대학생) 양성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1

방사선연구원

중심
2009년 -

․초급전문가(대학생) 양성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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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급인력 양성 사업

1) RFT 특수대학원 설치

◦ RFT 특수대학원은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졸업 후 관련기관에 취업하여 본 기술을 확대 보급하게 하

는 방사선 기술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매년 30명 정도의 인력 수요가 예상됨.

- 입학자격은 이공계 대학 출신으로 RT/RFT 분야의 R&D 종사 희망자 우선 대

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방사선기술 이용 및 연구 확보된 기술 중 어느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산업

체의 한 기관에 소속된 것은 매우 부분적이므로 본 대학원의 설립방법은 한 기

관에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산․학․연 협동으로 운영되어야 함

- 교육기간은 2년간으로 하여 이론, 실습, 연구과제 수행 등으로 다양하게 교육

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분야도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생명공학,

의학, 공업, 환경 분야 등을 설치하여 다양하게 운영하여야 함

- 대학원 교수 및 강사는 대학교, 연구소, 산업체의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를 겸

임교수로 활용하여 강의, 실습(관련시설 파견실습 운영) 및 논문지도 지원 등

으로 운영하여 첨단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분야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생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방법은 대학원 자체운영비 외에 학생들에게는 학비보

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게 하여 연구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구비를 지원하여야 함

◦ 대학원의 설립주체는 RT/RFT 주관연구기관인 방사선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산․학․연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

- 기본적 이론 강의는 주로 대학에서, 실습 및 관련기술은 가능하다면 방사선연

구원 및 각 산업체에서 실습하도록 함

- 추후 장기간의 실습 및 연구 참여 등 관련 기술의 복합적 접목을 꾀해야하므

로 다양한 기술을 확보 관리하는 주체의 본부는 방사선연구원에 두는 것이 타

당하다고 사료됨

◦ 대학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현장에서 실습교육과 연구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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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자금지원과 연구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졸업 후

직접 그 기관에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대학원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고 이 일정은 설립기

준의 설정 진행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연 도 세 부 추 진 계 획
소요예산

(억원/년)
비 고

2014년
- 설립기준 기획준비

․정책기준 설정, 설립검토 연구
2

1차 실무기획요원

(정책기획요원, 과제)

2015년
- 설립 실무진행

․설립기준, 재정준비, 인력선정
2

2차 실무진행요원

(산,학,연 실무진행자

선정 등)

2016 - - 설립 및 정기운영
설립조건 미정으로

소요예산 추정불가

다. IAEA 지정 국제교육훈련센터 (IRTC) 설립 및 운영

1) 개 요

◦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과 관련한 전문 국제교육훈련기관을 방사선연구

원에 설립, 운영함

◦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협력연구센터를 구성, IAEA 지정 국제훈련기

관으로 운영

◦ 아태지역 및 세계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기술허브로서 역할을 수행

2) 추진 기본방향

◦ IAEA 및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아태지역 IAEA 지정 국제교

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도록함.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은 원자력

전반, 방사선연구원은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으로 특화하여 아태지역

중심 교육훈련기관 및 국가로 발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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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양성 방안

◦ 국내 전문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연구/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IAEA 지정 국제 전문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연구/산업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내 및 국외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전문 강사진 풀을 이용, 연구개발 결

과의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

◦ 특히 개발도상국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의 발판을 마련함

4)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연도 세부추진계획
소요예산

(억원/년)
비고

2005년

-

2006년

- 정부 및 IAEA와의 협력연구센터 설립에

따른 기반확보

- IAEA 사무국장(Mr. Burchat) 초청 및

실사를 통한 협력방안 문서화

-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2007년

 아태지역 국제 RT 훈련센터 운영계획 수립

․관련 기구 편성 및 지원체계 구축

․전문 교수진 구성

- 아태지역 국제 RT 훈련센터 설립

103
방사선연구원에

설립

2008년

-
- 아태지역 국제 RT 훈련센터 운영 4

정부지원 하에,

IAEA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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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 산업체 활용

지원시스템 구축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난 2000년 방사선이용기술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시작된 방사선연구원 설립은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03년에 기공식과 더불어 2005년 4

월에 입주함으로써 2010년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진입을 위한 경제성장의 초석

으로서 발돋움하고 있음.

◦ 방사선연구원은 방사선이용 관련 산․학․연․관이 동일 단지에 모여 상호 기술

지원 및 업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유치계획인 우리나라 최초의 「RT 융합 기술

산업 특화단지」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 단지조성을 통해 연구개

발 및 산업화 활동을 집적시키고 이를 연계할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RT융합 기술산업 육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이 단지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

고, 더 나아가 RT 산업분야가 동북아 허브 및 국가 신산업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단지 내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첨단기기 교육 연수프로그

램」, 「첨단기술분야 단기 재교육프로그램」, 「방사선과학기술원」, 지방과학

기술 혁신과 지역대학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위탁교육 프로그

램」, 업체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방사선

산업정보센터」 등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2.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 개요

가.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의 중요성과 특징

1)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의 중요성

◦ 국내에서「POST-반도체」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사선 융합 초일류 기술을 기

반으로 한 산업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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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방사선 기술(RT)과 BT, NT, ET, IT의 융합을 통한 의료, 공업, 환경, 생명

공학, 농수산, 우주항공 등 각종 분야의 산업 육성

※ 세계 시장규모 : ‘00년 3,200억불 ⇒ ’10년 1조 1,100억불

◦ 미국, 일본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 발전에 비해 RT 관련 산업분야 규모가

큼. 우리나라도 RT 분야에서의 기술 선점 및 우위확보를 위해 집중적인 산업화

투자 필요

◦ GDP 대비 RT 산업규모 비교

구분 미국 일본 한국

시장규모 1,370억불(‘00) 590억불(‘00) 1.5억불(‘00)

GDP대비 1.5% 1% 0.03%

전력생산/RT 관련산업 2:8 5:5 9:1

2)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의 특징

◦ RT 융합기술에 의한 신기술집약 산업 육성

- 선진 각국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BT, NT, ET 분야에서 국제 기술 경쟁력 확

보 불가능 ⇒ RT와 BT, NT, ET 융합기술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독창적 신기

술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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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RT 관련 세계시장,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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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RT산업 집적단지 현황

국 가 기술/산업 분야 내 용
관련 세계적 기업

또는 연구소

미 국

․감마선, 전자선,
X선, 이온빔 등
RT 소재의 상용화
연구에 주력

․식품 및 의료부문
방사선 응용에
중점 및 세계시장
주도

․대학, 전문학술단체 및
산업체 주도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 살․
멸균과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부문 특화로 국민보건
향상에 중점

․FDA, USDA 등 정부기관
적극지지 및 법적 근거 마련

․R&D, 정보공유, 산․학․연 협
동,
마케팅지원, 소비자 교육지원 등

․IBA, Oakbrook, Illinois
․Surebeam Co.

Sandiego, California
․Steris Isomedix,

Mentor, Ohio
․Food Technology

Service,Mulberry,
Florida

․약 20여 산업체 약 50
여기 상업적 방사선
조사시설 가동 중

일 본

․RT 전분야 중점
연구개발

․특히 환경, 공업등
의 이온빔, 전자선
조사 소재 중점

․정부 주도로 산업체, 대학이
참여

․공업, 의료, 농생명공학,
환경 전분야 연구개발

․R&D, 창업지원,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

․Takasaki Radiation
Chemistry Research
Establishment,

․Nissin Electronics,
Tokyo

․Jisco Co. Ltd.
․Ragiae Co. Ltd.
․Koga Isotopes

카나다

․감마선 조사시설
및 동위원소 생산
관련 연구개발
중점

․민간업체 주도, 정부, 대학 및
연구기관 참여

․감마선 조사시설 및 동위원소
생산 특화

․R&D, 기술이전, 인력양성 등

․MDS Nordion,
Ontario(RI 생산 및 RT
시설분야 전 세계 약
90% 이상 시장 점유)

중 국
․식품, 의료용품 등
감마선 산업응용
분야에 중점

․정부주도, 민간기업 참여
․30만큐리 이상급 조사시설은
중앙정부 관리, 30만 큐리
미만급은 각 성에서 직접
관리(비공식 약 500여기
가동 중)

․수출용 농수축산물,
의료기기 등 상용

․靑島, 深圳, 大連, 北京,
廣州 방사선조사센터
(이상 100만 큐리급
이상의 조사시설)

․30만큐리급 이상 시설
약 100기 가동 중

말레이
지아

․RT 전 분야 특화
및 집중 연구개발

․정부의 절대적 주도로,
산업체, 대학이 참여

․공업, 의료, 생명공학, 환경
등 RT관련 전분야 연구개발

․기술이전, 창업지원, 해외기업
유치, 정보제공 등

․Malaysian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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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 관련 산업은 산업적 응용범위가 매우 넓은 융합기술 산업으로 고부가가치의

고도 기술산업임

◦ 연구개발 및 산업화의 지역 집적 단지화를 필요로 하는 산업

- 미국, 카나다, 일본 등 RT 선진국은 초기 집적지 개념 (clustering)을 바탕으로

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지역 확산에 의한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을 육성 중

- 국내의 경우 RT기술의 연구기반, 시설, 인력 등이 매우 취약하므로 R&D 및

산업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초/기반연구시설(방사선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집적화 전략 수립이 필요

나.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1)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 RT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00년 기준 3,200억불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음.

◦ RT 관련 산업 경제규모 비교

미 국 일 본

◦ 182조원 (GDP의 1.5%)

- 공업분야 : 87.1조원 (47%)

- 의학분야 : 76.7조원 (41%)

- 생명공학분야 : 22.1조원 (12%)

◦ 78조원 (GDP의 1.0%)

- 공업분야 : 61.1조원 (76%)

- 의학분야 : 18.2조원 (22%)

- 생명공학분야 : 1.3조원 ( 2%)

◦ 세계 RT 관련시장은 ‘00년 약 3,200억불에서 ’10년 약 1조1,100억불로 3.5배 급증

할 것으로 전망

2)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세계 수준과는 격차 존재

- 원자력 전력생산 분야 세계 6위권 수준, RT 관련 분야 세계 30위권으로 낙후 →

2010년 RT 분야 세계 10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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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RT 관련 이용 산업 및 기관수 증대 (1995년 1,064개 기관 → 2000년 1,692개

기관 → 2010년 약 3,000개 기관 확대전망)

◦ 국내 RT 관련시장은 ‘00년 약 1.5억불에서 ’10년 약 24억불로 16배로 급증 할

것으로 전망

3.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육성 기본계획

가. 비전과 목표

◦ 전북지역을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의 동북아 기술허브로 육성

◦「POST-반도체」및「POST-GENOME」기술로서 RT 관련 산업의 국가 수출산업 단

지화

나. 기본 방향

◦ RT 관련 연구․산업 집적화를 통한 단계적 발전

- 정읍의 방사선연구원 설립과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칭) 유치계획을 계기로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한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

◦ 단계별 연구 및 산업화 기본 방향

1단계(‘05～’10) 2단계(‘11～’20)

연구

․방사선연구원 완공

․RT와 BT, NT, ET, IT 첨단

융합기술 개발/연구사업 인프라

구축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칭) 등

방사선 이용 고도시설 설립

산업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화 단지

조성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 고도화

추진

◦ 전북 지역의 RT 산업 집적화 조건 확보

- 국내 유일의 RT 연구기관인 방사선연구원 설립(2005년 4월 개원)과 양성자가속

기연구센터 유치계획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기초 연구기반 확보

◦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의 집적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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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이미 산업기반이 조성된 타 분

야/지역에 비하여 집적화가 용이

- 지방 자치단체의 편의 제공, 산업단지 분양가격 등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유인

요소 제공

◦ 국가 정책에 부합

- 현 참여정부의 국정정책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에 부합

다. 추진전략

1)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완료

◦ 국내 유일의 RT 관련 연구기관인 방사선연구원 설립 및 연구기반/시설 구축

◦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미생물 연구팀),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센터, 한국식품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의 분원 유치

◦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정보망 구축

◦ RT 관련 산업 발전 및 연구 확대를 위한 제반 관계 법규 개선

2) 산업화를 목표로 한 R&D 추진

◦ 산․학․연 연계 산업화 가능성 우선 연구개발 추진

◦ 벤쳐 및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육성

◦ 지역 거점대학별 RT 관련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 추진

3)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 집적화를 위한 지방 자치단체 마케팅 역량강화

◦ 산업체 입주를 위한 제반 지원체계 확립 및 홍보

◦ 국내․외 방사선 융합기술 학술 심포지엄 및 산업 박람회 개최

라.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 육성 분야

1) 감마선․전자선․X-선 이용 산업 분야

◦ BT 분야 생체 이미징, 유전체/효소 등 의학/생화학/분자생물학 산업

◦ NT 분야 고순도 초미립자/소재 개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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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 분야 식품 및 공중보건산물의 위생화/공정개선 산업

◦ ET 분야 폐수 및 배기가스 처리 산업

◦ IT 분야 대용량 전력 반도체 개발 산업

◦ 신소재 생산분야 고기능성 신소재 개발 산업

◦ 국방/국민보건 분야 탄저균 등 생물테러 방어시스템 개발 산업

2) 이온빔 이용 산업 분야

◦ IT 분야 정전기 방지 IC Tray 개발 분야

◦ IT/NT 분야 초박형 LCD/TFT 용 reflector 생산 산업

◦ 신소재 생산분야 고기능성 재료 coating/박막제조 산업

◦ NT 분야 반도체 나노결정/합성 및 Si 초미립자 발광소자 개발 산업

◦ BT 분야 생체 적합성 소재 개발 산업

3) 양성자․중성자 빔 이용 산업 분야

◦ IT 분야 전력반도체 개량 산업

◦ NT 분야 나노/피코 크기 초미립자 생산 산업

◦ BT 분야 양성자 암 진단 및 치료 의료 산업

◦ BT/NT 신물질의 분자/원자 크기에서 생성 규명 및 첨단 활용 산업

4)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빔 이용 산업 분야

◦ 단반감기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산업

◦ 진단/치료용 동위원소 생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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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시장과 국내 관련산업 육성 가능성

대

부분

세부

분야

산 업 현 황

개 발 품 목 산 업
시장성(U.S.＄)
국외 국내

공업

고분자

산업

신제품

- 내열 전선

- 열 수축성 튜브

- 방사선을 이용한 고품질 고무제품

유해성분을 제거한 무황 가교

(고탄성, 최고급, 무해 고무제품)

- 방사선 폴리올레핀 폼 단열재 등

고분자 제품

- 방사선 이용 고품질 코팅 경화제

- 특수효과 고분자스위치/전지격막

-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 의료기기 및 제품

(인공고관절, 화상치료용드레싱등)

-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 신 전기/전자 제품

- 신 제품

- 예 : 타이어, 수술용 장갑 등

대형산업 창출

- 새로운 고분자 산업, 의료산업,

건축 자재 및 자동차 부품

-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도장산업

- 신 전기/전자 제품

- 신 Plant 산업재/신건축 자재

- 새로운 의료기기 및 제품 산업

- 환경 및 재활용 산업 창출

다양한 산업이 창출될 것 예측

360억$ 9천만$

방사성

추적자

- 방사성 추적자를 이용하여 대형

plant 시설의 유체 반응, 흐름,

분포, 체제, 누설, 고장 등을 진

단하고 산업시설 운전 관리하는

대형 기술을 제공

- 환경진단 : 공해 추적, 해사이동

추적, 준설물 투기 평가 등 대형

환경 진단을 선진국에서는 방사

선 추적자로 평가하고 있고 초대

형 국책과제로 수행하고 있음.

- 석유화학 공장, 대형 화학공장

등을 진단 관리하는데 현재까지

막대한 용역비를 국외 기술진에

지출하였음.

※ 울산 석유화학 공업 등 방사선

진단을 국내 기술로 대체해 가

고 있음.

청진기로 인체를 진단하거나

초음파로 체내 변화를 알 듯이

방사선 추적자로 산업시설을

진단하고 최적화하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

- 환경 감시 및 관리 기술로

최첨단 기술이며, 하수처리장 등

환경관련 시설, 항만 및 연안

관리 등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60억$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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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분

세부

분야

산 업 현 황

개 발 품 목 산 업
시장성(U.S.＄)

국외 국내

공업
NDT(E)

게이지용

-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술 :

산업시설 노후화, 시설안전성

부식, 파괴, 누설, 마모 측정,

- 액면 또는 두께 측정 기기

- 30만 Ci/년 생산, 교체용

500개/년 공급 가능

전국 비파괴 검사의 전용관리

센터

60 억$ 3천만$

환경
환경이용

기술분야

- 방사선 수처리, 대기 정화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 폐수처리, 오수처리, 오염지하수

정화

- 화력발전소, 화학공장, 유기성

폐기물 처리장

식품

생명

공학

식품산업 - 위생처리, 장기저장 및 유통

- 화학약품 처리, 훈제, 저고온처리

등의 약점 보완(독성, 유해성, 단

기 유통기간 등)

- 각종 식료품, 과일, 육류, 해산물,

채소 등

※ 최근 식량 산업은 대형화 및

대기업화

540억$ 2억$

- 공중보건산물용 기능성신소재

개발

- 기능성 식품개발

- 의료 기기, 용품, 약품, 화장품 등

위생처리화

- 나노 복합화합물 추출 기술 개발로

화장품 원료 산업, 화학 약품, 의

료 기기 및 제약 산업 창출

- 면역․조혈 증진 등 새로운 기능

품목 등이 이미 개발/ 특허 등록

되었고 식약 등록을 위한 추진 중

이며 개발품이 다양함.

- 고온, 저온 처리 및 화학처리가 불

가능한 각종 위생 용품의 멸균처리

180억$

60억$

8억$

3천만$

1.5천만$

5백만$

의학

치료용
- 진단 및 치료용

- 용액 및 캡슐 제품 2500Ci/년

(생산 가능량)
1000만$ 2.5만$

- 진단제 표지용
- 발생기용 Mo-99 5만Ci/년

(생산가능량)
9000만$ 100만$진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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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분

세부

분야

산 업 현 황

개 발 품 목 산 업
시장성(U.S.＄)

국외 국내

농업

돌연

변이

육종

- 신품종 식량 자원: 벼, 콩,

감자, 옥수수

- 화훼, 과수 등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

- 주/부식 경제성 및 육묘/종묘

산업 육성

※ 국제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업

정책에 기여

※ 새로운 종자개발로 소멸된 종

묘 산업 육성

※ 방사선 개발품종은 5세대 이상

환경영향 및 안전성이 검증된

것으로서 유전자 조작품종과는

달리 선진국에서 적극 지원 중

미생물

공학

- 미생물농약

- 환경 친화형 토질 개선

- 고수확 증산용 미생물 제제

개발

- 환경 친화형 농약산업 육성

- 농토환경 개선

저선량

방사선

Homesis

- 작물 생산성 향상

- 방사선 촉진 생명공학

- 방사선을 이용한 생명공학 산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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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 RT 관련 산업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 지방 과학기술 혁신과 특화 첨단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및 균형발전

(국가방사선 산업 30%)

◦ 국내 RT 관련 산업창출 예측

분야 구분 2000년 2010년

기존 방사선/RI이용 분야

방사선/RI

이용기관
1,700 여 개 3,000 여 개

방사선/RI

작업종사자
16,000 여 명 30,000 여 명

센터 설립 후 방사선 신기술 및

RT+BT/NT/ET 융합

신기술분야

RT이용 신규

산업체 설립
- 100 여 개

신규 고용창출 - 10,000 여 명

◦ 국내 RT 관련산업 시장성 예측

집중개발기술

세계시장 (G7) 국내시장

2000년 2010 년 2000년 2010 년

방사선/RI 의료/의약품기술 100 조원 200 조원 1,800 억원 6,000 억원

방사선(RT) 신기술 200 조원 500 조원 - 9,000 억원

RT+BT/NT/ET 융합 신기술 100 조원 200 조원 - 5,00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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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의료, 생명공학, 공업, 자원, 농수산, 식품, 환경, 우주항공, 원자력발전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화하여, IT 이

후 국가 경제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 기반구축 및 산업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가 방사선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이 설립 중에 있으며 국가 방사선 기

술 고도화와 산업 실용화 달성을 위한 첨단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미래

방사선 기술 전문가 육성 및 산업체 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국가 방사선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방사선연구원은 연구기반을 조

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전개하며, 산․학․연 관련 기관에

서 첨단 방사선 연구시설의 활발한 이용을 위한 이용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

최신 정보제공 및 공유와 아태지역 방사선기술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

한 집중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핵심 방사선 시설을 이용하

여 개발된 연구 성과물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과 동 산

업에 종사할 미래 전문가 및 산업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아울러 방사선 관련 산․학․연 기관간 연구개

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 방사선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과 지방균형 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해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방사선 산업 집적

화 단지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

다.

국가 방사선기술 고도화 지원시스템 구축에는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설치 및 운영과 방사선 및 방사선융합기술 선진화 지원시스템 구축이

포함된다.

싸이클로트론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소수의 선진국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

난도의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되고 집약된 기술이며, 현재 의료적인 이용뿐 아니

라 고속 스위칭소자, 반도체의 고밀도 기억장치 등 반도체 재료분야와 물질의



- 133 -

손실측정, 중성자 래디오그래피와 같은 비파괴검사 분야, 방사선을 이용한 산업

폐기물 처리, 나노촉매제 개발 등 환경연구, 그리고 유전체 변이를 이용한 새로

운 식물변종 개발 등 방사선 생물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싸이클로트론의 필

요성은 확대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방사선 과학기술의 핵심기반인 다목적

30 MeV 싸이클로트론 기술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국가 방사선기술 고도화 및 기초과학 연구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된다.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 지원시스템 구축은 현재 방사선 기술이

우주항공, 의학, 생명공학, 공업, 신소재, 환경, 농수산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세계적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국가 방사선기술 고도화 및 기초과학 연구지

원과 산업화 지원에 크게 기여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방사선 기초 및

응용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세계의 방사선 산업구조는 기존 첨단산업 (BT, NT, IT, ET)에 방사선

기술(RT)이 첨가된 고부가가치의 융합형 산업으로 변화하여 이전보다 향상된 제

품과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존산업과 방사선

산업의 적절한 융합형 산업 모델의 도출 및 정착은 미래 산업기술 경쟁력의 중

요한 열쇠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21세기 신 성장산업의 잠

재력을 가지고 있는 방사선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방

사선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원활히 공급해 주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방사

선 기술 전문가 및 관련 산업 기술자 양성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국내․외 전문인력 및 산업 기술인력 양성으로 인적 인프라 구

축에 기여하여 2010년 방사선 분야 아태지역 RT 허브 구축 및 2015년 본 기술

의 G-5 진입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업체 기술 지원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방사

선연구원 중심 방사선 산업 집적화 단지 구축 및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과학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방사선연구원은 방사선 이용 관련 산․학․연․관

이 동일 단지에 모여 상호 기술지원 및 업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유치된 우리나

라 최초의 「방사선 융합 기술산업 특화단지」이며, 단지조성을 통해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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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화 활동을 집적시키고 이를 연계할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방사

선 융합기술 산업 육성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내 방사선 산업분야가 아태지역 RT 허브 및 국가 신산업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첨단기기 교

육 연수프로그램」, 「첨단기술분야 단기 재교육프로그램」, 「방사선과학기술

원」, 지방과학기술 혁신과 지역대학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위탁

교육 프로그램」, 업체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

터」, 「방사선 산업정보센터」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이 국가 방사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기반과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고 방사선연구원 중심의 방사선

기술산업 집적화 단지가 구축되면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고도화와 산․학․연 기

술혁신을 달성하여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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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30 MeV 싸이클로트론 국산화 필요성

1. 싸이클로트론 생산 RI 특성

가. RI 생산 원리

◦ 원자로 핵종은 중성자를 이용하여 주로 (n,γ) 혹은 (n,p) 핵반응으로 생성되기 때

문에 원자로심에 표적을 장착하여 여러 가지 동위원소를 동시에 생산

◦ 가속기 핵종의 경우는 가속된 입자(주로 양성자)를 인출하여 진공상태의

guideline을 통하여 빔을 표적에 조사하여 (p,xn) 핵반응으로 동위원소를 생산하

므로 1가지 동위원소를 생산

◦ 최근에 개발된 음이온 가속기의 경우 탄소 박막을 통과하면 H- 이온이 H+로 바

뀌며 외부로 인출되므로 탄소 박막의 위치를 조절하여 최대 2개의 표적을 동시

에 조사

원자로 핵종 가속기 핵종

시료

중성자

원자로심 가속기 양성자 시료

나. 원자로 핵종과 가속기 핵종 생산 비교

조사입자 핵반응 표적조사 생산량

중성자

가속된

하전입자

(양성자, 중양자

, 헬륨등)

(n, g), (n, p)
, (n,2n)등

(p,n), (p,2n),
(p,a), (d,n),
(4He,2n)등

원자로 핵반응

보다 다양

치료용

진단용

의학적 이용

표적을 동시에

여러개 조사 가능

  대량생산이 용이

한 표적만 조사

(RI 생산용 가속

기는 2표적 동시

조사 가능)

중성자 속에

정비례

빔전류에 정
비례,  적정한

빔 에너지

구분

원자로

핵    종

가속기

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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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빔에너지

◦ 가속기를 이용한 RI 생산은 빔에너지와 표적물질에 따라 생성되는 RI의 종류와

양이 결정되며, 빔에너지는 생산하려는 핵종의 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Ga-67을 생산하는 경우 농축표적 Zn-68과 30MeV 양성자를 조사하며 아래의

그림은 Zn 표적에 양성자를 조사할 때 빔에너지에 따라 생성되는 핵종과 그

핵반응 단면적을 도시한 그림

- 가속입자의 에너지에 따라 생성되는 핵종의 종류와 양이 변하므로 가속기를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시 빔에너지의 선택은 생산된 동위원소의 수율과 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라. 빔 전류

◦ 가속기의 빔전류 세기는 원자로의 중성자속과 같은 개념으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단위 시간당 생산량은 빔전류 세기에 정비례

- 350 μA조사 시 생성되는 방사능량은 50 μA 조사 시 생성되는 방사능량의 7 배

이므로 빔전류 세기가 클수록 생산효율이 증가하여 단위 생산량의 단가는 낮

아지므로 전류가 큰 가속기의 도입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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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전류 싸이클로트론의 개발 필요성

◦ 대전류 음이온 가속기를 이용한 동위원소의 대량생산 체제 구축은 방사선/방사

성동위원소 이용분야의 활성화에 절대 필요한 국가적 하부구조

- 원자로 동위원소는 주로 치료용 핵종이 많은 반면, 가속기 방사성동위원소(RI)

은 양전자 방출 및 전자포획으로 붕괴되어 핵의학 분야에서 진단용으로 사용

하고 있음

- 가속기 핵종의 생산기술 개발은 방사성동위원소의 균형적인 발전과 생산기술

의 선진화에 기여

- 국내에서도 최근 가속기핵종에 대한 수요량이 매년 약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가속기 핵종은 원자로 핵종과 비교하여 비교적 반감기가

짧아 외국에서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가속기핵종 생산 공급을 위한 기술

확보가 필수적

가.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개발의 필요성

◦ 가속기방사성의약품은 주로 진단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일광자방출단층촬

영과 양전자방출촬영에 의해 환부의 정확한 위치 및 크기를 파악할 수 있고 선

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비율이 날로 증가

◦ 싸이클로트론 방사성의약품의 대량생산을 위하여 내부표적 조사 기술, 직렬식

표적 및 농축표적을 이용하고 있으며 입자전류가 큰 가속기가 개발되어 싸이클

로트론 핵종 이용율은 더욱 확대

◦ 현재 가속기 핵종 중 Tl-201, Ga-67, I-123, In-111등의 SPRCT 핵종 등을 생산하

기 위한 양성자 에너지는 28-30 MeV 이며 단 반감기 PET 핵종(F-18, C-11,

O-15, N-13)은 약 15 MeV의 양성자를 조사하여 생산

◦ 북미의 미국, 카나다, 유럽의 독일, 벨기에, 프랑스 영국, 아시아의 일본 등의 국

가에서는 RI 생산전용 대전류 가속기로 300㎂ 이상의 전류를 사용하여 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대량생산하고 있고 보다 냉각효율이 좋은 target 개발을 위해 노

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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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A와 EBCO가 공급한 30 MeV 가속기 현황

Country
설치장소

Location(Institute)
설치년도

빔세기

(㎂)

Cyclon 30 (IBA, Belgium)

Australia Camperdown (NMC) 1991

Australia Lucas Heights (Aus.Nuc.Sc.&T.Org) 1991

Belgium Bruxelles (ULB Erasemus Hosp.) 1992

Belgium Fleurus (Nordion) 1992

Belgium Louvain-la-Neave (U. de Louvain)

Brazil Sao Paulo 1998 350

China Beijing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1995 220

China
Shanghai

(Shanghai Institute of Nuclear Research)
1996 400

Iran Karadj (NRCAM) 1994 500

Japan Chiba (Daiichi) 1991 350

Japan Sanda City (Nihon Medi-Physics) 1992 350

Japan Sanda City (Nihon Medi-Physics) 1990 350

Netherlands Pettern (Mallinckrodt Diag) 1991

Syrian Arab

Republic
Damascus (AECS) 1998 350

United States Billerica (Du Pont Merck) 1990 200

United States Billerica (Du Pont Merck) 1992 400

United States New York (State Univ. of NY) 1992

United States South Plainfield (Medi-Physics) 1989 350

TR-30 (EBCO, Canada)

Canada Vancouver (Nordion/TRIUMF) 1990 1,200

Taiwan Taiwan(INER) 1993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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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0 MeV 싸이클로트론의 국산화 필요성

◦ IBA와 EBCO 외의 회사도 30MeV 음이온 가속기를 생산할 수는 있으나 RI 생산

을 위한 30MeV 가속기의 수요는 많지 않은 상황임

◦ 전세계적으로 PET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PET 핵종

을 생산할 수 있는 18MeV 이하의 가속기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임

◦ 30 MeV 가속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기존의 IBA만

이 30 MeV 가속기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 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가속기는 유지 보수비가 매우 높게 들것이고 상용화된

가속기는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변경과 개조가 불가능하므로 연구기관에서는 적

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국은 싸이클로트론을 비롯한 입자 가속기의 신생국이지만 국가 기간산업인 원

자 핵 기술의 개발은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이므로 30 MeV 싸이클로트론과 같

이 국내에서 충분히 개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원자력 기기는 국산화를 통하

여 기초 기반 기술에 대한 우선적 확보가 필요

다. 50MeV 싸이클로트론과 30MeV 싸이클로트론의 차이점

구 분 MC-50 30MeV 비 고

가속입자 양성자(H
+
) 음이온(H

-
)

․ H
+
는 빔 인출 효율이 낮음

빔 인출부위의 잦은 고장발생

․ H
-
은 빔 인출효율이 거의 100%로

고장율이 적음

에너지 50MeV 30MeV
․ RI 생산용 가속기 에너지는

30MeV가 표준형임

빔전류 60㎂ 350㎂ ․ RI 생산량은 빔전류에 정비례

이용목적

중성자 치료

RI 생산

기초연구지원

RI 생산

․ MC-50 가속기는 다목적이기 때문에

RI 생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함



- 140 -

라. MC-50 싸이클로트론의 문제점

◦ 주 도입목적: 중성자 치료

◦ 부차적 용도 :기초연구지원 및 RI 생산

◦ RI생산 용도로의 문제점:

- 충분한 빔 조사 시간을 지원받지 못함

- 표적공간이 협소하고, 확장 가능성이 없음

- 빔 전류 세기가 최대 60㎂에 불과하여 대량생산에 부적합

(가속기 RI의 단위 시간당 생산량은 빔 전류에 정비례함)

◦ 선진국의 경우 빔 전류가 큰(350㎂ 이상) 음이온 가속기를 2기 이상 보유하여 RI

생산에 안정성을 확보

3. 30 MeV 싸이클로트론의 개발 목적

◦ 새로운 핵종 및 표지화합물의 개발은 경제적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종 및 표지화합물을 충분히 활용하

여 연구의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가속기는 필수

- 싸이클로트론은 방사성 이용연구 분야에서 하나로와 같은 원자로와 함께 국가

적 하부구조이고 RI를 생산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시설

- 싸이클로트론은 질병을 진단하는 RI의 생산이 가능하고, 원자로는 주로 질병

을 치료를 하는 RI를 생산

- 원자로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를 건립하여 세계수준의 연구를 수

행하고 있으나 가속기 분야는 그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

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므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 1986년에 스웨덴 Scanditronix 사로부터 도입한 MC-50 싸이클로트론은 빔 전

류가 낮아 RI를 대량생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성자 치료를 주목적으로

도입된바 RI를 생산하기에는 부적합

- 현재 국내에 RI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요

는 물론 향후 필요한 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음

◦ 대전류 30 MeV 가속기 개발을 통하여 RI의 대량생산체제 확립과 unit-dose system



- 141 -

개발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어 국민보건 향상

과 경제적인 분야에 일정부분 국가에 기여

- 국내의 가속기 핵종의 개발은 1986년부터 과기부의 특정연구과제를 통하여 이

루어져 왔고 지금은 성숙단계

- 심장의 악성종양진단에 이용되고 있는 Tl-201의 경우 1mCi에 약 40,000원에

수입되던 것이 국산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약 20,000원 이하로 가격 안정화

4. 방사선연구원과 산업용/의료용 RI 생산 전용 가속기

◦ 국내 RI 이용이 급신장하고 있으며 표지화합물 등 이용 연구 분야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싸이클로트론 관련 기반 연구기술 확충과 RI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용 싸이클로트론이 절실히 필요

- 국내에 연구 및 RI 생산이 가능한 싸이클로트론은 한 대 뿐이므로 국내의 연

구 수요 및 RI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가 없었으며 현재까지 싸이클로트론

생산 방사성동위원소의 국산화율은 15% 정도로 저조

- RI 생산전용 싸이클로트론 도입 후 5년 내 80% 이상 점유가 가능하며 OECD

에 가입한 상황에서 국제 환경변화 대처에 미흡할 경우 기술 산업의 종속화가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RI생산전용 싸이클로트론 개발은 시의 적절함

◦ 원자력법 8조 2항 및 3항에 의하면 RI 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과학기술부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

은 방사선의 응용 연구 및 RI 보급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

- 방사선 연구원은 2000년 원자력연구소의 지역연구기관으로 원자력 이용 과학

을 국내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초연구 및 RT 기술 연구 분야의 주관연구기관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 RI 생산의 경우 RI 이용이 활성화된 선진국(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에서

는 초기에는 국립 연구소 주도하에 생산법을 개발하였고 수익성이 확보된 후

에 RI 생산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타 국가에서는 정부지원 연구

소에서 RI를 직접 생산 공급하고 있음

◦ 방사선연구원에 30MeV 싸이클로트론이 도입 설치되면 기존의 MC-50 싸이클로



- 142 -

트론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30MeV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RI 생산 및

대전류 이온빔을 이용한 RI 빔의 기초연구를 통하여 RT 기술의 본산으로 방사

선 연구원이 싸이클로트론 센터의 역할을 수행

- MC-50 싸이클로트론은 에너지가 20-50MeV의 중간급 규모이고 양성자, 중양성

자, 알파(3He, 4He) 등의 경이온을 가속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이온빔 실험

시설로 현재 이용연구회가 구성되어 20여개 대학에서 이용

- 산업적으로도 MC-50 싸이클로트론의 활용은 thin layer analysis, implantation,

solid state application, 중성자 radiography등 다양하며 특히 TLA의 경우 엔

진 마모 실험, 실린더 밸브의 손상실험 등에 활용이 가능하며 중이온등을 이용

함으로써 금속재료등의 특성 향상에 활용

- 독일과 일본의 경우 MC-50 싸이클로트론과 동급의 싸이클로트론으로 많은 이

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방사선연구원의 전문연구인력 및 방사선 분야의

축적된 know-how를 통하여 신규 30MeV 싸이클로트론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

◦ 30MeV 대전류 가속기는 동위원소 대량생산 공급체제 확립뿐 아니라 이의 기반

기술인 표적장치 개발, 화학처리장치 개발 및 자동화, 표지화합물의 대량 생산

등으로 가속기 기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과 표지화합물 합성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연구와 핵의학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

게 될 것으로 기대

- RI 생산 판매와 더불어 부수적인 연구결과물의 활용사업으로 consortium을

구성하여 연구와는 별도로 관리를 할 계획이며 RI 생산 판매가 활성화된 후

자회사 설립도 가능하므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 현재 RI 시장의(의학적 이용) 1/2 이상은 경인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단 반감기

RI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RI생산 시설이 경인 지역 이외의 원자력

첨단 기술의 혜택이 못 미치는 지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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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개발 소요예산

품 명 수량 금액(천원)
비고

(재원)

1. 30MeV Cyclotron main body

2. Beam transport system

Solid target system

Gas target system

1set

1set

2,000,000

1,500,000 원연사

기반확충사업

합 계 3,500,000

6. 싸이클로트론 Specifications

가. 30 MeV cyclotron main unit

◦ Beam characteristics

- Type of ions : Accelerated H-, Extracted H+

- Energy : Adjustable(max. : 30 MeV, min. : 18 MeV)

- Guaranteed intensity : 350㎂

- Expected intensity : >400㎂

- Number of simultaneous extracted beams : 2

- Normalized emittance of the beam(90% of the beam intensity)

․ Horizontal : <10 π mm.mrad; Vertical : < 5 π mm.mrad

- Energy spread : <600keV

◦ Power consumption(at 30MeV)

- Without beamlines : <150kW

- Using 1 beam line : <200kW

- Using 2 beam lines simultaneously : <250kW

◦ Magnet structure

- Number of sectors : 4

- Maximum field strength : >1.5 Te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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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on weight : 40-50 ton

◦ Control system

- Fully integrated and automatic computer control system for cyclotron

operation and target system

- Running on IBM-compatible PC with mouse driven software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 PLC based hardware

◦ R.F system

- Number of dees(connected at the center) : 2

- Dee angle : 30-45

- Harmonic mode : 4

- Dee voltage : 50kV

- Amplifier power : >30kW

◦ Ion source

- Type of source(external) : MULTICUSP

- Discharge power : 1kW

- Filament replacement : Cartridge unit

- Maximum H- current : 7mA

◦ Vacuum system

- Cryopumps for main chamber

- Diffusion pump or cryopump for ion source

◦ Training

- Operation and maintenance : 2 persons for 2 months

나. Beam transport system

- Quadrupoles for beam collimation

- Collimators for beam collimation

- X-Y steering magnets

- Faraday-cups

- Beam 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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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essed air and cooling water manifold

- Gate valves

- Vacuum gauges and vacuum gauge controller

다. Solid target system

- Maximum power dissipation of target : >200㎂ at 30MeV

- Beam profile on target : <10 mm FWHM

- Angle of target face to beam : <10 degrees

◦ Irradiation station

- Pumping manifold

- High power collimator

- Target irradiation chamber with carrier positioning and cooling connection

mechanism

- Vacuum system including roughing pump, venting valves and vacuum

gauges with associated electronics

- Target cooling system

- Target carriers

- 10 targets to be electroplated with actual target material

․ For production of Tl-201 and Ga-67

- 3 phase AC steering magnet to rotate the beam on target with adjustable

power supply and necessary modifications to the beam line

◦ Receiving station

- Reception end for the irradiated target with shock absorber

- Tools for target removal from the target carrier

◦ Target transport system

- All piping necessary to connect hot-cell from target station

- Automatic system with pressure unit, including partial vacuum, high flow

turbine, appropriate valves, connection lines and exhaust filter

◦ Control unit

- PLC-based control system(integrated in cyclotro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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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 and control panel in front of the hot-cell

- All necessary software including source codes and operating manual

◦ Clearing a jammed carrier

- Easy dismantling of the jammed carrier tube

라. Gas target system : 1set

- For high purity I-123 production

- Porduction method : 124Xe(p,xn) → 123Cs → 123Xe → 123I

- Full drawing of high purity 123I production system

- Yield : >9mCi㎂-1h-1

- Chemical form of final solution : NaI

- Radionuclidic purity : >99.5% at EOS

- Radiochemical purity : >99% at EOS

- Targetry : For 100㎂ beam intensity

- Process : Computer control

- Installation instruction by experts at KCCH for production of 123I

- Training

․ Operation and maintenance; 1 person for 2 weeks

마. Switching magnet

- For production of PET radionuclides and research

- For 5 beam ports with 5 beam lines

- Power supply, vacuum box, baff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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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2.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활용 종합시험동 건설

계획

1. RI 가공/활용 및 연구시설의 개발 필요성

◦ 가속기 방사성의약품 생산 기반시설 확보로 국가적인 연구 장비인 가속기 핵종

생산 전용 가속기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사성 의약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인 국내 방사성의약품 생산기술을 선진국 수준

으로 향상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 조기진단 기술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PET의 이용

의 활성화를 위하여 PET 방사성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공급 필요

- 더욱이 1997년 말 환율 폭등으로 인한 RI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과 공급 불안

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원자력응용의학 분야의

발전이 지연

- RI 수입에 많은 외화가 국외로 유출되는 현실에서 RI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하

여 가속기를 이용한 RI 대량생산/공급체제 구축이 시급

◦ 산업용 방사선원의 생산기술의 확보 및 관련기기의 국산화를 통하여 장비의 효

율적인 운영, 운송 및 취급의 편리성, 가격안정화가 이루어져 유통 중심의 시장

구조를 일부 조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술 개발이 시급

- 산업용 방사선원은 주로 비파괴검사용 감마선원과 게이지용 선원으로 사용되

며 산업발달과 더불어 국내 이용량이 계속 증가

-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는 제품의 품질관리와 구조물의 안전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32개의 방사선비파괴검사 전문 업체가 있음

- 비파괴검사용 선원인 Ir-192의 사용량은 2000년 기준 68 kCi 단일품목으로 10

억원이 넘고 있었으나 2001년 5월부터 국내에 공급하기 시작한 Ir-192 산업용

방사선원은 국내 수요의 95%를 공급

- 장비 게이지용 선원은 검출감도, 안정성, 환경친화성, 작업환경 등에서 방사선

이 갖는 장점으로 산업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방사선원이

장착된 장비가 3000 개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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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RIPF)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호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은 차폐용량의 중형 핫셀이 설치된 방사

선원 생산 시설의 추가확보가 절실하게 필요

- 현재 사용하고 있는 Ir-192 생산용 콘크리트 핫셀을 개조하여 월성 원자로에서

생산된 Co-60 원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Co-60 생산 시설로

개조하게 되면 국내에서 Ir-192 생산을 중단해야 함

- 추가시설의 확보를 통하여 하나로에서 생산된 비파괴검사용 Ir-192 방사선원을

최종 제품으로 조립한 후 국내 및 해외시장에 연간 20만 Ci를 공급(20억원 수

익예상) 가능

- 이 시설에서 게이지용(1Ci 미만) 및 비파괴검사용(100Ci 미만) Co-60 선원 개

발과 생산도 가능하게 되어 비파괴검사용 조사 장비 및 방사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측정 장비 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장비에 사용되는 각종 선원 공

급 및 장비 수리도 가능

- 산업용 방사선원의 원활한 국내 공급과 해외 수출도 원활하게 되어 국내 방사

선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서 선원판매를 통한 수익도 기대

2. 산업/의료용 RI의 국내 수급 현황

◦ 국내의 의료용 가속기 핵종의 개발 및 생산은 원자력병원에 MC-50 싸이클로트

론이 1986년도에 설치되면서 1986년에 과기부 지원의 특정연구과제를 통해 가속

기를 이용한 RI 개발연구가 시작

- 국내에 보급은 1989년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1991년에 Ga-67

과 Tl-201을 연구용으로 보급하기 시작

- I-123은 1992년도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PET을 이용한 암 진단에 가장 널

리 이용되고 있는 18FDG의 경우는 1997년부터 생산

◦ 1991년부터 원자력병원에서 MC-50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국내에 공급한 핵

종 및 량은 표 1과 같으며 1991년부터 1998년 까지 주요 가속기 핵종인 Tl-201,

Ga-67, I-123의 국내 수입량, 국산공급량 및 국산화율은 표 2와 같음

-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Tl-201의 국내 수요는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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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7년 말 외환위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증가하지 않았고, 환율인상

으로 수입 가격이 인상

- 가속기 핵종의 국산화율은 아직도 매우 낮은 상태

◦ MC-50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국내에 공급한 핵종 및 공급량.

(단위 : mCi)

연도 Tl-201 Ga-67 I-123 In-111 Cr-51 [123I]mIBG 18FDG

1991 45 563 449

1992 824 2,072 335 3.5

1993 2,108 3,550 580 8.5 8 3

1994 3,016 4,189 700 8 39 3

1995 2,216 3,732 1,628 4 149

1996 2,097 4,450 2,402 1 224

1997 1,912 3,985 2,034 535 2,480

1998 10,718 3,412 1,848 542 10,095

합 계 22,936 25,953 9,976 25 47 1,456 12,575

◦ 주요 가속기 핵종의 수입량 대비 국산화율.

(단위 : mCi)

년도
Ga-67 I-123 Tl-201

KCCH 수입 국산화율 KCCH 수입 국산화율 KCCH 수입 국산화율

91 563 5,819 8.8% 45 2,783 1.6%

92 2,072 4,460 31.7% 355 100% 824 4,335 16%

93 3,550 3,951 47.3% 583 63 90.2% 2,098 9,228 18.5%

94 4,270 3,326 56.2% 703 135 83.9% 3,016 12,040 20%

95 3,752 3,404 52.4% 1,777 225 88.8% 2,216 28,739 7.2%

96 3,450 4,830 41.7% 2,626 99 96.4% 2,097 47,442 4.2%

97 3,985 6,580 37.7% 2,569 210 92.4% 1,912 52,305 3.5%

98 3,412 6,484 34.5% 1,848 9 99.5% 10,718 35,328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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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의 개요

가. 개요

◦ 싸이클로트론 방사성핵종은 1990년대 초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사용량이 매

년 약 30%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85％ 이상을 수입사용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 30 MeV 가속기는 동위원소 대량생산용 대전류 음이온 가속기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이용 연구 분야의 국가적 하부구조이며 핵물리, 핵재료, 생물학

등 다양한 방면의 기초연구에도 활용 가능

◦ 30 MeV 가속기의 설치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 의약

품 개발과 원자력 관련 기초연구를 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시설 및 GMP 시설

의 설치는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함

◦ 이러한 시설의 확충은 가속기 방사성의약품의 개발 및 이용분야를 활성화시키

고, 국가적 하부구조인 30 MeV 대전류 가속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

며 고부가가치의 고품질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여 경제적인 이득뿐 아니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산업용 방사선원을 국내외에 원활히 공급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장비에 사용

되는 각종 선원 생산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중형 핫셀을 한국원자력연구소 방

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RIPF)과 상호보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추가확보

가 필요

◦ 방사선연구원에 설치될 RI 생산전용 30MeV 가속기의 RI 생산시설과 방사선원

생산용 핫셀 설치가 필요

나. 시설 내용

1) 30 MeV 싸이클로트론 시설 및 관리실

◦ 원자력법에서 요구하는 RI 생산, 가공을 위한 차폐시설과 내진설계로 건설된 싸

이클로트론 시설과 운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운전실이 기본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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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 의약품 및 방사선원 생산용 핫셀

◦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 시설인 가속기뿐만 아니라 조사된 시료

를 처리, 분배하기 위한 기본 설비가 필요

- 방사능을 차폐하기 위한 핫셀과 품질관리를 위한 설비,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

기 위한 clean room, GMP 시설 및 생산제조 절차서가 필요

- hot-cell에 납유리와 원격 조작기 등의 여러 가지의 부속장비가 설치되어야 함

- 생산시설은 품목별로 생산 및 분배용 hot cell을 두어야 하며, hot cell 내부는

GMP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핵종에 따라 생산용 hot cell 앞문은 유압을 이용하여 납유리로 된 문을 여닫

을 수 있어야 하며 뒷문은 hot-cell 내부 시설물 설치 및 사용 중 청소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 방사성의약품을 hot-cell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에는 GMP 규정에 적합한 필터

를 설치하여야 함

- 핵종별 핫셀수요 : 201Tl(2), 67Ga(1), 123I(2), 연구용(1)

- PET 의약품 생산 : [18F]FDG(2), [11C]Methonine(1), 연구용(1)

◦ 중준위 산업용 및 게이지용 방사선원 생산 전용 핫셀을 설계 개발 후 방사선연

구원에 설치

- 콘크리트 핫셀 4기 (중콘크리트 두께 90cm 차폐, 내부규격 W280 × D250 ×

H450cm, 각 핫셀에 MS manipulator 및 납유리 장착)

- 납 핫셀 3기 (납 두께 25cm 차폐, 내부규격 W180 x D180 x H160cm, 각

핫셀에 MS manipulator 및 납유리 장착 )

- 핫셀 운영 부대 시설( 폐기물 저장, 공기조화시설, 급수 및 냉난방)

- 방사선원 생산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장비 수리 및 교체용 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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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성의약품 생산 시설

시 설 명 크 기 비 고 (용 도)

시약 조제실 26.4㎡ ․방사성 핵종 생산에 필요한 시약을 조제

멸균실 14.56㎡ ․방사성 의약품 멸균실험

용수 제조 및

세척실
12.04㎡

․방사성의약품 제조용 용수/세척수 제조

․급배수시설

전기 도금실 21.85㎡ ․Tl-201, Ga-67 생산용 표적장치 제조

오염 제거실 5.32㎡
․방사능 물질 오염시 제거

․급배수시설

갱의실
4.03㎡x2

5.6㎡x1
․방사성 핵종시설 출입자 갱의

동위원소분배실 50.7㎡ ․생산제품 분배 및 주사제 제조

원료 보관실
144.2㎡x1

12.61㎡x1
․방사성의약품 생산용 원료 보관

자재 보관실 22.33㎡ ․방사성의약품 생산용 자재 보관

포장, 반출실 31.47㎡ ․방사성의약품 생산용 포장재 보관

폐기물 보관소 21.8㎡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일부 납차폐)

4) 방사성 의약품 품질 관리실

◦ HPLC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GC (Gas chromato-graphy),

TLC scanner, Polarograph, HPGe 검출기, 다중파고분석기(Multi channel

analyzer) 및 Dose calibrator등 품질관리 시설은 기존의 확보된 장비를 활용

◦ 방사성의약품 생산 시설도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나 산업체의

consortium 참여시 보완할 계획이며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은 아래

와 같음.

시 설 명 크 기 비 고

① 무균실 15.96㎡ 무균실험

② QC실 29.44㎡

③ 방사선계측실 54.33㎡
MCA, TLC, HPLC, GC,

Polarography에 의한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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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실험실

시 설 명 크 기 비 고

유기 합성실 60.6㎡
표지화합물의 전구물질(precursor)합성연구

Fume hood, 실험대, 수도, 전기 등

방사성 의약품

표지연구실
42.21㎡

새로운 표지화합물 합성 연구

Fume hood, Clean bench, Glove box, 실험

대, 수도, 전기 등

유기화학

분석실

41.6㎡x1

24㎡x1

합성 및 표지에 필요한 기기실

(NMR, IR, UV)

기기 공작실 83.84㎡
표적 제작 및 부품 가공

선반, 드릴, 밀링등

동물 실험실 12㎡ 개발한 방사성 의약품 동물실험

연구실

(일반실험실)
40.96㎡

화장실,

오염 제거실
13.74㎡

6) 전기 시설

◦ 싸이클로트론에 필요한 전기용량은 본체 전원 공급기에 필요한 전원과 부대시설

에 사용되는 전원으로 나누어 짐

30 MeV 13MeV

․싸이클로트론

․에어컨

․냉동기

․예비전력

150KW

50KW

50KW

50KW

․Power supply

․예비전력

150KW

50KW

300KW 2기 : 400KW

Total : 700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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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설 설치 예상금액

품 명 수량
소요금액

(억원)

비고

(재원)
-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시험동

․싸이클로트론 설치실

․운전관리실

․일반실험실

․유틸리티 시설

1

105

정부출연금

(일반사업)

- RI 취급용 납 핫셀

․납유리와 MS Manipulator 장착

․납두께 10-25cm

․약 250평 규모

- 산업용 RI 취급용 콘크리트 핫셀

․납유리와 MS Manipulator 장착

․콘크리트 두께 90cm

- 약 200평 규모

13set

4set

30

40

- 방사성의약품 생산용 GMP시설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

․품질관리실

- 약 100평 규모

1

20

합 계 195

라. Hot cell 및 방사성 의약품 생산 GMP 설치 일정

년도 주요 Milestone
소요예산

(억원)

2006

- 사업착수 및 시설 설계 20

- Hot-Cell 설비 건설 및 시설 설치

- Utility 설치착수 및 성능시험 병행
20

- 납유리 및 원격취급 장치 설치 및 성능 검증

- 방사선원 생산장비 설치
20

2007

- KGMP 시설 설치 및 성능시험

- 방사성의약품 생산 장비 설치

- KGMP 시설 성능시험 및 인증 획득

- 전시설의 RI 사용 인허가 획득

- RI 생산 시운전 착수

- 내부 및 외부 시설 사용자 활용

15

합 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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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설치 후 운영 일정

◦ 산업용 핫셀은 2007년 말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가 2008년에는 RI 사용 인허가를

획득한 후 정상 가동하여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방사선물질을 취급하는데 사용

할 예정

◦ 외부 사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일부 임대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용 핫셀은 싸이클로트론 핵종을 생산하게 되므로 KFDA에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 시험 생산하고 2010년에 허가를 획득하여 상용생산

에 들어갈 것이다.

4. 시설 설치 전략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

◦ 방사선연구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hot-cell은 산업용 선원과 방사성의약품을 생산

하는 시설로 대별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복잡하지 않고 싸이클로트론 가동과 독

립적인 방사선원생산용 콘크리트 핫셀은 먼저 완성

◦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은 가속기 설치 일정과 맞추어 진행하며 방사성 의약품의

KGMP는 KINS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방사성의약품 KGMP를 완성하여 최종적으로 방사성의약품 생산에 관한 시설의

인허가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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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체계

방사선차폐
시설 설치

방사성의약품
처리 능력

평가 및 시운전

방사선시설
인허가

Clean room
설치

GMP 장비
제작 및 설치

KGMP 표준절차서 작성
시운전 및 평가

방사성의약품
인허가

? 방사성의약품 이용 활성화

?

식품의약품
안 전 청

방사선차폐
시설 설치

방사성물질
처리 능력

평가 및 시운전

방사선시설
인허가

Clean room
설치

GMP 장비
제작 및 설치

KGMP 표준절차서 작성
시운전 및 평가

방사성의약품
인허가

• 가속기 방사성의약품 생산/이용 활성화
• RI 생산 전용가속기 이용 극대화
• 방사선원 공급 안정화 및 해외 수출

과학기술부 식품의약품
안 전 청

방사선차폐
시설 설치

방사성의약품
처리 능력

평가 및 시운전

방사선시설
인허가

Clean room
설치

GMP 장비
제작 및 설치

KGMP 표준절차서 작성
시운전 및 평가

방사성의약품
인허가

? 방사성의약품 이용 활성화

?

식품의약품
안 전 청

방사선차폐
시설 설치

방사성물질
처리 능력

평가 및 시운전

방사선시설
인허가

Clean room
설치

GMP 장비
제작 및 설치

KGMP 표준절차서 작성
시운전 및 평가

방사성의약품
인허가

• 가속기 방사성의약품 생산/이용 활성화
• RI 생산 전용가속기 이용 극대화
• 방사선원 공급 안정화 및 해외 수출

과학기술부 식품의약품
안 전 청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 가속기 방사성의약품 생산 기반시설 확보로 국가적인 연구장비인 가속기 핵종

생산 전용 가속기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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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의약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고부가가치인 국내 방사

성의약품 생산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킴

◦ 가속기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여 핵의학 분야에 공급함으로서 국내 핵의학 수준

을 향상시킴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 조기진단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PET의 활성화

를 위하여 PET 방사성의약품의 원활한 생산 공급.

◦ RI 생산전용 대전류 음이온 가속기를 이용하여 대량생산 체제를 확립하고 현재

가속기 방사성의약품중 약 85％ 점유하고 있는 수입품을 대체함으로서 방사성의

약품의 가격을 안정화시킴

◦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의 완화 및 수입대체에 의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줄임

◦ 가속기 방사성의약품 생산공급 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로

선진국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대만의 경우 미국 RI 공급업체인

Syncor사가 진출하여 약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고, 국내에도 1997년도부터 사

업을 벌이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RI 국산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

산화를 서두르고 있음

◦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결과적으로 일반인에 그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

으로 대국민복지사업의 일환

◦ 생산 활성화를 통하여 사용자, 취급자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활용과 연구를 촉진

나. 활용방안

◦ 방사성의약품 생산 시설은 가속기 방사성 핵종 대량생산용으로 국가적인 하부구

조로 도입되는 가속기의 이용을 활성화 함.

◦ 본 연구기관에 설치될 방사성의약품 생산 및 KGMP 시설은 국가적인 시설이므

로 국내 연구 기관에 개방할 예정임.

◦ 가속기 방사성의약품 KGMP 설계 및 자료, 표준절차서는 현재 국내에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PET 방사성의약품 생산기관(서울대 병원, 삼성의료원, 현대중

앙병원 등)에 기술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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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3. 1단계 연차별 기반구축 소요 연구 장비 목록

순번 연구장비명 용도 수량
소요예산

(천원)
비고

1
핵자기공명분광기 (500 MHz)

FT-NMR spectrometer (500MHz)

천연물 및 합성물의

구조분석
1 444,000 기초

2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GC-MS spectrometer

물질의 정성 및

정량분석
2 191,000 기초

3

고분해능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High resolution GC/Mass

spectrometer

천연물, 합성물 및

고분자의 정성분석
1 420,000 기초

4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물질의 정성 및

정량분석
2 175,400 기초

5

분취액체크로마토그래피

Preparative liquid

chromatography

혼합물의 고순도

분리정제
1 113,682 기초

6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LC/Mass

고분자 및 이온성

시료의 정성분석
1 139,100 기초

7
적외선분광광도계

FT-IR spectrophotometer
물질의 관능기 분석 1 41,031 기초

8
편광계

Polarimeter

비대칭화합물의

광학회전도 분석
1 13,750 기초

9
녹는점 측정기

Melting point apparatus

물질의 물성분석

(녹는점)
1 8,200 기초

10
동결건조기

Freeze-dryer
추출물의 건조 1 40,002 기초

11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

ICPM spectrometer

무기원소의 정성 및

정량분석
1 383,842 기초

12
원자흡광광도계

AA spectrometer

무기이온의 정성 및

정량분석
1 28,000 기초

13
Electron Spin Resonance (ESR)

Spectrometer
물리적 검지 1 179000 품질

14 Thermoluminescence (TL) 물리적 검지 기 확보 품질

15
BJL Ultra-Weak

Chemiluminescence
라디칼 소거능 측정 1 30,000 품질

16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물리적 검지 기 확보 품질

17 DNA Comet Assay 생물학적 검지 기 확보 품질

18 ELISA Kit 면역분석법 기 확보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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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장비명 용도 수량
소요예산

(천원)
비고

19 Brabender 1 350,000 고분자

20 TGA/DTA(열중량분석기)
산화안전성실험, 반응속도계산,

열안정성, 물질구성비
1 75,720 고분자

21 DSC(시차주사열량계)

유리전이온도, 녹는점, 끓는점,

비열, 경화도, 순도,

산화안전성, 열안전성

1 71,220 고분자

22 DMA(동력기계분석장치)

물질의 점탄성 및 유변학적

특성에 관한 정성/정량적

정보

1 102,600 고분자

23 XRD(x-ray 결정분석장비)
물질의 결정크기, 결정화정도,

라멜라 단위의 미세구조분석
1 695,680 고분자

24 GPC(겔투과크로마토그래프) 고분자물질의 분자량측정 1 194,902 고분자

25

Rheometer

RDA

system(유변학물성분석기)

고분자물질의 유변학연구에

있어서 전단속도 또는 점성의

변화정도 분석

1 195,708 고분자

26 SEM(전자주사현미경) 물질의 몰포로지(형태) 분석 1 187,200 고분자

27 2-D System 단백질 분석 1 50,000 생명

28 Spectrophotometer 물질 정량분석 1 20,000 생명

29 FACSCAlibur 형광이용 세포분석 1 170,000 생명

30
Luminescence Detection

System-Software 포함
이미지 분석 1 58,800 생명

31 Liquid Scientillation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 측정 1 54,000 생명

32 CAPELLA 400 돌연변이 유발 원인 분석 1 450,000 생명

33 MALDI-TOF 단백질 검정 1 250,000 생명

34
Laser Capture

Microdissection
세포분획 1 250,000 생명

35 Micro array scanner DNA micro array 분석 1 65,000 생명

36 DNA Automatic Sequencer DNA 염기서열 분석 1 200,000 생명

37 Micro arrayer DNA Chip 제작 1 100,000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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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장비명 용도 수량
소요예산

(천원)
비고

38 Amino acid sequencer 단백질 서열 분석 1 200,000 생명

39 Lumino/Fluorometer
형광을 이용한 생물학적

분석
1 67,000 생명

40 TEM 세포 구조 분석 1 450,000 생명

41 Electronic Nose 향기성분 분석 1 200,000 품질

42 Carbohydrate analysis system 탄수화물 구조분석 1 300,000 기초

43 프로토 포스터 실사출력 1 200,000 공동

44
T1000 Automated Purification

System
플라스미드 시험 준비 1 84,150 생명

45
핵자기공명구조동정기

NMR Struture Elucidator

단일분자의 신속 구조

결정
1 25,000 기초

46

1. 고분자 믹싱장비- brabender,

roll mixing

2. compounding 장비(pellet 제조

기 포함):

3. 압출장비- extruder, die 장착:

필름, 봉 제조등

4. 압축 프레스 장비- 고성능 자

동 프레스 장비

산업화 전단계 고분자

Pilot Scale 가공

시스템 구축

1

1

1

1

300,000

300,000

300,000

100,000

고분자

47

1. 식육 및 육가공제품 제조장비

2. 발효식품 제조 장비(발효조 포

함)

3. 식품/공중보건제품 포장장비

산업화 전단계 Pilot

Scale 가공 및

품질보증 시스템 구축

1

1

1

400,000

200,000

100,000

품질

총계 8,97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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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4. 방사선연구원 기 확보 연구장비 목록

1.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 지원시스템

순번 연구 장비명 용도 취득일자
취득금액

(단위 : 원)
잔존가치

(단위 : 원)

1 Vaccum Pump evaporator 부속장치 04/09 3,052,050 3,052,050

2 Ductless fume hood 휘발성 용매 작업 00/02 9,052,667 1,000

3 cytological 원심분리기 배양세포 수거 00/08 4,006,825 500,854

4 동결건조기 시료 동결건조 01/10 8,140,000 3,052,500

5 chemical storage 캐비넷 유해 시약보관 00/02 3,169,326 1,000

6 Ice Maker 실험용 얼음 제조 02/12 6,380,000 4,652,084

7 Dry Oven 실험기구 건조 98/09 1,244,380 1,000

8 Dry Oven 실험기구 건조 02/12 1,265,000 922,396

9 전자동 무압력 추출기 03/06 3,080,000 2,630,834

10 현미경 시료 미세 관찰 00/09 4,271,000 533,875

11 현미경 동물세포수 계수 04/05 4,000,000 4,000,000

12 현미경 동물조직 관찰 01/07 2,200,000 825,000

13 역상현미경 동물 배양세포 관찰 00/02 13,618,005 1,000

14 현미경 동물조직 관찰 96/07 12,539,227 0

15 형광시스템 형광 현미경관찰 00/09 17,393,375 2,174,172

16 Shaking 배양기 미생물 액체 배양 98/12 6,460,000 1,000

17 초음파 세척기 기구세척 99/12 1,465,513 1,000

18 Fraction collector 물질분리 98/09 7,184,029 1,000

19 UV spectro photometer 용액의 흡광도 측정 03/07 23,870,000 20,886,250

20 Automatic ELISA reader 흡광도 자동측정 97/08 6,380,000 0

21 ELISA reader accessory ELISA reader 부속 97/09 2,800,000 0

22 냉장고 (showcase) 시약/시료 냉장저장 03/01 630,000 472,500

23 냉장고 시료/시약 냉동저장 97/01 203,000 0

24 냉동저장고 시료/시약 냉동저장 01/06 459,800 114,950

25 냉장고 시료/시약 냉동저장 98/07 1,141,000 1,000

26 Water bath 용액의 온도유지 03/01 1,350,000 1,012,500

27 항온항습기 온도/습도유지 99/07 1,639,000 1,000

28 저울 중량 측정 92/12 2,237,499 0

29 정밀저울 중량 정밀 측정 02/01 2,740,000 1,370,000

30 Vacuum Pump 용액 제거용 98/12 555,047 1,000

31 Tissue homogenizer 동물세포/조직 파쇄 01/09 1,199,000 449,625

32 pH meter 용액의 pH 측정 99/03 1,420,680 1,000

33 PCR기 DNA/RNA 분석 99/01 12,650,000 1,000

34 진공펌프 용액 제거작업 07/01 648,788 0

35 냉장 원심분리기 냉장 원심분리 99/12 2,938,862 1,000

36 Sodic dismembrator 세포/조직 파쇄 01/03 3,520,000 880,000

37 Power supply 직류전원 공급 98/12 1,630,000 1,000

38 Stirred cell model 8400 분자량별 물질 분획 04/09 1,520,000 1,520,000

39 storage container 액체질소 저장 용기 04/02 1,290,000 1,290,000

40 Refrigerated Bath Circulator 04/09 3,164,741 3,164,741

41 Liquid nitrogen tank 세포 냉동 저장 04/02 3,300,000 3,300,000

42 Rotary microtome 조직 슬라이드 제조 01/10 11,914,363 2,978,591

43 Imaging Analysis system 세포내 DNA 손상 측정 01/07 17,226,958 6,460,110

44 Electrochemical Detector DNA 손상 측정 02/09 20,651,943 13,76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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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 장비명 용도 취득일자
취득금액

(단위 : 원)
잔존가치

(단위 : 원)

45 Radiation survey meter 방사선 측정기 96/12 1,927,809 0

46 CCD camera & power unit DNA 손상측정 97/02 3,043,643 0

47 monitor microscope system DNA 손상측정 97/02 1,114,303 0

48 Personal Analyzer genomic 03/01 18,087,904 13,565,928

49 Microarrayrer data processor genomic 03/01 6,438,522 4,828,892

50 Primus 96 PCR machine 핵산증폭 02/11 12,479,455 8,839,614

51 GeneQuant pro Calculator 핵산정량 03/07 6,197,531 5,422,840

52 SE 250 Mighty small II 00/03 1,000,000 1,000

53 semi-dry transfer unit 단백질실험 00/03 1,340,000 1,000

54 2-D Vertical Gel Cell proteomic 02/12 1,756,750 1,280,964

55 Micro-pulser electroporator plasmid 주입 03/11 2995080 2,870,285

56 Power Supply proteomic 02/12 2,723,534 1,985,911

57 IPG Strip Gel E/P Cell, 18cm proteomic 02/12 1,874,628 1,366,917

58 Low Temp. Circulator proteomic 02/12 2,310,013 1,684,385

59 Mini-Gel electrophoresis 전기영동 03/08 522,843 468,381

60 Hot plate stirrer 시료교반 02/12 531,018 387,201

61 Hot plate stirrer 시료교반 02/12 692,719 5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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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 생명과학 연구지원 시스템

순번 연구 장비명 용도 취득일자
취득금액

(단위 : 원)
잔존가치

(단위 : 원)

1
Chlorophyll Fluorometer

Imaging PAM
광합성 측정 02/10 32,900,000 22,618,750

2 Comet Image Analyzer 세포평가 98/11 14,327,629 1,000

3 엽면적측정기 엽면적측정 00/12 15,210,000 1,901,250

4 UV digital radiometer UV 측정 03/08 912,442 817,396

5 Sequencer SQ3 sequencing 97/11 1,390,000 0

6 Conductivity meter 전기전도도측정 00/01 2,622,633 1,000

7 Vacuum blotter system DNA 분석 00/03 3,338,000 1,000

8 Mutation analysis system DNA변이 분석 00/08 16,500,000 2,062,500

9 Gene Pulser II Apparatus 유전자전달 02/07 6,897,000 4,310,625

10 Infra red moisture meter 수분함량측정 01/05 860,000 215,000

11 IR moisture analyzer 수분함량측정 02/01 3,394,236 1,697,118

12 Biologic LP system 단백질분리 00/04 15,290,000 1,000

13 Rotofor Purification system 단백질분리 00/08 7,140,000 892,500

14 GEL ELUTER 단백질분리 99/07 540,465 1,000

15 Trans-Blot Cell 단백질분리 00/03 1,740,000 1,000

16 Protein llxXL Cell wide format 단백질분석 01/10 2,768,240 1,038,090

17 Protean II xi cell 단백질분석 01/10 1,645,661 617,123

18 Miniprotean3 system 단백질분석 00/03 1,164,000 1,000

19 2-D Electrophoresis set 단백질분석 00/04 2,794,000 1,000

20 Jetgene-I 형질전환 00/03 1,320,569 1,000

21 disposable-dialyzer 물질희석 00/11 975,207 121,901

22 Hybridization oven RNA blotting 96/12 2,750,000 0

23 MAXI-MIX II, 240V 물질혼합 02/02 499,813 260,320

24 GEL DOC. SYSTEM 결과기록 99/04 14,520,000 1,000

25 Thermal cycler DNA 증폭 95/03 4,800,000 0

26 Thermal cycler DNA 증폭 95/04 5,100,748 0

27 Thermal cycler DNA 증폭 98/08 16,280,000 1,000

28 Thermal cycler DNA 증폭 02/06 13,409,000 8,101,271

29 Gradient PCR DNA 증폭 04/04 10,910,031 10,910,031

30 Camera DNA band사진촬영 01/10 4,581,093 1,717,910

31 Medium wave UV lamp UV 실험 01/11 1,366,762 512,536

32 Transiluminator DNA 확인 01/10 1,005,840 377,190

33 Gator horizontal gel system 전기영동 02/03 1,150,000 622,917

34 DNA Focus Power Supply 전기공급 02/03 530,000 287,084

35 Power supply 전기공급 96/12 3,168,000 0

36 UV/VIS Spectrophotometer OD측정 90/11 4,571,207 0

37 UV/Vis Spectrophotometer 정량 00/08 18,095,000 2,261,875

38 Inverted microscope 시료관찰 97/05 16,380,761 0

39 MINYI-BEAD BEATER 세균파쇄 01/02 1,068,498 267,125

40 BEAD BEATER 곰팡이파쇄 01/02 844,397 211,100

41 실험실공조기 온도조절 04/08 2,266,308 2,266,308

42 열풍항온기(전기식) 식물체 가온 00/12 1,539,426 192,429

43 Ultrafiltration system 물질분리 00/01 1,601,132 1,000

44 Electronic ice cube 저온처리 00/10 924,226 115,529

45 Freezer dryer 동결건조 03/06 7,490,000 6,397,709

46 크로마토그라피용저온기 물질분리 00/03 1,66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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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 장비명 용도 취득일자
취득금액

(단위 : 원)
잔존가치

(단위 : 원)

47 Clean bench 무균실험 00/09 1,907,115 238,390

48 Vertical clean bench 무균실험 98/08 2,100,000 1,000

49 Hazard Safety Clean Booth 무균실험 96/12 3,520,000 0

50 Fermentor 균 배양 01/10 28,000,000 10,500,000

51 chilling incubator 저온배양 00/10 2,839,966 354,996

52 Chilling Incubator 저온배양 01/10 4,345,000 1,629,375

53 Chilling Incubator 저온배양 01/10 4,345,000 1,629,375

54 Shaking incubator 미생물배양 95/02 3,610,000 0

55 Shaking Incubator 미생물배양 00/12 2,200,000 275,000

56 Shaking Incubator 미생물배양 00/05 2,200,000 1,000

57 Shaking Incubator 미생물배양 00/05 2,200,000 1,000

58 Shaking incubator 미생물배양 93/08 2,800,000 1,000

59 배양기 배양 98/06 3,269,392 0

60 발아 배양기 포자발아 98/10 4,059,410 1,000

61 Growth Chamber 작물 생육 98/08 15,932,420 1,000

62 Growth incubator 작물 생육 00/12 17,248,000 2,156,000

63 Low. Tem. Incubator 발아 및 생육 99/10 2,494,420 1,000

64 Low temperature incubator 발아 및 생육 00/09 4,223,829 527,979

65 Shaking incubator 미생물배양 04/04 2,440,402 2,440,402

66 Growth chamber 식물체배양 02/10 13,530,000 9,301,875

67 CO2 Incubator 동물세포배양 02/03 9680,000 5,243,334

68 Low Temp. Shaking Incubator 세포배양 94/03 0

69 Rotary evaporator, EYELA 용액증박 03/06 2,600,000 2,220,834

70 Vacuum Evaporator 시료추출 96/11 6,000,000 0

71 Shaker 교반기 03/08 1,459,908 1,307,835

72 SHAKING WATER BATH 액체배양 98/07 1,080,693 1,000

73 Economy water bath, USA 중탕 01/10 1,086,151 407,307

74 Water Bath 시료추출 97/10 0

75 ASPIRATOR 음압 98/08 790,694 1,000

76 Vacuum Pump 음압 00/11 593,024 74,128

77 Liquid Nitrogen container 액체질소보관 99/07 1,900,000 1,000

78 초순수제조장치 순수제조 01/02 1,929,000 482,250

79 Dehumidifying cooler, 항온항습 99/09 2,620,000 1,000

80 Ultrasonic cleaner 전자파세척 98/07 1,715,007 1,000

81 Ultrasonic cleaner 세척 03/06 1,650,000 1,409,375

82 냉장고 시료냉장 98/07 1,593,000 1,000

83 냉장고 시약보관 03/07 593,000 518,875

84 냉장고 시약보관 04/07 590,000 590,000

85 냉장고 종자 보관 95/11 860,000 0

86 Cold trap bath 저온실험 00/11 1,764,341 220,543

87 Cold lab chamber 종자저장 99/11 3,511,380 1,000

88 초저온냉동고, -75C 시료보관 00/05 3,410,000 1,000

89 냉장보관 시약용 냉장고, 시약보관 01/01 930,000 232,500

90 냉동고 냉동보관 01/10 310,000 116,250

91 냉동고 시료보관 03/08 330,000 295,625

92 냉동고 시약보관 97/10 314,000 0

93 냉동고 시료보관 99/11 340,000 1,000

94 Deep Freezer 시료보관 02/05 5,665,000 3,304,584

95 Magnetic hot plate stirrer 교반기 01/01 522,033 130,509

96 Hot plate & stirrer 물질 교반 02/03 533,000 288,709

97 Aluminium block bath Heating block 03/06 2,050,000 1,75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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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 장비명 용도 취득일자
취득금액

(단위 : 원)
잔존가치

(단위 : 원)

98 Centrifuge 원심분리 98/12 7,230,000 1,000

99 HIGH SPEED CENTRIFUGE 원심분리 96/04 7,551,849 0

100 High speed centrifuge 원심분리 97/03 8,173,838 0

101 원심분리기 원심분리 95/07 1,430,000 0

102 Micro High Speed Centrifuge 원심분리 02/09 3,840,273 2,560,182

103 Centrifuge 원심분리 02/03 3,280,760 1,777,079

104 Table-top Micro Centrifuge 원심분리 00/04 1,210,000 1,000

105 FIXED ANGLE ROTOR 원심분리 98/06 1,189,621 0

106 Fixed angle rotor 원심분리 00/11 2,491,869 311,484

107 Autoclave 멸균 99/12 3,096,593 1,000

108 Autoclave 멸균 01/12 2,310,000 866,250

109 Autoclave 멸균 99/01 3,115,000 1,000

110 Drying Oven 건조 02/06 2,946,138 1,779,959

111 Convection Oven 건조 96/07 0

112 pH meter pH측정 99/10 1,593,434 1,000

113 PH meter pH측정 01/09 1,283,031 481,137

114 Balance 무게측정 02/02 2,100,000 1,093,750

115 Digital Balance 무게측정 95/03 1,848,000 0

116 Electronic Analytical Balance 무게측정 00/10 3,038,562 379,821

117 Electric balance 무게측정 00/01 737,000 1,000

118 Electronic toploading balance 무게측정 97/10 1,765,500 0

119 air cleaner system 공기정화 93/02 9,052,275 0

120 콤프레샤 고압공기주입 93/02 9,052,275 126,819

121 미도메타 식미측정 02/09 25,769,231 17,179,488

122 전동식곡물탈곡기 벼 탈곡 00/08 580,000 72,500

123 시험용제현기 벼 제현 00/08 2,158,538 269,818

124 동구 705호 현미 정미기 정미 96/11 750,000 0

125 곡물선결기 종자 정선 00/08 480,000 60,000

126 식미성분 분석계 성분분석 00/08 12,100,000 1,512,500

127 계통탈곡기 종자탈곡 01/10 8,690,000 3,258,750

128 식미계측전처리기 전처리기구 02/09 9,230,769 6,153,847

129 시험용연속 정미기 정미 99/11 2,263,225 1,000

130 현미기(TR-200) 도정 98/10 540,000 1,000

131 현미기 도정 04/01 310,200 310,200

132 정미기 도정 98/10 750,000 1,000

133 종자건조용 oven 종자건조 00/10 2,821,500 35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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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 산업용 신소재 연구개발 시스템

순번 연구 장비명 용도 취득일자
취득금액

(단위 : 원)
잔존가치

(단위 : 원)

1 FREEZER MILL 시료분쇄 01/05 7,941,490 1,985,373

2
IMT Portable digital measuring

microscopy system
입도분석 02/10 4,730,000 3,251,875

3 digital camera 99/12 2,423,604 1,000

4 Universal Testing Machine 기계적 특성분석 03/03 103,004,854 81,545,510

5 항온항습장치 시료보관(항온,항습) 00/02 2,770,000 1,000

6 항온항습기 실험실항온항습 04/06 2,500,000 2,500,000

7 철골천막 폐기물보관 98/07 1,000,000 1,000

8 automatic voltage regulator 전기안정공급 01/05 1,120,000 280,000

9 SPECTROPHTOMETER 수질성상분석 92/12 2,803,438 1,000

10 COD REACTOR COD 반응기 92/12 750,929 1,000

11 BOD TESTER BOD 측정 92/12 1,191,461 1,000

12 BOD INCUBATOR BOD 시료배양 92/12 1,802,210 1,000

13 HPLC 수질정량정성분석 95/06 49,153,652 0

14 분광 광도계(DR/4000U) 수질성상분석 96/10 8,500,000 0

15 MICROSCOPE(RM-TH-10) 미세시료관찰 97/07 1,681,983 0

16 MICROSCOPE CAMERA 미세시료관찰 97/07 1,331,036 0

17 시료보관용냉장고 시료보관 00/02 910,000 1,000

18 vortex mixer, IKA, 230V 시료혼합 00/10 300,811 37,602

19 실험용 거치대 실험대 02/08 648,700 418,953

20 냉장고(SR-5056) 시료보관 98/01 898,000 0

21 Rotary Evaporation system, 추출용장치 00/07 3,413,000 426,625

22 Aspirator, EYELA 시료여과 00/07 825,000 103,125

23 Water disitilling apparatus 순수제조장치 00/07 2,268,000 283,500

24 High speed metering pump 시료주입펌프 00/07 1,250,000 156,250

25 High speed metering pump 시료주입펌프 00/08 1,400,000 175,000

26 오존측정기, TOA 오존농도측정 00/08 5,720,000 715,000

27 Liquid Nitrogen Container 액체질소보관 00/08 2,515,000 314,375

28 Power Mixer 시료혼합 00/08 2,095,000 261,875

29 신형전기로 유기성물질휘발 00/10 979,000 122,375

30 Electric Tube Furnace 시료탄화 01/01 1,983,192 495,798

31 balance, 0.1g/3kg, 카스 칭량 02/01 430,000 215,000

32 Conductivity meters 전기전도도측정 02/01 1,466,000 733,000

33 Funnel shaker 시료혼합 02/01 1,793,000 896,500

34 오존 발생기 오존처리용 오존발생기 02/07 9,200,000 5,750,000

35 SPECTROPHOTOMETER 흡광도분석 02/08 11,214,460 7,242,673

36 Portable pH/dissolved O2meter pH 및 용존산소측정 04/04 1,700,000 1,700,000

37 DATA LOGGING SYSTEM 실험데이터처리 97/10 3,400,000 0

38 TABLE TOP CENTRIFUGE 원심분리 98/02 1,827,771 0

39 BOD INCUBATOR BOD시료 배양 98/02 2,210,953 0

40 펌프 시료이송 98/03 2,925,310 0

41 공업용수생산 pilot plant 제작 방사선이용 중수 재이용 99/11 25,100,000 1,000

42 Acme6000 Autosampler GC용 autosampler 02/01 9,596,000 4,798,000

43
방사선조사수처리용반응기챔버

및오존포집용후드제작
오존반응기 및 부품 99/11 3,600,000 1,000

44 Air-reactor tank and agitator 생물학적 슬러지 반응기 04/12 2,226,000 2,226,000

45 Digital refrigeration table 시료보관 03/06 1,000,000 854,167

46 열풍건조대 시료건조 03/09 1,100,000 1,008,334

47 Multipurpose Freezer 시료냉동보관 03/06 700,000 597,917

48 저울 시료칭량 03/11 1,520,865 1,457,496

49 FILLTER PRESS 필터형가압탈수 03/07 2,970,000 2,59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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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 장비명 용도 취득일자
취득금액

(단위 : 원)
잔존가치

(단위 : 원)

50 Jar Tester 슬러지응집효율측정 03/08 692,696 620,541

51 Forced convection oven, 151L 시료건조 03/10 1,552,000 1,455,000

52 분쇄기 고형물파쇄 03/10 1,000,000 937,500

53
Food Waste Fermentation

Machine
유기성폐기물퇴비화 04/03 7,700,000 7,700,000

54 Bubble viscometer kit 점도측정 04/03 1,798,537 1,798,537

55 방사선 조사시료 연속공급 장치 슬러지탈수 04/07 7,000,000 7,000,000

56
연속식 전자선 슬러지 조사 처

리장치
전자선조사반응기 04/08 15,400,000 1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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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 제품의 품질보증 및 안전성 평가

시스템

순번 연구 장비명 용도 취득일자
취득금액

(단위 : 원)
잔존가치

(단위 : 원)

1 Forced convection Oven, 시약/기구건조 03/01 1,420,897 1,065,673

2 항온항습기 균배양 02/06 1,336,000 807,167

3 Clean Bench(Vertical type) 무균작업 03/01 2,655,060 1,991,295

4 Large table-top Centrifuge 시료회수 03/12 6,494,651 6,359,346

5 Micro refrigerated centrifuge 시료회수 03/03 3,150,000 2,493,750

6 냉동기.냉장고 시료/시약보관 98/08 1,744,000 1,000

7 냉장고(시료보관용) 시료/시약보관 97/08 261,000 0

8 Rotary Evaporator 물질 추출 02/12 2,483,977 1,811,234

9 glass assembly of RE 물질 추출 04/01 4,907,986 4,907,986

10 Shaking Incubator 균배양 03/12 2,084,097 2,040,679

11 Digital toploading Blance 시료/시약정량 01/03 1,039,448 259,862

12 Aspirator 시료회수 02/12 746,239 544,133

13 Vacuum Aspirator 시료회수 04/01 856,614 856,614

14 PerpHecT Benchtop pH meter 시약제조 02/12 1,083,710 790,206

15 Benchtop Meter, Model:520A 시약제조 02/12 1,559,021 1,136,787

16 Gel-cam Camera, Polaroid 전기영동 03/08 1,082,559 969,793

17 Thermo bath, ALB64 항온기 03/08 664,663 595,428

18 Thermo bath, ALB6400 항온기 03/08 1,074,995 963,017

19 Hot plate stirrer 시료교반 00/02 500,000 1,000

20 MICROSCOPE 시료관찰 98/03 9,091,612 0

21 Vortex Mixer Thermolyne 시료교반 02/12 484,817 353,513

22 Vortex Mixer, IKA 시료교반 00/12 300,000 37,500

23 Minishaker, 200-2500rpm 시료교반 02/12 475,311 346,581

24 UV transilluminator 전기영동 03/08 1,909,842 1,710,901

25 Water bath, 16L 항온기 02/12 692,719 505,108

26 Water bath, 27L 항온기 02/12 692,719 559,799

27 Dancing Shaker 시료교반 02/12 1,394,563 1,016,869

28 Micro-Mill, Grinder 시약분쇄 01/03 2,076,062 519,016

29 Heating block, 1.5 ml 시약반응 00/02 535,000 1,000

30 pH meter 시약제조 04/12 1285151 1,285,151

31 현미경 (EPI-FI attachment) 식품검지 98/11 20,161,501 1,000

32 HARSHAW MODEL 3500 TLD 식품검지 98/11 57,317,932 1,000

33 Pulsed PSL Screening System 식품검지 99/09 33,747,111 1,000

34 ccd camera 식품검지 00/02 2,420,000 1,000

35 모니터(삼성, 20") 식품검지 98/01 1,150,000 0

36 모니터 식품검지 98/05 69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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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5. 대전 및 전남․북 지역 주요 기초과학

분석기기 보유 현황 및 운영실태

1. 전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 원자흡광분광광도계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 5,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용도: 시료를 열에너지로 기체화시켜 기저상태의 원자로 만든 다음, 여기에

hollow cathode lamp로 원소 특유의 파장빛을 조사하면 기저상태의 원자가 빛

을 흡수하므로 기체층을 통과한 빛을 분광기로 분광하여 광전자 검출기로 흠광

도를 측정한다. 실제로는 표준용액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다

음,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원소의 농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

한다. 중성자 원자가 불꽃이나 전기로에서 광원으로부터 조사되는 원자 각각의

특정 복사선의 흡수와 방출을 이용하여 시료 중에 함유되어 있는 원소의 농도를

분석하는 분광법이다.

▶ Digital Autoradiography

◦ 2,000원/건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용 도: 필름을 방사성 동위원소로 현상, 인화하는 과정이 없이 실온에서 Image

Plate에 감광시켜 바로 판독할 수 있다. 기존 필름에 비해 sensitive하므로 바른

시간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다. Southern, Northern, Western, DNA

sequencing, TLC등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다양한 실험과저에 이용할 수 있다.

▶ 생화학영상분석기 (Bio-image analyzer)

◦ 3,000원/건, 사진인화시 8,000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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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용 도: Bio-image analyzer의 생명과학분야에서 neurophysiology, immunology

& cell biology(In-situ hybridization), receptor binding assay 등의 실험에 사용

될 수 있는 장비이며 우수한 해상력과 고감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자

생물학부터 뇌신경학까지 넓은 범위의 Sample들에 적용되며, Imaging Plate가

특히, 동식물 metabolism 분석이나 핵물 유전학 X-ray crystalography 등에 유

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에는 radio isotope detection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Imaging Plate X-ray film photo film co., Ltd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Imaging Plate를 이용하여 sample의 방사선을 검출해 내는 Plate를 사용

한다. 이 Imaging Plate는 반복 재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래의 X-ray

Film보다 수십~ 수백 배의 감도를 지니고 있어서 보다 짧은 시간 안에 월등한

Quality data를 얻을 수 있다. 이 Imaging Plate의 시초는 진단 방사선과에서 사

용이 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생명과학/재료 분야로 확대되어 사용하고 있다.

▶ ESR

◦ 실내온도영역 : 8,000원/시료 + 6,000원/시간

◦ LN2 온도영역 : 12,000원/시료 + 8,000/시간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현광현미경 (luorescence Microscope Imaging system

◦ 1,000원/건

◦ CD로 데이터 저장시 5,000원/장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FT-IR

◦ 2,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171 -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Micro Cell manipulator

◦ 1,000원/건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미세영상분석기 (Microscopic Image Analysis System)

◦ 3,000원/건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라만분광광도계 (FT-Raman Spectrometer)

◦ 2,000원/시간, 기본 시료1개당 2,000추가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용도: 빛이 분자에 의해 산란되면 진동수에 변화가 생긴다. 즉 산란을 일으키는

분자와 입사광 사이에서 에너지 교환이 있게 되며, 이 에너지는 분자의 에너지

준위 수준에서 전이를 발생시킨다. 이때 산란된 빛의 에너지를 측정하여 분자의

구조(Conformation, Configuration etc.)등을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가

Raman Spectrometer이다.

▶ 열분석기 (Thermal Analyzer)

◦ DSC : 4,000원/시료, DEA : 20,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용 도: 어떤 물질에 온도변화를 줌으로서 그 물질의 특정한 온도에서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기로 질량, 온도, enthalpy, demension, 역학적 특성등을 온

도의 함수를 측정하여 시료의 열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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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tra-Short Pulse Laser

◦ 2,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X선 회절분석기 (X-ray Difractometer)

◦ 3,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용 도: X-선 회절분석기는 분말시료 혹은 결정질의 물질속에 있는 원자들의 배

열과 상호거리에 관한 지식과 금속, 중합물질 그리고 다른 고체들의 물리적 성

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또한 임의 시료가 어떠한 성분으로 구

성되고 있는지 몰라도 X-ray를 조사시켜 나타나는 회절패턴(diffraction pattern)

을 이미 알고 있는 시료에서 얻어진 회절패턴과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다.

▶ 만능 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

◦ 2,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아미노산 분석기 (Amino Acid Analyzer)

◦ 5,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용 도: 아미노산 분석기는 각 아미노산의 전화의 세기를 이용하여 이온교환

column속에 충진된 수지에 결합시킨 후 pH가 다른 buffer를 각각 투입하여 용

출되는 속도의 차이(주로 pK에 의해서 결정)를 이용하여 Ninhydrin과의 반응

화합물을 두 개의 파장의 UV검출기를 통하여 그 흡광도를 측정하여 용출되어

나온 분획을 모아서 분석하여 그 자료를 기록하는 것까지 자동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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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염기서열 분석기 (DNA sequencer)

◦ 20,000원/1샘플 로딩(시료는 개인준비, 로딩만 할 수 있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유세포분리기 (FACS Vantage)

◦ 3,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유기혼합물의 분리, 정성, 정량 등 분석 목적 외에 분리 정제등 분취 목적에도

이용이 가능한 기기로서 시료, 충진제, 용매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달리 분리 전개가 매우 복잡하지만 그 분리

에도 무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HPCL는 이동상이 액체이고 분석물질은 대개

비휘발성 또는 열에 의해 쉽게 분해되는 혼합물질을 분리 측정한다. 고얍의 펌

프를 이용하여 시료를 빠른 유속으로 칼럼을 통과 시키면 칼럼내의 충진물과 시

료의 물질들과의 친화도 차이에 의하여 분리된다. 이렇게 분리된 성분을 각각의

적합한 검출기를 이용하여 검출한다. HPLC는 칼럼의 충진물질 입자크기를 현저

히 작게하고 칼럼 재질을 개량하여 측정효율과 범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일

반 LC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 단백질분석기 (Perfusion Chromatography)

◦ 자체 칼럼 사용시 5,000원/시간

◦ 기기만 사용시 1,000원/시간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열발광검지장치 (Thermoluminescence System)

◦ 1,000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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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동물행동 측정기 (Ethovision)

◦ 1,000원/일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초박절편기 (Ultramicrotome)

◦ 직접사용시 2,000원/개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UV-VIS Spectrophotometer)

◦ 2,000원/시간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용 도 : UV-VIS Spectrophotometer는 더블 빔으로 자외선(UV), 가시광선(VIS)

분광영역에서 작동되는 범용 분광계이다.

▶ 초고속 원심분리기 (Ultracentrifuge)

◦ 1,000원/시료(시료는 의뢰자가 준비)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10,000원/시간(기본요금적용)

◦ STEM/EDS 분석 : 15,000원/시간(기본시간적용)

◦ 필름출력 : 2,000원/장, 폴라로이드출력(필름지참) : 1,000원/장

◦ 프린터출력 2,000원/장, 코팅 2,000원/회



- 175 -

◦ 용 도 : 투과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과 그 원리가 비슷하다. 전자현미경에서의

광원은 높은 진공상태에서 고속으로 가속되는 전자선이다. 전자선이 표본을 투

과하여 일련의 전기자기장 또는 정전기장을 거쳐 형광판이나 사진플름에 추점을

맞추워 투사된다. 투과전자현미경은 전자가 시료에 입사됭어 상호작용을 한 후

시료를 통과하여 투과빔과 회절빔이 나올 때, 빔의 특정부분을 이용하여 명시야

상(bright field image), 암시야상(dark field image), 회절도형(diffraction pattern)

등을 얻을 수 있는 장비이다. 이것은 약 150만 배율까지를 직접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은 결정 결함구조를 관찰하는데 유용하다. 암시야상은 식출물 등의 늑정

한 부분이다 결함으로부터 회절된 빔만을 사용하여 얻는 영상이므로 시료 내에

여러 가지 석출물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 석출물을 구분하여 영상을 얻을 수 있

고, 특정 결함을 선택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중앙부분의 투과된 빔과 회절

된 빔을 함께 사용하여 얻어지는 고분해능상을 이용하여 격자결함 주위의 원자

배열을 밝혀낼 수 있다. 회절도형은 결정구조에 따라서 일정하게 배열괸 점이나

환모양의 띠로 나타난다. 이를 분석하면 시료의 결정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이상의 회절도형, 명시야상, 암시야상을 얻으면, 시료에서의 구조학적인 정보

를 거의 모두 알 수 있다. DP(회절상)로서 결정의 격자 상수와 대칭성 등을 규

명할 수 있고, EDS(에너지 분산 X-ray분광 분석)로 원자의 종류와 양을 분석할

수 있다

▶ 주사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8,000원/시간(기본요금적용)

◦ 필름 출력 5,000원(3,000원 필름준비시)/롤

◦ 열전사출력 1,000원/장, 프린터출력 100원/장, 코팅 500원/개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용 도: 가속된 전자 beam을 시료위에 주사시켜 시료로부터 튀어 나온 2차 전자,

방산란 전자, 엑스선을 이용하여 scintillater에 검출된 2차전자는 광전 증배관으

로 운반되어 여기서 신호가 증폭 된 후 다시 video amplifier에서 영상 신호 증

폭을 거친 후 CRT에서 시료 표면의 미세한 요철상, 조정상을 관찰하게 되며 엑

스선을 이용하여 마이크론 부분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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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소분석기 (Elemental Analyzer)

◦ C.H.N 만 분석 5,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피 (Gel Permission Chromatography)

◦ 20,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이온 분석기 (Ion Chromatography)

◦ 70,000원/10개까지, 3,000원/1개 추가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액체분취크로마토그래프 (Preparative High Performance LC System)

◦ 2,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Gas Chromatography/Mass)

◦ 5,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핵자기공명분광기 (FT/NMR Spectromter)

◦ H : 3,000원/시료. 13C, 기타핵종 : 4,000원/시료

◦ 2D(1H-1H) : 10,000원/시료, 2D(1H-13C) : 15,000원/시료

◦ 타 대학 및 벤처기업, 공공기관연구소는 교내 이용자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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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 및 일반은 교내 적용 금액의 2배

▶ 단결정 X-선 회절분석기 (X-ray Diffraction Image Processor)

◦ X-ray generator에 의해 발생된 X선을 단결정 시료(분자량이 큰 유기 및 생체물

질, 무기물질)에 조사하고 발생하는 원자들의 회절을 이용하여 분자구조를 결정

하는 X선 회절분석장치로, 기존의 필름을 이용하지 않고 Imaging plate에 빅접

회절된 X선이 흡수 된다.

◦ 여기에 제이저 빔을 주사하면 X선의 강도에 비례하여 photo-stimulated

luminiscence가 발생하고, 이것을 디지털신호로 기록하여 컴퓨터를 이용 계산,

분석하는 장치로써 신속, 정확하고 매우 감도가 높으며 데이터 처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 모세관전기영동장치 (High Performance Capillary Electrophoresis System)

▶ Laser Scanning Confocal Microscope (Confocal Microscope)

▶ Microwave CVD System(E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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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과학기술원

▶ DNA/RNA synthesizer and sequencer

▶ 형광현미경 (Fluorescence microscope)

▶ 영상해석장치 (Graphic super computer system)

▶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 초고속원심분리기 (Imbalance tolerant drive ultreacentrifuge)

▶ 이글아이2 Eagle Eye II (Image documentation system)

▶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 (Ion Chlomatograph system)

▶ 탁상용 초 원심분리기 (Table top ultrqacentrifuge)

▶ 광학현미경 (Optical microscope system)

▶ 펩티드 합성기 (Peptide synthesizer)

▶ 분취용액체크로마토그래피 (Preperative liquid chromatograph)

▶ 켄치프로우 시스템 (Quench-flow system)

▶ 형광비율측정기 (Ratio Fluorescence spectrometer)

▶ 고속 이중빔 UV/Vis 스펙트로포토미터 (Spectrophotometer)

▶ Stopped-Flow-system

▶ 생체고분자측정장치 (X-ray diffractometer)

▶ 전기영동장치 (Molecular structure analysis instrument)

▶ Phospho imager system

▶ Fluore/Lumi spectrophotometer

▶ 액체크로마토그래피 (Preparative FPLC system)

▶ 염기서열분석기 (Automatic DNA Sequencer)

▶ 대안초점직립현미경 (Fixed stage uplight microscope)

▶ 델타스캔시스템 (delta scan system)

▶ Automatic Tissue Processor

▶ 등온도 적정 열량계 (Isothermal titration calorimeter system)

▶ Cooled CCD monochrome camera

▶ 전단백제 실험 자동데이터 처리 시스템 (Proteomics data analysis system)

▶ LC/MS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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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2003년 첨단기기 분석 실적

구분 본소 분소 계 전년대비 증가율(%)

건수(건) 3,062 10,678 13,740 1%

시료수(개) 37,076 68,813 105,889 10%

이용자수(명) 1,076 3,038 4,114 1%

▶ 2004년 첨단기기 분석 실적

1월 2월 3월 4월 계

건 수 959 891 1,051 939 3,840

시 료 수 13,306 5,754 7,044 5,616 31,720

이 용 자 수 566 516 589 560 2,231

기 관 수 343 312 343 328 1,326

금 액 (천원) 152,947 138,051 143,949 133,268 568,215

▶ 광주분소

구분 1월 2월 3월 4월 계

건수(건) 190 205 247 251 893

시료수(개) 822 925 1,173 1,222 4,142

이용자수(명) 70 68 98 97 333

기관수 31 24 32 42 129

금액 (천원) 8,136 9,509 11,253 12,436 41,334

▶ 전주분소

구분 1월 2월 3월 4월 계

건수(건) 40 47 66 56 209

시료수(개) 235 511 548 621 1,915

이용자수(명) 35 36 46 38 155

기관수 23 22 26 19 90

금액 (천원) 4,209 7,677 9,040 7,600 2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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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원내․외의 분석기술 지원

- 다양한 분석시료에 대하여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한 화학분석(유기․무기분석)

과 재료분석 (표면․구조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연구지원 및 연구방향

제시

- 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한 분석기법 개발 연구

- 첨단 소재의 최신분석기법 개발, 무기․유기․표면분석을 위한 표준시료제조

및 분석방법의 표준화

◦ 무기 특성 분석 평가 기술 개발

- 환경(수질,토양) 및 식품의 오염측정 연구, 비파괴 분석법(XRF, XRD)에 의한

상태분석 연구

- 유기 특성 분석 평가 기술 개발

- 유기물, 환경시료(수질,토양,대기), 천연물, 고분자 및 생체 고분자의 정량/정성

및 구조 분석 연구

◦ 표면 특성 분석 평가 기술 개발

- 첨단 표면 개질 기술인 플라즈마 이온 주입 (PSII), 이온빔 이온주입(ion

implantation) 등을 이용한 금속, 고분자, 반도체, 세라믹, 생체재료 분야의 신

소재 개발

▶ Emission Spectrometer (ES)

◦ 철강,비철등 전도성 물질들의 직접분석(10ppm~주성분)

◦ 광석,암석,유기물,고분자 등 비전도성 물질들의 직접분석(10ppm~주성분)

▶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XRF)

◦ 각종 시료의 비파과분석[Fluorine(9)~Uranium(92)]

◦ 미지 시료의 정성 및 정량분석

▶ X-Ray Diffractometer (XRD)

◦ 유.무기 재료의 화학 결합 상태 분석으로 구조 규명



- 181 -

◦ Carbon/Sulfur/Hydrogen/Nitrogen/Oxygen Determinator(EA)

◦ 철강,비철및 무기재료중의 탄소,황,수소,질소 및 산소분석

▶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Flame AAS/GFAAS)

◦ Flame:60여개의 금속 또는 준금속을 ppm이상 주성분까지 분석

◦ GFAAS:극미량 원소분석(ppb~ppm)

▶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ICP-AES)

◦ ppm 이상 금속 성분 또는 준금속 분석

▶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er(ICP-MS)

◦ 극미량 분석 ppt~ppb

▶ Ultraviolet/Visible/Near Infra Red Spectrometer(UV/VIS/NIR)

◦ 유기 및 무기시료의 정성 정량 분석

▶ Gas Chromatograph(GC/MS)

◦ 각종 유기 시료의 휘발성 성분의 분리 및 분석

◦ 식품이나 환경 시료중의 극미량 유독성 잔류물질 분석

▶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HPLC & LC/MS)

◦ 각종 유기성 시료의 고온 분해성 시료 중 유기성분분리 및 분석

◦ 식품이나 환경 시료중의 극미량 유독성 잔류물질의 분리 및 분석

▶ Ion Chromatograph(IC)

◦ 이온성 유기 화합물들의 분리,정성및 정량분석

◦ 이온성 무기 화합물들의 분리,정성및 정량분석

▶ Thermogravimetric Analyzer/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TGA/DSC)

◦ 각종 시료들의 온도변화에 따른 열적 성질 및 열안정성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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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ion kinetics, Purity analysis, Composition analysis

▶ Elemental Analyzer(CHNOS Analyzer)

◦ 유기시료중의 C,H,N,O,S 의 분석으로 조성 및 구조 규명

▶ Luminescence Spectrometer

◦ 형광성 시료의 확인 및 분석

▶ FT-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FT-NMR)

◦ 유기 화합물 및 천연물의 화학적 구조 규명

◦ 생체 고분자/분자 구조 규명

▶ FT-IR Spectrometer(FT-IR)

◦ 유기 화합물의 관능기 확인

◦ 유기 화합물 및 무기 화합물의 구조 결정

▶ Air GC & Air GC/MS

◦ 대기환경 오염물질 분석 및 확인

▶ Air GC/MS/MS

◦ 대기환경오염물질의 분자구조 분석 및 확인

◦ 휘발성 유기물의 극미량분석(~sub ppb)

◦ 악취물질의 정량분석

▶ Circular Dichroism Spectrometer(CD/ORD)

◦ 생체물질 구조분석

◦ 유기물 이성질체 분석 규명

▶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poe)

◦ 비파괴,표면성분 원소의 확인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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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cal shift 측정에 의한 결정상태 규명

▶ AES/SAM(Auger ElectroSpectroscope/Scanning Auger Electron Microscope)

◦ 표면 관찰 및 원소의 정성.정량 분석

◦ 깊이방향 원소분포 및 화학적 상태 분석

▶ STEM(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미세구조,원자배열 분석 및 조성분석

◦ X-선 미세 구조분석

▶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표면 관찰

◦ 원소의 정성.정량분석,분포분석

▶ TOF-SIMS(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 표면 관찰 및 깊이분포 분석

◦ 분자구조 분석 및 원소의 정성,정량분석

▶ RBS(Rutherford Backscattering Spectrometer)/Channeling

◦ 원소조성의 비파괴 정량분석

◦ 소재의 결정성 및 결함 분석

▶ ERD(Elastic Recoil Detection)

◦ 수소를 비롯한 경원소의 비파괴 정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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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6. 과제제안요구서(RFP) (안)

1.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연구시설/장비구축 과제제안요구서

연구기반확충사업 연구시설/장비구축운영

단위과제명  국가 방사선기술 고도화 기반확충 사업 CODE

 ■ 최종목표
   - 신설되는 국가 방사선 기술 전문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자립기반 구축
   - 방사선기술 산업집적화 단지 구축 및 산․학․연 기술 지원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 단계별 연구목표

1차년도 ('05) 2차년도 ('06) 3차년도 ('07)

-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1)

-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설치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2)

-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설치 
및 산업/의료용 RI 생산/분배 
시스템 구축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 
(3) 및 산업 지원 Pilot scale 
시험시설 구축

 ■ 1차년도 연구내용 및 범위
  -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 방사선/RI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 표적조사 및 이송장치 개발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1)
   ․ 방사선 이용기술의 첨단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야(신소재/신제품 분석, 효능평가 연구) 지원을 위한 ESR, 

NMR, Brabender 등 기반 연구장비 구축

 ■ 2차년도 연구내용 및 범위
  -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설치
   ․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및 설치
   ․ 표적조사 및 이송장치 개발 및 설치
   ․ 싸이클로트론 생산 RI용 Hotcell 제작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 시스템 구축(2)
   ․ 방사선 기술 및 RT/BT/NT/ST 융합기술의 실용화/선진화를 위한 GC/MS, LC/MS, FTIR, FACS 등 핵심연구장비 

구축

 ■ 3차년도 연구내용 및 범위
  -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설치 및 산업/의료용 RI 생산/분배 시스템 구축
   ․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개발 및 설치
   ․ Beam line 등 표적조사 및 이송장치 개발 및 설치
   ․ 싸이클로트론 생산 RI용 Hotcell 제작
   ․ RI분석 전용 LC, LC/MSD, RI용 TLC 등 분석장비 구축 
  - 방사선/방사선 융합기술 선진화를 위한 기초과학 분석시스템 구축(3) 및 산업지원 Pilot scale 시험시설 

구축
   ․ TEM/SEM, MaldiTop, ICPM spectrometer 등 핵심연구장비 및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Pilot scale 시험시설 

구축   

 ■ 특기사항
  - 본 과제는 방사선연구원에서 수행될 방사선기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기반 핵심 

연구장비를 포함
  - 주관연구기관은 시설구축에 필요한 건물을 제공
   ․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개발설치 및 연구를 위한 필요시설의 건설은 국가출연금에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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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활용되고 있는 방사선 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화하여, IT 이후 국가 경제 산업발전의 원동력

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인프라 기반구축 및 산업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

히 국가 방사선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의 연구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전개하며, 산․학․연 관련 기관에서 첨

단 방사선 연구시설의 활발한 이용을 위한 이용자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 최신 정보제공 및

공유와 동북아 지역 RT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집중적인 시스템 구축과 미래 전문

가 양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의 연구목표는 신설되는 국가 방사선 기술 전문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방사선 및 방사선 융합기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자립기반 구축, 방사선 기술 산업 집적화 단지 구축 및 산․학․연 기술혁신 지원

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이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 방사선 기술 고도화 지

원시스템 구축 분야에서는 30 MeV 대전류 싸이클로트론 제작,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산업

및 의료용 동위원소의 생산, 관련 연구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고 아울러 방사

선 및 방사선융합기술 선진화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방사선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다. 방사선 기술 전문가 및 관련 산업 기술자 양성 시스템 구축 분

야에서는 RT 전문 및 산업 기술인력 양성으로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여 2010년 RT분야

동북아 허브 구축 및 2015년 G-5 진입기반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산업체 기술 지원 및 산․

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는 방사선연구원 중심 RT 산업 집적화 단지 구축 및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과학 육성에 기여한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국가 방사선기술, 기반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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