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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주요성과 및 평가

1  그 동안의 주요성과

 국가 방사선 연구개발 역량의 구축

◈ 2012년 정규직 92명 규모로 성장 및 인적자원 고도화(총 인력 231명)

  ○ 국가 방사선이용 분야 진흥정책 태동기인 2004년 연구소 설립 추진 시에는 

30명(연구인력 24명, 지원인력 6명) 규모로 연구수행

  ○ 2006년 초반 연구소 기반시설 구축 및 정읍이전 당시 63명 (대전본원 이전 

연구인력 27명, 지원인력 12명, 정읍 신규인력 24명)의 인적기반으로 

연구개시

◈ 2012년 총예산 500억 규모로 성장(R&D 연구비 300억)

  ○ 2004년 설립 추진 시 R&D 연구비(약 47억 규모)의 약 6배 이상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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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기기 개발 및 활용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사선기기연구부 신설

   (2011년 정읍으로 이전 확대개편)

◈ 방사선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신설(2011년, 방사선실용화기술부)

◈ 고부가가치 방사선 신산업(신기술‧신제품 개발) 창출, 방사선기업 육성 등 

중점추진 분야를 특화하여 국가적 현안해결을 위한 강소형연구소 조직

으로 육성(2011년) 

◈ 방사선기술(RT) 분야 IAEA Collaborating Centre 지정에 따른 국제협력 활동

(공동연구, 인력양성, 산업 성장 등) 강화(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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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방사선 조사시설(고‧저준위 감마선, 전자선, 이온주입 장치), 감마파이

토트론, 실험동물실, 육종시험장 등 운영개시

◈ 2009년 30 MeV 사이클로트론, 방사선국제협력관, RFT 실용화연구동 준공 

◈ 2012년 RI-Biomics센터 준공 및 방사선육종연구센터, 방사선기기연구동 건설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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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방사선 이용기술 연구개발의 성과 창출

◈ 국내 최고그룹 수준의 우수 연구논문 및 특허를 통한 연구성과 창출

  ○ 1인당 SCI/E 논문게재실적 학연그룹 중 광주과기원에 이어 2위(2010년 기준)

◈ 28개 기업대상 32건 기술이전 성과(누적 기술료 약 41억) 및 기술출자형 

연구소기업 설립(2개 기업)

 

구  분구  분
SCI/E 논문(게재)SCI/E 논문(게재) 특허출원특허출원

국내국내 국외국외 계계 1인당1인당 국내국내 국외국외 계계 1인당1인당

최근 5년 
누적평균

114
(22.8)

282
(56.4)

396
(79.2) 1.29 164

(32.8)
41

(8.2)
205
(41) 0.67

 

기술이전기술이전 연구소 기업(기술출자)연구소 기업(기술출자)

이전기업이전기업 이전기술이전기술 기술료기술료 출자기업출자기업 매출매출 ( (‘11년)11년) 출자지분출자지분

28개 32건 41억 ㈜선바이오텍
㈜서울프로폴리스

530억원
 19억원

2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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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분  야 대   표   성   과대   표   성   과

산업 신소재

개발

환경

RI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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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분  야 대   표   성   과대   표   성   과

식품‧생명공학

농업생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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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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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 미래전략사업 요약

1  기획방향

 미래사회 메가트렌드와 미래전략사업 도출

미래사회 트렌드 및 과학기술 이슈의 시사점을 통해 트렌드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 이슈, 기회 및 위협요인 등을 분석하여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방사선 분야 미래전략사업 도출

미래
사회 
메가

트렌드

인구구조 
변화

갈등위험
증가

산업구조 
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과학
기술
이슈

저 출산‧노령화 

지속 심화로 

실버사회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 

체계적인 
안전‧보안 및

감시‧대응
시스템 요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선안전  
기술요구)

산업구조 변화 

및 지식재산권 

무한경쟁대비

핵심 원천기술 

조기 확보 필요

녹색기술 및 

친환경에너지 

생산

환경복원기술 

요구

고령화
(헬스케어)

안전
(생활방사선) 물질(소재) 친환경에너지

방사선기반 

실버사회 대응 

헬스케어 

기술개발

생활환경방사선 

연구

이온화에너지 

물질반응 

메커니즘 연구

방사선융합 

친환경에너지 

생산기술개발

4대 키워드 도출

미래 방사선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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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사업 기획체계

대내‧외 환경 및 역량분석을 토대로 미래전략사업 기획도출

환경변화 분석 핵심역량 분석
범부서 융합과제로 

인프라와 연계

❍ 권역별 방사선 인프라 구축 

및 기술특화 추진 가속화에 

전략적 대응 필요

❍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현안해결

❍ 기초/원천 연구 및 대형 

실용화 과제 발굴

❍ 기초-응용-산업의 선순환 

기술흐름 구조 확립을 통한 

방사선 R&D 주도권 확보

❍ 연구팀/Lab별 강점분야의 

시너지 창출

❍ R&D와 인프라 연계 대형 

기획과제 발굴

❍ 출연(연), 대학간 협력연구 

채널 강화

미래전략사업 기획

이온화에너지 물질반응 메커니즘 연구 방사선융합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개발

▪ 기초연구 Data 활용 연구경험으로 실현 
가능성 확보 유리

▪ 연구소 도약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R&D 
역량확보 분야

▪ 연구팀별 개별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시너지 
효과 기대

▪ 병목기술 해결로 글로벌 이슈 대응 국가 
현안해결 가능

▪ 방사선 기술을 녹색성장기술의 한 축
으로 자리매김

▪ 공익성(친환경)과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에너지) 역할 기대

생활환경방사선 연구 방사선기반 실버사회 대응 헬스케어기술개발

▪ 생활환경방사선법 및 정부정책 방향 
반영

▪ 우수한 핵심역량을 활용한 R&D 주도권 
확보필요

▪ 협력연구 채널을 활용한 연구소 성장
기회 제공 관심증대

▪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파급효과 기대

▪ 중점추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다양한 
산업성과 창출 기대

▪ 방사선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
효과 탁월, 국민 삶의 질 향상기여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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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장기비전

전략목표

미래전략사업

목표

Radiation R&D Global Leader

2022년 세계 7위권 방사선기술국으로 발전  

  탈추격형 기초‧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국가 신산업․신시장 창출

  병목기술 해결로 글로벌이슈 대응 녹색성장기술의 한계돌파

  생활환경방사선의 과학적 평가/분석연구로 국민수용성 개선 

  미래 사회문제를 해결할 국민체감형 개발기술의 고부가산업화

  미래 방사선 원천기술 특화 및 산업육성의 인프라 거점화 

미래전략사업 중점 연구 분야

이온화에너지 

물질반응  

메커니즘 연구

◈ 방사선원별 화학물질 이온화 연구

◈ 방사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연구

방사선융합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방사선융합 그린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 방사선융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생활환경방사선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 관리 및 모니터링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의 생태계영향 연구

방사선기반 

실버사회 대응 

헬스케어 기술개발

◈ 방사선융합 고령 친화형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 방사선기술 기반 만성질환 예방‧치료물질 및 진단기술 개발

미래 방사선기술 

역량강화      

기반확충

◈ 대단위․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구축

◈ 에너지 준위별 방사선발생장치 시설구축

◈ 방사선기기 성능 인증평가 시설구축

◈ 생활방사선안전구축센터 구축

◈ Tandem 중이온 가속기 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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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시장 지향적 사업기획 기반 기초‧원천기술 확보(기초) → 고도화 및 

실용화(응용) → 산‧학‧연 협력강화(산업) 연계를 통한 우수성과 확산 

및 차기 혁신기술 발굴의 선순환 기술흐름에 따른 사업기획 및 수행

국가 방사선 선도연구 및 신산업 창출 강소형연구소 역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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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사업 로드맵

◈ 국가 방사선기술의 탈추격형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독창적‧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발전으로의 파급효과 기대

◈ 기술선도 전략형 R&D수행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다수 보유중인 관련 

연구 인프라의 국내 구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고LET 선원 활용 기초‧원천기술 확보로 국내 구축중인 양성자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등 활용연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하고자 함

◈ 가시적 성과 중심의 응용과학 투자 포트폴리오 집중을 보완하여 기초‧원천

연구의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마련 및 신산업‧신시장 창출 역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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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사업 성과로드맵

사 업 명사 업 명 연구분야연구분야 성과목표성과목표 예상성과예상성과

이 온 화 에 너 지  이 온 화 에 너 지  

물 질 반 응물 질 반 응

메 커 니 즘  연 구메 커 니 즘  연 구

방 사 선 융 합    방 사 선 융 합    

친 환 경 에 너 지  친 환 경 에 너 지  

생 산 기 술  개 발생 산 기 술  개 발

생활환경방사선생활환경방사선

연   구연   구

방 사 선  기 반   방 사 선  기 반   

실 버 사 회  대 응 실 버 사 회  대 응 

헬스케어 기술개발헬스케어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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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 연구분야

전략사업 1  이온화에너지 물질반응 메커니즘 연구

 필요성

❍ 

❍ 

 개  요

중점 연구항목

◇ 미래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이온화에너지 물질반응 메커니즘 연구 

및 기초‧원천기술 확보

 □ 연구개발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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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내용

❍ 

❍ 

 성과목표 및 예상성과 

방사

선원별 

화학물질 

이온화

연구

최종목표
❍ 방사선에 의한 화학물질 이온화․화학

반응 메커니즘 제어 기초연구 및 DB 
구축 

방사선 물리‧화학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1단계

❍ 방사선원별 물질 이온화 및 화학반응 

메커니즘 연구

방사선에 의한 

화학물질(폴리올레핀 

등) 영향평가 DB

❍ 유기물질의 화학적 기본 결합구조에 

따른 방사선 분해 특성 연구

방사선에 의한 화학 

기본 결합 구조별 

분해특성 DB

 2단계

❍ 방사선에 의한 물질 구조변화 및 정밀

화학 반응 메커니즘 연구

방사선에 의한 

화학물질 구조/물성 

상관관계 DB

❍ 방사선에 의한 유기물질 구조변화 메커

니즘 연구

산화/환원 라디칼의 

분해 기여도 평가 및 

생물학적 독성 DB

방사

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연구

최종목표
❍ 방사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기초‧

원천기술 연구 및 관련 DB 구축
방사선 생명과학 기초‧원천 기술 확보 

및 미래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1단계

❍ 방사선 이용 생체반응 시스템 규명

방사선에 의한 

생체손상 진단/극복 

원천기술

❍ 방사선과 생물분자와의 반응성/메커

니즘 분석 및 구조변환 예측 모델링 

구축

방사선에 의한 

생물분자 구조변환 

예측 모델링

❍ 이온화 에너지 유도 유전자 변이 분석 

및 DB 구축
유전자 변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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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구 분 성과목표 예상성과

방사

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연구

 1단계
❍ 방사선 반응 유용 단백질의 동정, 구조

변환 및 활성증강 메커니즘 연구

생물소재 

활성증강기술

 2단계

❍ 방사선 이용 생체 반응 조절을 통한 

방사선 급․만성 부작용 극복 기반확보

생체손상 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 및 

극복 기술 확보

❍ 이온화 에너지 유도 특이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규명

이온화 에너지 

유도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 구조변환 예측 모델링으로부터 기능성 

향상 생물소재 발굴 및 작용 기작 

규명

방사선 구조변환 

기술에 의한 

고기능성 신규 

생물소재 발굴

❍ 고부가가치 산업용 효소 및 의료용 

단백질 바이오 소재화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단계별 소요예산

 기대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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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 2  생활환경방사선 연구

 필요성

  ❍ , , 

 

 

 개  요

중점 연구항목

◇ 생활환경 유래 천연 방사성물질 또는 우주/지각 방사선, 인공 방사성물질을 

관측,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연구

 □ 연구개발 목적 

❍ 

 □ 연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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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예상성과 

생활환경
방사선 

관리기술 
연구

최종목표 ❍ 생활환경방사선 관리 및 모니터링 연구 

 1단계

❍ 자연방사능물질의 환경 중 거동 특성 규명
❍ 생활환경방사선 검지시스템 구축
❍ 생활환경방사선 정밀 측정 기술 및  보급형 방사선 

계측기 개발 보급형 방사선 계측기 개발

 2단계

❍ 생활환경방사선 관리지침 및 초과방사선 대응지침 마련
❍ 생활환경방사선 검역기술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표준인 모델 개발
❍ 대단위 생활 방사선 오염에 따른 복구 및 평가기술 개발 농수축산물 방사선 검역기술

생활환경
방사선 

생태계영향 
연구

최종목표 ❍ 생활환경방사선의 인체 및 생태계 영향규명. 방호연구 

 1단계

❍ 생활환경방사선과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생체 복합
영향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 식물생태계 유전물질 영향 연구
❍ 방사성물질(RI)의 생체 내 거동 평가기술 개발 RMG 선정 및 관련 특허출원

 2단계

❍ 생활환경방사선과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생체 복합
영향 해석기반 구축연구 

❍ 원전, 방폐장 주변 방사성 물질 노출검지 및 식물 
생태계 영향 연구

❍ 생활환경유래 방사성물질의 제조 및 방사선 영향 
평가지표 발굴

CNS급 연구논문 발표

 단계별 소요예산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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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 3  방사선융합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필요성

❍ 

❍ 

 개  요

중점 연구항목

 ◇ 친환경에너지 생산/실용화의 기술적 병목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사선 

융합 핵심 요소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가 에너지 자급률 개선

 □ 연구개발 목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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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내용

❍ 

❍ 

 성과목표 및 예상성과 

방사선융합 
그린

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 기술 이용 에너지 저장장치 소재 및 차

세대 태양전지 소재 개발
- 고효율 전력저장 장치용 소재
- 고효율 인쇄형 태양전지용 소재

 1단계

❍ 고효율 전력 저장 장치 소재용 전해질 개발
❍ 신규 전도성 고분자 개발 
❍ 방사선원별 전도성 고분자 전기적 특성 제어연구
❍ 신규 전도성 고분자 개발
❍ 대면적 투명 Film Type DSSC 모듈개발 리튬 이차전지

 2단계

❍ 고효율 전력저장 장치용 전극 효율개선 
❍ 인쇄전극과 개발된 고분자의 적층 필름간의 

전기적 특성제어 및 일함수 제어연구 
❍ 인쇄전극과 개발된 일함수 변화용 고분자 이용 

유기태양전지 단위소자
❍ 탈부착 Film type DSSC 양산기술 개발

유기태양전지 활용기술

방사선융합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융합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생물자원 및 

상용화 생산기술 개발

- 고생산 바이오에너지 원료공급을 
위한 생물(식물, 해조류 등) 자원 

- 방사선 단백질 구조변환 기술 
이용 바이오매스 고효율 당화기술 

 1단계

❍ 바이오에너지용 셀룰로오스 고함유 및 극환경 
내성 아열대 도입 식물 유전자원 국산화 개발 
및 대량 생산체계 구축

❍ 미세조류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바이오 디젤 생산
기술 개발

❍ 방사선이용 유용 단백질의 활성 증강기술 및 
유용단백질의 고활성 나노구조체 개발

바이오에너지 섬유식물자원(케나프)

 2단계

❍ 바이오매스 증진환경 내성 바이오디젤 식물 
유전자원 개발 및 대량 생산체계 구축

❍ 방사선 육종을 이용한 거대조류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및 경제성 확보기술 개발

❍ 나노단백질 구조체 이용 당화효율 최적화 연구 
및 최적 나노단백질 구조체 활용 바이오에탄올 
생산효율 향상기술 개발

바이오에탄올 생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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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소요예산

 기대효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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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 4  방사선 기반 실버사회 대응 헬스케어 기술개발

 필요성

❍ 

❍ 

 개  요

중점 연구항목

◇ 국가적 현안인 고령화 사회 대비 고령 친화형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및 만성질환 예방/치료 및 진단기술 개발 등으로 국민복지 향상, 및 방사선 

新산업 창출 등 방사선융합 핵심기술 개발

□ 연구개발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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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내용

❍ 

❍ 

 성과목표 및 예상성과

방사선 융합 

고령 친화형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기술 기반 의료기기 및 기관조직 

재생용 헬스케어 제조기술 개발 및 상용화 

미래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과

국민보건 증진 및 보건의료 기술 선진화

 1단계
❍ 의료기기 및 기관조직 재생유도용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재생 유도체내 

세포이동 

분석시스템

 2단계
❍ 의료기기 및 기관조직 재생유도용 

신소재 활용기술 개발

생체모방형 

기관조직 재생 

유도체

 3단계
❍ 의료기기 및 기관조직 재생유도용 

신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

치료 및 기능보조형 

의료기기

방사선기술 

기반 

만성질환 

예방‧치료

물질 및 

진단기술 

개발

최종목표
❍ 방사선기술 기반 만성질환 예방․치료 물질 

및 진단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화 
미래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과

국민보건 증진 및 보건의료 기술 선진화

 1단계
❍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만성질환 제어 

및 진단 원천기술 개발

RI이용 

신약평가기술

 2단계
❍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만성질환 제어 

후보물질 발굴 및 진단 핵심기술 개발

만성질환

예방․치료 소재

 3단계
❍ 만성질환 예방/치료 신약 후보물질 

도출 및 만성질환 진단 바이오센서

/칩 시작품 제조

질병 진단용 

바이오센서/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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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소요예산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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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 5  미래 방사선기술 역량강화 기반확충

 필요성

❍ 

 사업개요

중점 연구항목

◇  ‘국가적 현안 해결’, ‘국민 복지 향상’, ‘방사선 新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 방사선 핵심 연구 인프라 구축추진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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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예상성과 

대단위․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구축

❍ 첨단 부품소재 제조 등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

구센터 구축

- 대면적 그린에너지(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막 등) 
소재, 대형 풍력발전 시스템, 중소형 선박 복합재, 항공
우주 복합재, 국방용 신소재 등의 제조에 필요한 다목
적 실증연구센터 구축

- 저에너지 전자빔 발생장치 구축

에너지 준위별 

방사선 발생장치 

시설구축

❍ 방사선 원천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사선 발

생시설 구축

- 초고속방사선 이용 라디칼 거동연구 인프라

- 전자빔 기반 고강도 복합방사선 발생시설

방사선기기

성능 인증평가 

시설구축

❍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인증 연구실험동 건립 

및 연구 장비 구축

-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인증 연구실험동 3,300㎡건립

-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인증 연구 장비 구축

생활방사선

안전구축센터

❍ 생활방사선안전구축센터 

구축

- 생활환경방사선 관리 및 모니터링 연구시설

- 생활환경방사선의 인체 및 생태계에의 영향규명, 방호

연구 

Tandem

중이온 가속기

❍ 고에너지 중이온 탄뎀형 

가속기 기반구축(10MV급)

- 고에너지 중이온 빔 탄뎀 가속기 구축

- 중이온빔 인출 및 조사장치 설계 및 구축

- 중이온빔 이용자 시설구축

 단계별 소요예산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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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 연구소 중장기 발전전략

1  중장기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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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발전 로드맵

예산 : 500억예산 : 500억

인력 : 92명인력 : 92명

예산 : 800억예산 : 800억

인력 : 130명인력 : 130명

예산 : 1200억예산 : 1200억

인력 : 200명인력 : 200명

중점추진사업

주요 성과물

주요 

융합연구

시설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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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장기 R&D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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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장기 시설구축 로드맵



<첨부> 미래전략사업 기획(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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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사업 기획(안) 내역

전략사업 중점 연구 분야 소요예산(억)

이온화 

에너지 

물질반응 

메커니즘 

연구

○ 방사선원별 화학물질 이온화 연구

 - 방사선원별 화학물질 이온화 연구

 - 이온화 에너지 화학물질 분해 메커니즘 규명 및 분해효율 향상연구

300

600
○ 방사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연구

 - 이온화 에너지 생물소재 구조변환 메커니즘 연구

 - 이온화 에너지 생물 Central Dogma 변이 메커니즘 연구

300

생활환경

방사선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 관리 및 모니터링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 관리 및 정책연구

 - 생활환경방사선 모니터링 및 분석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 측정 및 계측장비 연구

250

500
○ 생활환경방사선의 생태계영향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의 생체복합 영향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의 식물생태계 유전체영향 연구

 - RI활용 생활환경방사성물질 생체거동 연구

250

방사선융합 

친환경 

에너지생산 

기술개발

○ 방사선융합 그린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 고효율 전력저장 장치용 소재개발 연구 

 - 고효율 인쇄형 태양전지용 소재개발 연구 

215

475
○ 방사선융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바이오매스 유전자원 개발 

 - 방사선 단백질 구조변환기술 기반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260

방사선기반 

실버사회 

대응 

헬스케어 

기술개발

○ 방사선융합 고령 친화형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 의료기기용 신소재 제조기술 개발

 - 기관조직 재생유도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275

730
○ 방사선기술 기반 만성질환 예방‧치료물질 및 진단기술 개발

 - 만성질환 예방․치료용 신소재 개발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만성질환 신약 평가기술 개발

 - 고위험군 질병 조기 진단용 바이오센서/칩 개발

455

미래 

방사선기술

역량강화 

기반확충

○ 대단위․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구축 480

2,600

○ 에너지 준위별 방사선 발생시설 구축

 - 초고속방사선 이용 라디칼 거동구축 인프라

 - 전자빔 기반 고강도 복합방사선 발생시설

700

(200)

(500)

○ 방사선기기 성능 인증평가 시설 구축 120

○ 생활방사선안전구축센터 300

○ Tandem 중이온가속기 구축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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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 개   요

1  추진배경
 국가 방사선 선도연구 및 방사선 신산업 육성과 국가 방사선 이용 

현안해결 중심의 강소형 연구소 역할수행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필요

 제1차 방사선진흥종합계획 수립(‘12~’16) 등에 따른 방사선 과학기술 

강국 진입토대 마련 필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적R&D 기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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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및 체계
 추진경과

  첨단방사선연구소 장기발전계획 수립(2009~2018)

 

  임무 수행형 강소형 조직으로 개편(‘11.12)

  제1차 방사선진흥종합계획(‘12~’16) 및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12~’16),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12~’16) 수립‧시행(‘12.1)

  중견연구자 그룹 및 세부 기획 분과 구성 운영(‘12.2~9)

  내‧외부 자문 등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12.10~12)

  미래전략사업 기획연구 보고서 발간 및 사업별 추진전략 시행(‘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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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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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시장 동향 및 역량분석

 국내‧외 방사선 산업현황 및 전망   

  세계 방사선 산업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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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방사선 산업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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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미래전망 

  국내‧외 기술개발 추진 현황



3. 기술/시장 동향 및 역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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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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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시장 동향 및 역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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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술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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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방사선 R&D 및 산업 육성정책

   정부의 방사선 육성실적 및 정책적 시사점



3. 기술/시장 동향 및 역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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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방사선 육성정책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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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SWOT 분석

내부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기술속성상 강점 보유(방사선기술은 타기술과

융합을 통해 병목기술을 돌파할 수 있는 고
부가가치 첨단기술) 

▪ 글로벌 이슈(환경, 에너지, 식량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경험 및 응용가능 기술보유

▪ 방사선융합기술의 특성상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도출 용이 

▪ 교과부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을 통한 방사선 
기반기술 및 활용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

▪ 방사선융합기술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
이전 활성화 기반구축 

▪ 방사선 전문연구기관의 우수한 대외인식도
▪ 우수 연구역량(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확보

▪ 기존 응용연구 중심의 연구편중으로 기초
‧원천 연구경험 부족  

▪ 부서중심의 중소형 연구체계로 국한 
▪ 선진국에 비해 핵심시설 인프라 및 전문

연구인력 부족(신소재, 기기, RI 등) 
▪ 선진국의 방사선 핵심기술 선점에 대한 

후발주자로서의 한계 
▪ 의료기기 개발 및 수요대비 제조업체 

기반약화
▪ 지경부 등 실용화기술 관련 타부처 사업 

진입 미흡
외부분석

[기회 Opportunity]
[SO] 강점과 기회를 이용한
     시너지 창출

[WO] 기회를 이용해 약점
      보완

▪ 인구, 환경, 에너지, 산업분야 등 미래사회 
현안해소에 방사선 기술 역할기대

▪ 방사선 응용연구 확대의 국가 정책의지 
▪ 정부 주도로 대형방사선 연구시설을 이용한 

기초‧원천 기술개발 정책추진 강화
▪ 국내 권역별 특성화 및 국제적 협력 네트

워크 구축 등 성장 동력화 추세
▪ 국내‧외 방사선 산업시장의 가파른 성장 
▪ 국내 권역별 방사선분야 협력그룹의 확대 

및 융‧복합형 연구추진의 정책적 확대  
▪ 친환경, 고효율 방사선 기술수요 증대
▪ 식품 및 농산물 교역의 증가에 따른 화학

약품 대체기술 수요 급증
▪ 대테러 보안검색 시장 및 실버층 증가에 

따른 방사선 진단장치 수요급증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폭 후 생체진단에 

대한 수요급증 

▪ 방사선기술 이용 고령화 대응 헬스케어, 생활
방사선안전, 물질소재, 친환경에너지의 과학
기술이슈 해결에 기여가능

▪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해 한계기술 극복 및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블루오션 선점  

▪ 권역별 방사선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기관 간 
융‧복합형 대형 연구과제 추진   

▪ 대형 방사선인프라의 지속적 구축으로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토대마련

▪ 실용화기술 전담부서를 통해 연구성과 추적조사 
및 다각적 기술마케팅 체계 확립 

▪ 방사선 기술이용 미래 유망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친환경 재활용 기술개발 집중투자 
및 신산업 창출

▪ 국가 전략적 생물자원 개발 범위확대
▪ 방사선기기 개발기술 자립을 위한 국가주도의 

전략적 연구개발 범위 확대

▪ 부서중심의 중소형연구를 Product지향 Sun
-set형 대형연구과제로 확대 전환수행 

▪ 방사선 이용 기술 선진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인프라 구축

▪ 국내‧외 방사선 R&D 주도권 확보 및 방사선 
기술‧산업의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 강화

▪ 화학약품의 안전성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원천/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시장 개척

▪ 수요기반 연구기획 및 실용화 확대를 통한 
방사선의 산업적 적용 확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기여

▪ 범 부처사업 추진 및 타 부처 사업 기획참여 
등 연구영역 확대 및 기술경쟁력 강화

[위협 Threat]
[ST] 강점을 이용해 위험의 

최소화
[WT] 약점과 위협요인 극복 

▪ 권역별 방사선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유치경쟁 심화

▪ 방사선 기기핵심기술 및 방사선이용 
신소재 제조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진입
장벽 및 경쟁 심화

▪ 국제적 추이와 상반된 국내 방사선 조사
식품 및 신기술의 산업 이용률 감소

▪ 온실가스 상용처리, 국외품종 로얄티
지급 확대, 미국 컨테이너 검색 의무화 
법률시행 등 국가별 우위선점 노력 
치열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고조

▪ 방사선 기술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기술
수용도

▪ 국내 종묘업체 및 방사선 기기 기업의 영세한 
기술력

▪ 선진국 대비 비교우위 특성을 갖는 고유기술의 
심화발전을 위한 정책적 육성 확대

▪ 연구논문의 질적수준 향상 및 중대형 기술이전 
추진을 통한 방사선 분야 특화선도

▪ 연구성과 및 역량활용 실증시설 구축 및 대형
연구과제 착수를 통해 산업체 수요충족 및 
방사선 기술강국 진입 실현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생물종의 집중육성과 보
급으로 경쟁력향상

▪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 
수준향상 유도

▪ 첨단 IT 기술과 연계한 방사선기기 개발 집중 
투자를 통한 핵심역량 확보

▪ 방사선 기반기술 및 인프라 활용, 대중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한 소비자의 기술수용도 제고

▪ 기관미션 달성 및 기술특화에 필수적인 
기초‧원천연구 인프라 지원확충을 통해 
기관의 역할 차별화 및 역량증진의 토대
마련

▪ 국‧내외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트렌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

▪ 국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실용화 연구개발 
아이템 확대 및 스핀오프 기술의 단기 
사업화 활성화

▪ 관리부처의 규제성 법규 재정비 및 지속적인 
소비자 수용성 증진사업 전개 

▪ 해외 선진기관과 융‧복합 연구를 추진함
으로써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전문 연구
인력 확보

▪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의 연구
목표 달성으로 기술수준 성숙 및 기술장벽 
극복을 통한 신산업수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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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방향

미래

전략

사업

기획

전략사업1
(R&D)

전략사업2
(R&D)

전략사업3
(R&D)

전략사업4
(R&D)

전략사업5
(인프라

미래전략사업별 융‧복합(R&D↔R&D, R&D↔인프라)

기
관
간

융
복 
합

타 기관(A)

타 기관(B)

타 기관(C)

중점추진 Project 도출

Project별 특성반영 선택과 집중 추진

 

   

 방사선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진흥종합계획, 강소형연구소로서의 

임무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방사선 이용 고 부가가치 기술 확보 및 신산업 창출, 및 방사선 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국가적 현안 해결

   방사선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선진국 기술 장벽 극복 및 방사선기

기 국산화

 기초-응용-산업의 선순환 기술흐름 체계 구축

 시장 지향적 사업기획 및 원천기술 확보→고도화/실용화→산‧학‧연 협

력강화 등 연계를 통한 산업화 등 응용확대→우수성과 확산 및 차기 

혁신기술 발굴 등 선순환 기술흐름에 따른 사업기획 및 수행

 미래사회 메가트렌드, 기술/시장 수요 및 국가 현안 등 정책 수요

를 반영한 목표 지향적 사업 발굴‧추진

미래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전략사업 도출 및 변화하는 상황에 맞

춘 전략적 중점추진 Project 발굴

   대내‧외 정책 및 기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시장 지향적 사업 발굴





  

미래전략사업 기획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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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 미래전략사업 기획내용

1  사업 기획방향

 미래사회 전망 및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

  미래사회 변화전망

인구구조의 변화 심화,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 심화, 지식기반 경제‧산업‧
사회로의 변화 가속 등 급격한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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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

급격한 미래사회 변화와 맞물려 기술 간 융‧복합화, 개방형 혁신의 확산 

등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가속화와 이에 대한 변화된 R&D정책 

대응 시급

 미래 메가트렌드 및 과학기술 이슈, 시사점

미래사회 변화전망과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사회 트렌드 

및 과학기술 이슈 예측

메가트렌드 과학기술 이슈 국가 R&D 핵심기술
 인구구조의 

변화

 갈등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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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심화

 에너지‧자원

   고갈

 지식기반사회  

   글로벌화

시사점
 핵심 원천기술의 조기 확보 시급

   핵심기술에 바탕을 둔 지식재산권 무한경쟁에 대비하여 원천기술의 

조기 확보시급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 Catch-up R&D 전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미래 

유망분야의 발굴 및 집중 육성을 통한 기초‧원천기술 개발 전략으로 

전환필요

 국가‧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중요성 증대

   복잡‧다양한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기여형, 

국민체감형 기술개발의 중요성 증대

   자연재난‧재해, 전염병,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과 에너지‧환경 등 중‧장기적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 필요

 고령화 등 실버사회 도래에 대응한 신 산업육성 및 시장점유

   수명연장, 고령화 심화‧가속화됨에 따라 여가 및 의료‧복지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대

   노화예방, 난치병(알츠하이머, 당뇨 등) 치료 등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분야에 적극적인 도전 필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R&D 역할 강화 등 외연확대

   기존의 연구개발이라는 전통적인 R&D 목표에서 벗어나,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R&D 역할 강화

   창의적 인재양성, 사업화 지원 분야와 서비스 산업까지 R&D 영역을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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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정책동향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확충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대외 환경변화(FTA, 중국 부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망핵심기술 집중투자 및 국가 대형연구사업 추진

  공공기반 R&D에 대한 지원강화

재난안전, 삶의 질 향상 등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

  창조와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강화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체계 및 지원 시스템 선진화에 집중하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과학강국의 

기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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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및 미래전략사업

미래사회 트렌드 및 과학기술 이슈의 시사점을 통해 트렌드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과학기술 이슈, 기회 및 위협요인 등을 분석하여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방사선 분야 미래전략사업 도출

미래
사회 
메가

트렌드

인구구조 
변화

갈등위험
증가

산업구조 
변화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과학
기술
이슈

저 출산‧노령화 

지속 심화로 

실버사회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 

체계적인 
안전‧보안 및

감시‧대응
시스템 요구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선안전  
기술요구)

산업구조 변화 

및 지식재산권 

무한경쟁대비

핵심 원천기술 

조기 확보 필요

녹색기술 및 

친환경에너지 

생산

환경복원기술 

요구

고령화
(헬스케어)

안전
(생활방사선) 물질(소재) 친환경에너지

방사선기반 

실버사회 대응 

헬스케어 

기술개발

생활환경방사선 

연구

이온화에너지 

물질반응 

메커니즘 연구

방사선융합 

친환경에너지 

생산기술개발

4대 키워드 도출

미래 방사선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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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방향

대내‧외 환경 및 역량분석을 토대로 미래전략사업 도출

환경변화 분석 핵심역량 분석
범부서 융합과제로 

인프라와 연계

❍ 권역별 방사선 인프라 구축 

및 기술특화 추진 가속화에 

전략적 대응 필요

❍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현안해결

❍ 기초/원천 연구 및 대형 

실용화 과제 발굴

❍ 기초-응용-산업의 선순환 

기술흐름 구조 확립을 통한 

방사선 R&D 주도권 확보

❍ 연구팀/Lab별 강점분야의 

시너지 창출

❍ R&D와 인프라 연계 대형 

기획과제 발굴

❍ 출연(연), 대학간 협력연구 

채널 강화

시사점

미래전략사업 도출

이온화에너지 물질반응 메커니즘 연구 방사선융합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개발

▪ 기초연구 Data 활용 연구경험으로 실현 

가능성 확보 유리

▪ 연구소 도약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R&D 

역량확보 분야

▪ 연구팀별 개별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시너지 

효과 기대

▪ 병목기술 해결로 글로벌 이슈 대응 국가 

현안해결 가능

▪ 방사선 기술을 녹색성장기술의 한 축

으로 자리매김

▪ 공익성(친환경)과 고부가가치 성장 동력

(에너지) 역할 기대

생활환경방사선연구 방사선기반 실버사회 대응 헬스케어기술개발

▪ 생활환경방사선법 및 정부정책 방향 

반영

▪ 우수한 핵심역량을 활용한 R&D 주도권 

확보필요

▪ 협력연구 채널을 활용한 연구소 성장

기회 제공 관심증대

▪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파급효과 기대

▪ 중점추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다양한 

산업성과 창출 기대

▪ 방사선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

효과 탁월, 국민 삶의 질 향상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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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장기비전

전략목표

미래전략사업

목표

Radiation R&D Global Leader

2022년 세계 7위권 방사선기술국으로 발전  

  탈추격형 기초‧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국가 신산업․신시장 창출

  병목기술 해결로 글로벌이슈 대응 녹색성장기술의 한계돌파

  생활환경방사선의 과학적 평가/분석연구로 국민수용성 개선 

  미래 사회문제를 해결할 국민체감형 기술개발의 고부가산업화

  미래 방사선 원천기술 특화 및 산업육성의 인프라 거점화 

미래전략사업 중점 연구 분야

이온화에너지 

물질반응  

메커니즘 연구

◈ 방사선원별 화학물질 이온화 연구

◈ 방사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연구

방사선융합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방사선융합 그린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 방사선융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생활환경방사선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 관리 및 모니터링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의 생태계영향 연구

방사선기반 

실버사회 대응 

헬스케어 기술개발

◈ 방사선융합 고령 친화형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 방사선기술 기반 만성질환 예방‧치료물질 및 진단기술 개발

미래 방사선기술 

역량강화      

기반확충

◈ 대단위․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구축

◈ 에너지 준위별 방사선발생장치 시설구축

◈ 방사선기기 성능 인증평가 시설구축

◈ 생활방사선안전구축센터 구축

◈ Tandem 중이온 가속기 시설 구축



미래전략사업 기획내용

미래전략사업 수립 기획연구
- 62 -

 추진전략

시장 지향적 사업기획 기반 기초‧원천기술 확보(기초) → 고도화 및 

실용화(응용) → 산‧학‧연 협력강화(산업) 연계를 통한 우수성과 확산 

및 차기 혁신기술 발굴의 선순환 기술흐름에 따른 사업기획 및 수행

국가 방사선 선도연구 및 신산업 창출 강소형연구소 역할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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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사업 로드맵

◈ 국가 방사선기술의 탈추격형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독창적‧독보적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발전으로의 파급효과 기대

◈ 기술선도 전략형 R&D수행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다수 보유중인 관련 

연구 인프라의 국내 구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고LET 선원 활용 기초‧원천기술 확보로 국내 구축중인 양성자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등 활용연구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하고자 함

◈ 가시적 성과 중심의 응용과학 투자 포트폴리오 집중을 보완하여 기초‧원천

연구의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마련 및 신산업‧신시장 창출 역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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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사업 성과로드맵

사 업 명사 업 명 연구분야연구분야 성과목표성과목표 예상성과예상성과

이 온 화 에 너 지  이 온 화 에 너 지  

물 질 반 응물 질 반 응

메 커 니 즘  연 구메 커 니 즘  연 구

방 사 선 융 합    방 사 선 융 합    

친 환 경 에 너 지  친 환 경 에 너 지  

생 산 기 술  개 발생 산 기 술  개 발

생활환경방사선생활환경방사선

연   구연   구

방 사 선  기 반   방 사 선  기 반   

실 버 사 회  대 응 실 버 사 회  대 응 

헬스케어 기술개발헬스케어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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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 연구분야
전략사업 1 이온화 에너지 물질반응 메커니즘 연구

 연구개발 개요

중점 연구항목

 ◇ 미래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이온화 에너지 물질 반응 기초‧원천

기술 확보 및 연구기반 구축

1) affinity : 친화성 

2) Central Dogma : 유전정보가 DNA에서 RNA로, 다시 단백질로 일방적 흐름에 따라 전달된다는 원리

3) hot spot :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쉬운 유전자 내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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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요

❍ 

❍ 

  □ 연구개발 목적

❍ 

❍ 

❍ 

  □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 10년 (5+5) / 600억 원

 사업추진의 타당성

  □ 연구개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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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구개발 시급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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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의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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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현황 및 전망

  □ 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산업 현황

1-A 방사선원별 화학물질 이온화 연구
❍ 

❍ 

❍ 

1-B  방사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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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외 기술발전 및 미래 시장/산업 전망

1-A  방사선원별 화학물질 이온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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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방사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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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경쟁력 및 핵심 발전 동인

  □ 연구소 역량 및 기술경쟁력 분석

1-A  방사선원별 화학물질 이온화 연구
❍ 

1-B  방사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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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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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타 기관과의 역량비교 

KIRAMS
○ 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항암제 치료 시

생체내 부작용 극복기술 연구

- 방사선 암치료 기술 및 방사선의 

생물학적 선량평가 기술 우수

JAEA-Takasaki

(일본)

○ 방사선 이용 고성능 고분자, 친환경 

소재, 세라믹 소재 등 신소재 개발 및 

전주부품 소재의 우주방사선 영향 

평가

○ 방사선 이용 하수/폐수, 대기오염물질, 

고형물질, 독성유기물질 처리 기술

개발

○ 이온빔 이용 식물 신품종 개발 연구

○ 다양한 방사선원 활용 생물영향 평가 

- 우수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오랜 

기간 축적된 기초‧원천 기술의 

산업체 이전실적 우수

Univ. of     
Notre Dame

(미국)

○ Pulse radiation system을 이용한 물질 

변환 규명 및 메커니즘 연구

- 방사선에 의한 이온화기 생성 및 

거동 연구에 필요한 pulse radiation

system 구축 및 기초연구 수행

BARC

(인도)

○ 방사선 기술이용 식품 내 화학

성분의 구조변환 연구 및 기작 평가

연구 진행

- 다양한 천연물에 대한 방사선 영향

평가 연구수행 중이나 실용화 연구

및 복합방사선 이용연구는 미흡



3. 중점 연구 분야

  - 75 -

  □ 국내‧외 기술경쟁력 분석

방사선에 의한 
이온화기 

생성/거동/사멸 
연구

○ 미국 등은 pulse radiation system을 
이용한 이온화기 생성, 거동 및 
사멸 관련 연구 수행 중

- 국내는 아직 이온화기 거동연구 관련 
시설 미 구축으로, 향후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기술 확보 가능

방사선에 의한 
재료 구조 및 
물성제어 기술

○ 일본(JAEA, JAXA, RIKEN 등), 미국
(OakRidge NL, Sandia NL, Notre 
Dame Univ. 등), 캐나다(Acsion 
등) 등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화학
구조 및 물성제어 등에 관한 지
속적 기초‧원천 기술 개발을 통한 
첨단 산업(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항공우주, 국방 등) 분야 응용

- 방사선 기술의 응용 및 일부 산업화 
성공으로 일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하이드로겔 등)을 확보하고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선에 의한 
구조 및 물성 제어 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 중

- 에너지준위별 전자선 가속기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계 선도기술 
확보 가능

방사선 이용 
정밀 화학반응 

제어 기술

○ 일본, 폴란드 등 방사선을 이용한 
정밀 화학반응(정밀 중합 반응, 
중합도 및 분자량 조절 등)에 관한 
기술 확보 중

- 방사선 그래프트 기술 등 일부 정밀 
중합기술은 세계 수준에 도달하였
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화학
반응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 수행 중

산화/환원 
라디칼에 의한 
물질변화 및 

전환규명 기술

○ 미국, 러시아, 프랑스, 폴란드 등은 
pulse radiation system을 이용한 
화학분자구조 변화 규명

- Radiation에 발생한 산화/환원 라
디칼의 물질 미세 변환은 pulse ra
diation system 구축이 필수이나 
현재 국내에 미 구축 

단백질 구조 
변환 및 활성 

증강 기술

○ 방사선을 이용한 단백질의 단편화,  
살균, 무독화, 추출효율 증대에 
관한 연구진행(우리나라가 세계 
기술 선도)

-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의 중
합체 형성 및 활성 증강 기술에 
대한 세계적 선도 연구 진행

- 세계 선도기술 확보용이

방사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관련 DB 구축

○ 방사선 선량별 및 동위원소 종
류별 생체 급만성 반응 DB 구축 
및 극복 시스템 연구 수행 중(IRSN, 
France/AFRRI, USA)

- 방사선 생체 급성반응 및 극복물질 
개발에는 세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세계선진국 수준의 방사선 생체 만성
반응 및 극복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 

방사선 이용 
생물소재 

구조변환 기술

○ 방사선 이용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반응 메커니즘 규명 연구 및 응용 
기술 개발(인도 BARC) 

- 방사선에 의한 녹차추출물의 구조
변환 기술을 화장품에 이용하여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

- 다양한 조사선원을 이용한 많은 
생물소재에 대한 구조변환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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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발전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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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소요예산

  □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달성 
목표

-방사선원별 물질 이온화 및 화
학반응 메커니즘 연구

-유기물질의 화학적 기본결합구
조에 따른 방사선 분해특성 연구

-방사선에 의한 물질 구조변화 및 
정밀 화학반응 메커니즘 연구

-물질별 방사선 분해 라디칼의 물
리화학적 affinity 연구

-방사선 물질 상호작용 및 물성 
평가 데이터베이스 확보

-물리화학적 구조에 따른 방사선 
분해 특성 및 분해부산물의 생
화학적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기술

-방사선원별 이온화기 생성/사멸 
분석 기술

-Pulse radiation system 및 미량 
화학물질 분석 기술

-방사선원별 이온화기 거동 및 구
조/불성 상관관계 분석기술

-조사선량별 분해부산물 분석기술

- 물리화학적 구조별 분석기술

전개

시나

리오

-방사선에 의한 이온화기 생성
을 위한 고속 펄스 시스템 및 
분석 장비 구축

-방사선에 의한 이온화기 생성/
사멸 분석

-방사선원별 물질별 방사선 영
향평가 프로토콜 확립

-Pulse radiation을 이용한 분석 
메커니즘 해석

-방사선에 의한 이온화기 생성 및 
거동 연구 

-방사선원별 물질 구조/물성 상관
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미량분해물질 분석에 의한 반응 
메커니즘 해석

-방사선원별 물질 상호작용 및 
물성 평가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리화학적 구조에 따른 방사선 
분해 부산물 및 생물학적 독성 
DB 구축

달성 
목표

-방사선 이용 생체 반응 시스템 규명

-이온화 에너지원에 따른 물리·
화학적 식물 영향평가

-이온화 에너지 유도 유전자 및 
염색체 변이 대량 분석

-방사선과 생물분자와의 선택적 
반응 조건 규명

-방사선이용 단백질 구조변환 
및 활성 조절 메커니즘 연구

-방사선 이용 생체 반응 조절을 
통한 방사선 급․만성 부작용 극복

-이온화 에너지 유도 hot spot 정보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분석

-생물분자의 반응 메커니즘 규명 
및 예측 모델링 확보

-방사선기술 이용 고기능성/고부
가가치 단백질소재화 기술개발

-생체손상 예측․진단 시스템 및 
극복 기술․의약품 개발

-이온화 에너지 조사에 따른 변이 
메커니즘 규명

-식물 진화 패턴 모델링

-구조변환 생물소재의 효능 및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작 규명

-방사선 이용 바이오소재 산업화 
기술 개발

필요 
기술

-핵과 미토콘드리아 DNA 손상 
평가 기술

-생체내 조혈․면역계․대사체 영향
평가 기술

-이온화 에너지에 의한 핵산영
향평가 기술

-TILLING, CGH 분석 기술

-반응 속도조절 제어기술

-정성․정량적 판독기술

-TLC 전개 조절기술

-오픈컬럼 분리기술

-단백질체 동정/단백질 정제기술

-방사선이용 구조변환 및 활성
증강 기술

-유전자 및 단백질 조절시스템 평가 
기술

-손상제어 의약품 검색 기술

-high throughput 염기서열 분석
기술

-in silico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분석기술

-이온화 메커니즘 규명기술

-생물소재 구조 동정기술

-DB 전산화 기술

-방사선이용 구조변환 및 활성증강 
기술

-유전자 및 단백질 측정 시스템 
개발 기술

-의약품 산업화 기술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

-In vitro/In vivo 실험 기술

-세포 신호전달 규명 기술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바이오소재 
산업화 기술

전개

시나

리오

-방사선에 의한 생체내 손상 메
커니즘 규명/데이터베이스 구
축/바이오마커 대량 확보

-방사성 물질에 의한 생태계 변화 
관심 증가

-방사선 유도 다기능 유용단백질 동정

-방사선 유도 유용단백질 정제 
및 대량 확보 기술 개발

-방사선원/선량별 생물분자와의 
반응성 분석

-solvent affinity에 따른 반응성 
분석

-생물분자의 농도 및 작용기 변화에 
따른 반응성 분석

-생체내 급․만성 손상 제어 통제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 및 의약품 
검색기술 개발

-high throughput 염기서열 분석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유전체 정보 집적

-방사선이용 샤페론, 셀룰로오스 
및 유용단백질의 구조변환 및 활
성증강 기술개발

-방사선원/선량별 생물분자와의 
반응 메커니즘 분석

-solvent/생물분자 농도별 반응 
메커니즘 분석

-생물분자 작용기별 전자이동 메
커니즘 분석

-세계 경쟁력 있는 생체손상 예
측․진단 시스템/의약품 개발 원
천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화 기
술개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식물 
진화 방향성 예측

-세계수준의 원천성 높은 고기능성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 개발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산업화 
기술개발

-예측 모델링으로부터 기능성 탐색
-고기능성 신규 물질의 세포내 
작용기작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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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연구내용 및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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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세부 성과목표 및 내용 

1-A 방사선원별 화학물질 이온화 연구

최종 연구목표
  ❍ 방사선에 의한 물질 이온화 메커니즘 및 화학반응 제어연구 및 DB 구축

    - 방사선에 의한 화학물질의 이온화 거동, 화학반응 제어, 화학물질 분해 특성 등에 관한 메커니즘 

연구 및 관련 DB 구축

1단계 
연구목표

  ❍ 방사선에 의한 화학물질 이온화 연구

    - 방사선에 의한 물질 이온화, 구조변화, 화학반응 제어 및 화학물질 분해특성 연구 

및 DB 구축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 성과물

방사선원별 물질

이온화 및 화학반응

메커니즘 연구

❍ 방사선에 의한 이온화기 생성/사멸 규명 연구
 � 방사선에 의한 화학물질(폴리

올레핀 등) 영향평가 DB
❍ 방사선에 의한 물질 이온화 메커니즘 연구

❍ 방사선 영향 평가 프로토콜 확립

유기물질의 화학적 

기본결합구조에 따른 

방사선 분해 특성 연구

❍ 화학적 기본결합 구조별 분해 에너지 연구
 � 화학적 기본 결합 구조별

분해 특성 DB 
❍ Radical scavenger를 이용한 분해효율 연구

❍ 방사선 분해 저해 인자 규명

2단계 
연구목표

  ❍ 방사선에 의한 화학물질 구조/물성 제어 기초‧원천기술 확보

    - 방사선에 의한 정밀 화학반응 제어, 독성 화학물질 분해 등에 관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관련 DB 구축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 성과물

방사선에 의한 화학물질 
구조/물성 제어

기초‧원천기술 확보

❍ 방사선에 의한 이온화기 거동 연구

� 방사선에 의한 화학물질 

구조/물성 상관관계 DB

❍ 방사선에 의한 물질 화학반응 제어 연구

❍ 방사선에 의한 물질 구조변화 메커니즘 연구

❍ 방사선에 의한 물질 화학반응 제어 연구

방사선에 의한 유기물질 

구조변화 메커니즘 연구

❍ 유기물질 구조 변화 유도 라디칼의 물리화학적

affinity 연구
 � 산화/환원 라디칼의 분해

기여도 평가 및 생물학적

독성 DB 구축

❍ 유기물질 분해 부산물의 생화학적 독성 및 

특성 평가

❍ 분해부산물의 생물학적 독성 기반 방사선

조사조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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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방사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연구

최종 연구목표
  ❍ 방사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관련 DB 구축

    - 방사선 이용 생체반응 시스템 규명을 통한 방사선 급․만성 부작용 극복 핵심기술 확보  

    - 이온화 에너지 유도 유전자 Hot spot 발현 네트워크 규명 및 DB 구축

    - 방사선 이용 고기능성 구조변환 생물소재 개발 및 반응 메커니즘 규명에 의한 기능성 식품/의약품 개발

    - 방사선에 의한 생물소재 구조변환 및 기능조절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DB 구축

1단계 
연구목표

  ❍ 방사선 이용 생체반응 시스템 규명, 방사선 반응 생체분자 구조변화 및 반응 메커니즘 연구

    - 방사선 이용 생체반응 시스템 규명 연구기반 확보

    - 방사선과 생물분자와의 반응성/메커니즘 분석 및 구조변환 예측 모델링 구축

    - 이온화 에너지 유도 유전자 변이 분석 및 DB 구축

    - 방사선 반응 유용 단백질의 동정, 구조변환 및 활성증가 메커니즘 연구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 성과물

동물세포 내 DNA 변환 

메커니즘 연구

❍ 방사선에 의한 DNA 이상 연구
 �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 

메커니즘 규명❍ 염색체 구성 단백질 변화 연구 

방사선에 의한 miRNA 

발현 변화 분석을 통한 

급․만성 부작용 연구

❍ 방사선에 의해 특이적으로 증/가감 하는

miRNA 분석 연구
 � 방사선에 의한 생체손상에 

대한 miRNA 관련 메커니즘 

규명❍ miRNA 발현 변화에 따른 생체손상 연구

생체내 대사체 변화 

분석을 통한 방사선 

생체반응 연구

❍ 각 장기별 방사선 반응 대사체 변화 연구

 � 생체 내 지표 대사물질

❍ 각 장기별 지표 대사물질 발굴 연구

이온화 에너지 유도 

유전자 hot spot 발현

네트워크 연구

❍ 물리적 손상 평가 데이터 구축(FISH, Co

met assay, Flow cytometric analysis)
 � 이온화 에너지 조사에 따른 

물리·화학적 손상 데이터 구축 ❍ 화학적 손상 평가 데이터 구축 (ESR, 항

산화 효소, 색소)

❍ TILLING 기법에 의한 타깃 유전자 변이 분석
 � 이온화 에너지 유도 유전자 및 

염색체 변이 데이터 구축❍ Comparative genomic hybridization(CGH)

기법에 의한 염색체 변이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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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 성과물

방사선이용 단백질 

구조변환 및 활성조절 

메커니즘 규명

❍ 방사선이용 다기능 유용단백질 동정
 � 방사선유도 다기능 유용 단

백질 동정

❍ 방사선이용 단백질의 구조변환 및 활성

조절 메커니즘 연구

 � 방사선이용 단백질 구조변환

및 활성조절 메커니즘 규명 

방사선과 생물분자와의 

선택적 반응 조건/메커니즘 

규명 및 구조변환 예측 

모델링 구축 

❍ 방사선원별, 방사선량별, solvent affinity에

따른 생물분자와의 반응성 분석 

 � 생물소재 구조변환 반응성 

데이터

❍ 생물분자의 농도 및 작용기 변화에 따른 

반응성 분석

❍ 방사선원별/방사선량별/용매/농도별 반응 

메커니즘 분석

❍ 구조변환 예측 모델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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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구목표

  ❍ 방사선에 의한 급만성 부작용 극복, 특이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규명 및 고기능성 

생물소재/단백질 바이오소재 개발

    - 방사선 이용 생체반응 조절을 통한 방사선 급․만성 부작용 극복기반 확보

    - 이온화에너지 유도 특이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규명 

    - 구조변환 예측 모델링을 통한 기능성 향상 생물소재 발굴 및 작용기작 규명

    -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고부가가치 산업용 효소 및 의료용 단백질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구 성과물

동물 세포내 DNA 변환 

메커니즘 연구

❍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 이상 연구
 �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 손상 

메커니즘 규명❍ 염색체 구성 단백질 변화연구

❍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 손상 제어연구  � DNA 손상 극복 물질

방사선에 의한 miRNA 

발현 변화  분석을 통한 

급․만성 부작용 연구

❍ miRNA 발현 변화와 방사선유도 급․만성 

질환 연관성 규명 
 � 급․만성질환 관련 miRNA 

❍ miRNA 발현 변화와 방사선유도 급․만성 

질환 제어연구
 � 특이 miRNA 제어 시스템 구축

생체내 대사체 변화 

분석을 통한 방사선 

생체반응 연구

❍ 지표 대사물질 기능 연구
 � 생체내 지표 대사물질 기능 

규명

❍ 생체반응의 대사체 DB 구축  � 대사체 DB 구축

이온화 에너지 유도 

유전자 hot spot 발현 

네트워크 연구

❍ Whole genome sequencing(WGS) 분석

기법을 활용한 유전정보 데이터 구축
 � 이온화 에너지 유도 hot spot

정보 구축 및 패턴 규명❍ 유전정보 비교분석을 통한 hot spot 탐색 

및 비교 분석

❍ Microarray 대량 분석데이터 활용 발현 

네트워크 분석

 � 이온화 에너지 유도 특이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규명

고기능성/고부가가치 

단백질 소재화 기술개발

❍ 산업용 효소 및 의약용 단백질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 고기능성/고부가가치 단백질

구조변환 생물소재의 

기능개선 효능 평가 및 

분자생물학적 

작용기작 규명

❍ 구조변환 예측 모델링으로부터 기능성 

평가를 통한 신규 생물소재 탐색
 � 신규 생물소재 발굴

❍ 고기능성 신규 물질의 세포내 작용기작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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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소요 인력 및 예산

 추진전략 및 체계

  □ 추진전략

1-A 방사선원별 화학물질 이온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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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 방사선원별 생체물질 이온화 연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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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파급효과 및 기술특성 

  □ 파급효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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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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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특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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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성과 및 활용방안

방사선
기초‧원천기술 확보

방사선 생체영향 
원천기술 개발

이온화 에너지 유도 
유전자 발현 네트워크

생물소재 활성 
증강기술 개발

기능성 식/의약품 

예측 모델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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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추진 과제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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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개요 

중점 연구항목

  □ 기술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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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목적

❍ 

  □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 10년 (5+5) / 500억원

 
 사업추진의 타당성 

  □ 연구개발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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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개발 시급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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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의 타당성

❍ 

『

』

❍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산업 현황

2-A  생활환경방사선 관리기술 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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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생활환경방사선의 생태계영향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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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리대상 위험도1) 법(관련부처) 관리방향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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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기술발전 및 미래 시장/산업 전망

2-A  생활환경방사선 관리기술 연구
❍ 

❍ 

      

2-B  생활환경방사선의 생태계영향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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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쟁력 및 핵심 발전 동인 

  □ 연구소 역량 및 기술경쟁력 분석 

2-A  생활환경방사선 관리기술 연구
❍ 

❍ 

2-B  생활환경방사선의 생태계영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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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타 기관과의 역량비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정밀조사 연구 - 4개 조사지역 대상 우라늄, 라돈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저감기술 평가

연세대 ○ 라돈 高 노출경로 관리체계 구축 - 라돈 측정센서 및 시스템 개발

KINS
○ 전국 대상 라돈 현황 조사 - 공간 감마선량률 측정 및 mapping 

고려

미국 EPA

○ 범국가적 실내 라돈농도 조사 및 mapping 
실시

○ 라돈 저 감화 기술 연구 및 가이드 제시

- 실내 라돈농도를 기준으로 범국가
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라돈 
정책 실시에 사용

- 라돈 저 감화 방법과 가이드 제시, 
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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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기술경쟁력  분석

환경 중 

자연방사성물질 

모니터링 기술

○ KINS: 전국 지하수 대상 라돈현황 조사

○ 미국 EPA: 범국가적 실내 라돈농도 조사

- 자연환경(지하수, 실내 환경)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물 등의 잔류 자연

방사성물질까지 포함하는 모니터링

기술 확보

상용재를 

이용한 

선량측정기술

○ 상시 소지 물질을 이용한 피폭선량

평가 가능(예 : 핸드폰 외장소재) 

○ 치아를 이용한 피폭선량평가

- OSLD(Optically Stimulated Lumin

escence Dosimeter)를 이용한 연구 

수행

- 다양한 방사선장 보유 및 판독능력 

보유 등

이온화에너지 

식물 유전체 

영향평가

○ 일본 JAEA 산하 다카사키 연구소

  - 이온빔 조사에 의한 모델식물 변

이체를 활용한 유전자 기능연구 

수행 중 

○ 중국 CAAS

  - 육종 무인우주선 활용 신품종 개발 

연구

○ 러시아 IBMP

  - 국제우주정거장을 이용한 우주인 

생환시스템 상의 식물체 활용연구

- 식물 유전자를 활용한 방사능 오

염여부의 사전 검지 관련 연구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상태임. 당 연

구소에서는 이온빔, 우주선, 감마

선 특이 반응 유전자에 대한 DB 

구축 및 이를 활용한 Genechip 

개발 연구 수행 중으로서,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원전 및 방폐장 

주변 환경 및 생활방사선 오염 

의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 

차별화 필요

감마선 반응 

식물 Signal 

네트워크 규명

○ 국내외 경쟁기관에서는 대량의 Micro

array 자료를 이용한 유전자 네트워크 

관련연구 수행 중 

- 유전체 연구에 있어 방사선 반응 

식물 유전자 signal 네트워크 연구와 

네트워크 개별유전자간 연구는 

방사선에 의한 식물반응에 대한 

이해와 이를 RMG로 활용하는 단서를 

제공할 것임

방사성물질의 

체내분포 및 

영상평가기술

○ NIH 등 선진국에서는 방사성물질 

활용 체내영상평가기술을 구축하여 

생체영향평가에 활용

- 국내 유일 방사선 관련 전문연구

센터로서 기관고유 미션

- RI-Biomics센터를 활용한 시뮬레

이션 연구가능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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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발전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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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소요예산

  □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달성 
목표

-생활환경방사능물질 처리를 
위한 기초연구

-농수축산물 자연방사능 모니
터링 기술개발

-고감도 센서/고증폭소자 일체형 
방사선 센서기술 개발

-자연방사능물질의 자연거동 및 
분배현상 연구

-농수축산물 방사선 검역기술 개발

-산업 현장 적용 실시간 소형 방
사선 분석 계측기 개발

-생활방사선 관리기준 및 초과
방사선 대응지침 마련

-건축자재 등 생활방사선 모니
터링기술 개발

-고해상도 오염 진단용 4D 영상
장치 개발 

필요 
기술

-자연방사능물질 관리기술

-농수축산식품 자연방사능 모
니터링 기술

-단결정 소재성장기술(반도체, 
섬광체 등)

-자연방사능물질 거동 모니터링
기술

-농수축산식품 방사선 검역기술

-실시간 3차원 위치추적기술 및 
다중(7축) 조작기 기술

-생활환경방사선 관리기술

-건축자재 등 생활방사선 모니
터링기술

-방사선 진단기기 현장적용 기술

전개
시나
리오

-선진외국의 자연방사능물질 관리
실태 분석 및 평가

-국내 산학연 공동연구 및 국외
기술협력 강화

-원전사고 위험성으로 개인 방
사선선량장치 기술 수요 급증

-환경조건에 따른 자연 방사능 
물질의 거동특성 규명

-테러의 확대에 따른 핸드폰 장착형 
방사선 영상장치 개발요구 증대

-자연방사능물질 및 방사선사용 
시설의 방사능 관리 확대

-세계수준의 원천성 높은 고성능 
방사선 영상 진단 시스템 개발로 
국내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 선도

달성 
목표

-생활환경방사선과 기타 유해
인자에 대한 생체 복합영향 기초
연구 

-식물 생태계 영향 연구를 위한 
대상 식물체의 선정

-방사선 노출 식물체와 대조구 
식물체의 WGS (Whole Genome 
Sequencing) 

-방사성물질 (RI)의 생체 내 거동 
평가기술 개발

-생활환경방사선과 기타 유해인
자에 의한 생체 복합영향 해석 
연구

-WGS(Whole Genome Sequencing)을 
통한 식물 전체 유전체 내 변이 
유발 양상 및 빈도 분석을 통한 
방사선 특이 반응 유전자 grouping

-핵내 유전 물질 변이 양상 탐색 
및 관련 메커니즘 연구

-방사능 정화식물의 발굴

-생활환경 방사성물질(RI)의 생체 
내 영향 평가기술 개발

-생활환경방사선 영향평가 기술
수립 및 제어·관리 기술 도출 

-식물생태계 범용으로 적용 가능한 
RMG 후보 유전자 도출 및 실제 
적용을 통한 검증

-방사능 정화식물 검증 및 반응 
메커니즘 연구

-생활환경 방사성물질 (RI)의 생
태계 영향을 합리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준 선량조건 제안

필요 
기술

-생물개체 내 생활방사선 및 타 
요인 복합영향 해석

-구현기술에 따른 적합식물 시
스템 판별

-대상 식물 전체 genome full 
sequencing 기술

-방사성물질의 체내분포 및 영상
평가기술

-인체에 대한 생활방사선 및 타 요인 
복합영향 해석 

-기능유전체 분석 기술

-FISH, Comet assay 활용한 염
색체 및 핵내 DNA 손상여부 판별 
기술

-생활환경유래 방사성물질의 제조 
및 방사선 영향 평가지표 발굴

-생활환경방사선의 인체 및 생태계 
영향평가 및 제어·관리 기술 

-식물 모두에 존재하는 범용 유
전자 탐색기술

-식물 PET기술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식물 내 이동경로 파악

-방사선 노출환경별 생체영향 평가
기술

전개
시나
리오

-생물군에 대해 생활환경방사선과 
복합 상승작용 유발 가능인자 
선정 

-정보 공유를 통한 적합식물 시
스템 선정

-WGS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접촉 및 time table공유

-방사성물질의 체내분포 및 영상
평가기술을 활용한 생체 내 거동 
평가기술 개발

-인체에 대해 생활환경방사선과 
복합 상승작용 유발 가능 주요인자 
분석 

-방사능 정화식물 가능 후보군 
탐색

-관련 분석 가능 연구 그룹과의 
network구축 

-생활환경유래 방사성물질의 제조 
및 방사선영향 평가기술개발을 
통해 생체 내 영향을 평가

-생활환경방사선과 타 요인의 복합 
유해 제어·관리

-단기 및 중기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 방사능 정화 
기술로 연결

-원전사고 피해지역에 확대 적용 
가능성 타진

-방사선 노출환경별 생체영향 평가
기술개발을 통해 합리적 관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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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연구내용 및 성과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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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세부 성과목표 및 내용 

2-A 생활환경방사선 관리기술 연구

최종 연구목표
  ❍ 생활환경방사선의 관리 및 모니터링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모니터링 및 분석, 계측기술 및 장치개발

1단계 
연구목표

  ❍ 생활환경방사선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원천 연구

    - 자연방사능물질의 환경 중 거동특성 규명과 정확한 분석, 측정을 위한 계측기술 개발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자연방사능물질의 환경 중 

거동특성 규명

❍ 자연방사능물질의 토양지하수에서의 거동연구
 � 자연방사능물질 거동특성 데이터 

❍ 자연방사능물질의 실내공기에서의 거동연구

생활환경방사선

검지시스템 구축

❍ 농수축산물에서의 자연방사능 모니터

링기술 연구

 � 농수축산물 자연방사능 모니

터링 기술 확보

생활환경방사선 정밀측정 

기술 및 보급형 방사선 

계측기 개발

❍ 생활환경방사선 정밀 측정 기술 개발  � 생활환경방사선 정밀측정 기술

및 보급형 방사선 계측기 

개발❍ 보급형 방사선 계측기 개발

2단계 
연구목표

  ❍ 생활환경방사선의 오염의 평가와 복구기술의 개발

    - 생활환경방사선 오염의 평가와 이에 따른 관리지침 및 복구기술의 개발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생활환경방사선

관리지침 및 초과방사선

대응지침 마련

❍ 생활환경방사선 관리지침 마련
 � 생활환경방사선 관리 및 대응

지침서❍ 기준초과 방사선에 대한 대응지침 마련

생활환경방사선

검역기술 연구
❍ 농수축산물의 방사선 검역기술 연구  � 농수축산식품 방사선 검역기술

생활주변방사선 환경평가 

표준인 모델 개발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표준인 모델 개발

 � 생활환경방사선 환경평가 표준인

모델

대단위 생활환경방사선

오염복구 및 평가기술 개발

❍ 대단위 대기, 수질 방사선 오염에 따른

측정기술 개발  � 생활환경방사선 정밀측정 기술

및 절차서 등 ❍ 대단위 방사선 오염에 따른 차폐 및 제염

절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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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생활환경방사선의 생태계영향 연구

최종 연구목표
  ❍ 생활환경방사선의 인체 및 생태계에의 영향규명 및 방호연구 

    - 생활환경방사선의 인체 및 동‧식물 생체영향 규명연구, 방사성물질의 생체 거동 평가기술 연구

1단계 
연구목표

  ❍ 생활환경방사선 생태계 영향연구 

    - 생활환경방사선의 생체 영향 및 거동 평가기술 연구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생활환경방사선의

생체 복합영향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 복합작용 평가를 위한 

주요 동식물 선정
 � 복합영향 평가지표생물군 선정

❍ 생활환경방사선과 기타 유해요인에 의한

생태계 주요 동식물 및 인체 영향평가  

연구

 � 주요 동식물 복합영향 기초 

해석 자료 및 DB

 � 생활환경방사선의 복합영향 

평가 및 제어·관리 기준 

생활환경방사선 식물 

생태계 유전물질 영향연구

❍ 식물 생태계 영향연구 대상 식물체 선정  � 식물체 후보군 선정

❍ 방사선 노출 식물체와 대조구 식물체의 

WGS (whole genome sequencing)을 

통한 식물전체 유전체 내 변이 유발 

빈도 및 식물영향 평가 

 � WGS을 통한 방사선 반응 

유전자 발현 해석결과

❍ 핵 내 유전물질변이 양상 탐색 및 관련 

메커니즘 연구

 � FISH기법을 활용한 염색체 

변이 검증

 � comet assay를 통한 핵내 

DNA 손상 여부 판별 

방사성물질(RI)의 생체 내

거동 평가기술 개발

❍ 방사성 의약품 등 방사성물질의 체내

분포 영상 평가기술 개발  � 방사성물질 체내분포 영상

평가자료

 � 방사능오염 농수축산물 섭취에

의한 생체 내 거동 평가자료
❍ 방사능오염 농수축산물 등 방사성물질의

생체 내 분포 평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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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구목표

  ❍ 생활환경방사선 생체 복합영향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의 인체 복합영향 연구, 생활환경방사선 유래 방사성물질의 영향평가 지표 연구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생활환경방사선의

인체 복합영향 연구

 � 생활환경방사선과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인체 복합영향 해석

 � 복합작용에 의한 인체유해성 

해석 이론모델

 � 인체 및 주요 동식물에 대한  

복합영향 제어 및 안전성 관리

기준 매뉴얼 

원전, 방폐장 방사성 물질 

노출검지 및

식물 생태계 영향 연구

 � 원전사고 후 토양환경 simulation 조건 확립  � 방사능 관련 연구기반 조성

 � 식물 생태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RMGs(R

adio Marker Genes) 유전자 후보군 도출
 � RMGs 선정

 � 모델식물을 비롯한 식물 생태계 전반에 

적용 및 검증
 � 생태계 실제 적용

 � 방사능 정화식물의 발굴 및 적용  � 방사능 정화식물 후보군

 � 정화식물의 반응 메커니즘 관련 연구(식물

PET기술 이용)

 � 방사성 물질의 식물 내 이동

경로 파악 및 반응 메커니즘

에 대한 이해

생활환경유래 방사성물질의 

방사선 영향 평가지표 발굴

 � 방사성물질 오염 환경노출에 따른 생체 

영향 평가기술 개발  � 방사능 오염 환경 생체 영향

평가 기초자료 

 � 생활환경 방사성물질의 생체

영향평가 기초자료 
 � 생활환경 방사성물질(RI)의 생체 내 영향

평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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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소요 인력 및 예산

 추진전략 및 체계 

  □ 추진전략

2-A 생활환경방사선 관리기술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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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 생활환경방사선의 생태계영향 연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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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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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및 기술특성 

  □ 파급효과

❍ 

❍ 

❍ 

 □ 기술특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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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성과 및 활용방안 

보급형 방사선 계측기

농수축산물 검역기술

RMG 선정 및 특허출원

CNS급 연구논문 발표

 중점추진 과제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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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개요 
중점 연구항목

  □ 기술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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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개발 목적

❍ 

❍

❍

  □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 10년 (5+5) / 475억 원

 사업추진의 타당성 

  □ 연구개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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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연구개발 시급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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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의 타당성

❍ 

❍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산업 현황

3-A  방사선융합 그린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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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B  방사선융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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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기술발전 및 미래 시장/산업 전망

3-A  방사선융합 그린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 

❍ 

❍ 

❍ 

     

3-B  방사선융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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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쟁력 및 핵심 발전 동인 

  □ 연구소 역량 및 기술경쟁력 분석 

3-A  방사선융합 그린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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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B  방사선융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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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타 기관과의 역량비교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 일본)

○ 방사선 이용 연료전지 멥브레인 제조 

○ 방사선 이용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

- 오랜 기간 축적된 방사선기술 관련 
노하우 및 첨단시설 구축

- 개발기술의 산업체 이전실적이 많음

-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관련 연구 차질

Konarka 

Technology 

(미국)

○ Roll-to-Roll 방법을 이용한 유기태양
전지 양산화

○ 휴대기기용 유기태양전지 시제품 제작

- 일부 전극 진공증착 하였으나 세계 
최초 인쇄형 유기태양전지 양산화 
기술 개발

- 인쇄형 전극의 일함수 변화를 위한 
물질부재

- 인쇄전극의 개질에 필요한 신규 
물질개발 선점 가능

Petrobras

(브라질)

○ 옥수수, 사탕무 전분 활용 바이오에
탄올 생산 주력

- 식량의 수급과 가격안전성 측면에서 
비식량 자원인 셀룰로오스 자원 활용이 
유리

Mitsubishi 

중공업 

(일본)

○ 해조류 이용 바이오매스 생산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

- 방사선이용 바이오매스 함량 증가 
해조류 육종 가능성 확보 

Dep. Energy 

(DOE; 미국)

○ 셀룰로오스 활성 10배 향상기술 개발

○ 섬유소계 바이오매스 이용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

- 연구개발결과 활용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기술 확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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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기술경쟁력  분석

핵심기술명 국내외 경쟁기관 핵심스펙 수준 연구소 수월성/차별성 분야

방사선 이용 

고효율 

전력저장 

장치용

소재개발

○ 방사선 그라프팅 기술을 이용한 전

지용 separator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일본 Takasaki 연구소, Yuasa Me

mbrane Systems Co. Ltd)

○ Silver Oxide 전지의 시장규모: 10 

billion yen/year

-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용 소재는 저전압 (1.5 V이하) 

에너지 저장장치에만 국한하여 개발

되어 왔음

- 본연구소는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 고전압(3.8 V 이상) 에너지

저장장치용 핵심소재 개발하고자 함

Roll-to-Roll 

인쇄기술

○ 열처리가 필요한 일함수 변화물질과 

화학적 도핑 방법을 통한 역전구조의 

유기태양전지 인쇄기술(미국 Konarka) 

- 방사선을 이용한 도핑방법과 방사선 

조사를 통하여 열처리가 필요 없는 

소재 원천기술 확보(특허출원 중) 

Film type 

DSSC

제조기술

○ Film type DSSC 시제품 제조

   (일본 Peccell)

○ 대면적 Hard Type 시제품 제조

   (일본 Sony, fujikura, 한국 (주)세원 , 

동진 세미켐)

- 실용화를 실현을 위해서 내구성 

기술 및 저가화 기술이 핵심, 방

사선 이용 소재 저가화 및 패키징 

기술개발

- 방사선 이용 대면적 외부환경용 

유연투명화 기술 개발

바이오

에너지용

식물자원 개발

○ 아열대 기후 바이오에너지 식물자원 

수출 독점, 바이오에너지 실용화 

   (동남아, 미주, 중남미) 

- 현재 초기단계 수준에 있으며 협소한 

국토 면적으로 비 식량 식물자원

으로부터 바이오에너지를 얻기 위한 

초기단계 연구

-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

전처리기술 및

당화효율 

극대화 기술

○ 파핑(popping)법을 통한 바이오매스의 

당화효율 향상 기술(전남대)

○ 바이오매스 Saccharification 속도를 

5배 향상시키는 암모니아 전처리 

방법 개발(미국 DOE)

- 방사선 전처리 방법과 방사선 이용 

효소활성 증강 기술 빛 나노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여 당화효율을 극대화

시켜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기술 개발 

- 방사선융합 기술 이용 바이오에탄올 

상용화를 위한 병목현상 해결가능

(당화효율 9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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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발전 동인 

방사선융합 

그린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 신재생에너지의 확산 및 고품질 

전력수요 확대로 인해 급속한

시장 성장 전망

-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와 환경보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 형성

- 국가주도의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 

신소재 개발 필요성 증대

- 국내 첨단 산업분야에서 방

사선 기술 활용에 대한 경험 

부족과 부정적 인식

- 방사선 조사시설 구축으로 인한

초기 설비 투자비 증가  

-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의 국민 수용성

저하 및 국민적 공감대 부족

- 에너지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

- 친환경 저에너지 소비형 방

사선 기술 개발 필요성 증대

- 신재생 에너지 생산 관련 유망

핵심 신소재 개발 및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심화 

방사선융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정부 주도의 강력한 연구개발 

지원(제 9차 녹색성장 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2015년

까지 40조 투자 결의)

-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범

부처 차원의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이 확정(‘09)

- 환경문제 및 고유가 시대의 

대체 에너지원 개발의 중요성

증대

- 국내 바이오매스 자원 부족

- 바이오매스 식물 유전자원 

재배면적 부족

- 경제성 있는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품종개발 전무

- 국내 기후변화로 아열대성 

셀룰로오스 식물자원 재배 및

바이오디젤 자원의 국산화 

가능

- 고 LET 선원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 연구기반 마련과 국내 

양성자, 사이클로트론 중성자 

인프라 구축으로 품종개발 수

월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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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소요예산

  □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방사선

융합 그린

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달성
목표

-고효율 전력저장 장치용 소재 
제조를 위한 방사선 기술 개발

-신규 전도성 고분자 물질개발

-방사선을 이용한 전도성 고분자 
물질의 전기적 특성 제어

-대면적 투명유연 DSSC Flim 
모듈개발 

-방사선 기술 적용 고효율 이차 
전지 생산 

-방사선 이용 전기적 특성이 제어된
전도성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인쇄
전극의 일함수 변화 

-인쇄전극의 전기적 특성제어

-DSSC Flim실용화를 위한 대량 
생산공정, 생산라인 개발

-방사선 기술을 적용한 대용량 
전지 생산

-개발물질 이용 인쇄형 고효율 
유기태양전지의 제작

-DSSC Flim을 이용한 PV Power
달성

필요
기술

-방사선을 이용한 전력저장 장치용
전해질 제조 기술  

-방사선을 이용한 전력저장 장치용
전극 효율 개선 기술

-신규 전도성 고분자 구조 디자인에
대한 시뮬레이션

-방사선원별 조사에 따른 전기적 
특성 분석 기술

-고효율 전력저장 장치용 소재 양
산화(대면적, 대량 생산) 기술

-인쇄형 전극과 고분자 물질필름 
코팅 제어 기술

-형성된 전극과 고분자 사이의 전기적
특성 변화에 따른 상호연관관계 분석
기술 

-대용량 전력 저장용 전지 양산화
(대면적, 대량 생산)기술

-유기태양전지의 적층인쇄 기술

-인쇄형 유기태양전지 특성분석
및 평가기술

전개
시나
리오

-방사선 그라프팅, 가교, 표면 
개질 기술 적용을 통한 고효율
전력 저장 장치용 소재 개발

-저가의 인쇄형 유기전자소자의 
국내외 관심증대

-국내 산학연 공동연구 및 국외
기술협력 강화

-방사선 이용 신규 물질 개발의 
융합연구 필요성 증대

-전력저장 장치용 소재 생산을 위한
양산화 기술 개발 후 이를 이용
하여 그린카용 및 가정용 전지 
개발에 적용

-인쇄형 유기태양전지의 핵심소재 
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선점

-대용량 전력저장 장치용 소재의 
양산화 기술개발 후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의 핵심소재로 활용

-핵심소재를 도입한 인쇄형 고효율
유기태양전지 제작을 통한 세계 
인쇄전자 산업의 신 시장 선도

방사선

융합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달성 
목표

-셀룰로오스 고함유 및 극환경 내성
도입 식물 유전자원 국산화 개발

-고성장, 고온내성 해조류 육종 
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유용단백질 활성증
강 기술개발

-방사선이용 유용단백질의 고활
성 나노구조체 개발

-바이오매스 증진 환경 내성 바이오
디젤 식물 유전자원 개발

-방사선 육종 해조류 유래 고부가 
유전자원 확보

-나노단백질 구조체 이용 당화효율
최적화기술 개발

-최적화 나노단백질 구조체 이용 
바이오에탄올 생산효율향상 기술
개발

-셀룰로오스 및 바이오디젤 식물 
유전자원 대량생산 체계 구축 
및 고 수율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해조류 유래 바이오 에탄올, 바
이오디젤 및 고부가 PUFA, 희
귀금속 생산 산업화 기술 개발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기술개발

필요 
기술

-방사선융합 식물 유전자원 육종
기술

-셀룰로오스 분해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

-해조류 배양 기술 및 방사선 육종
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구조변환 기술

-방사선이용 나노입자 제조 기술

-방사선융합 식물 유전자원 육종기술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해조류 유래 유전체, 단백질체 
분석 기술 개발

-나노-단백질 제작 기술

-방사선 전처리 기술

-바이오에너지 소재 생물자원 산
업화 대량생산기술

-고수율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바이오매스 생산용 해조류 현장 
실증 배양 기술 개발 및 고부가 
물질 정제 기술 개발

-바이오에탄올 생산기술(전처리, 
당화공정, 발효공정 기술)

전개
시나
리오

-아열대 도입 셀룰로오스 섬유 
식물자원 활용 방사선육종기술에
의한 신품종 개발 및 국산화

-연근해 서식 환경에 맞는 품종 
분리 및 해조류 방사선 육종에 
의한 신품종 개발

-방사선이용 샤페론 단백질 활성 
증강기술 개발

-방사선이용 섬유소분해효소 활성
증강기술 개발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고활성 
나노-샤페론/나노-섬유소분해
효소 구조체 개발성 증강기술 
개발

-방사선육종기술 활용 내습, 내염
성 증진, 생육환 단축 및 바이오
매스 증진 바이오디젤 소재 식물 
자원 개발

-고성장, 고함량 해조류의 우수 
유전자원 확보

-나노-샤페론 이용 섬유소분해효소
안정화 연구

-나노-샤페론, 나노-섬유소분해
효소 이용 최적의 당화방법 개발

-나노단백질 구조체이용 바이오에
탄올 생산수율향상 기술개발

-환경 스트레스 내성 바이오에너지
소재 식물자원의 유휴지, 간척지, 
내습답 이모작 재배 기술 개발로
대량생산체계 구축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과 함께 
고부가 희소 물질의 생산으로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의 경제성
강화

-상용 수준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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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연구내용 및 성과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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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세부 성과목표 및 내용 

3-A 방사선융합 그린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최종 연구목표
  ❍ 방사선 기술 이용 신재생에너지 저장장치 소재 및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 개발 

    - 고효율 전력저장 장치용 소재개발 연구

    - 고효율 인쇄형 태양전지용 소재개발 연구

1단계 
연구목표

  ❍ 방사선 기술이용 태양광 에너지 전환 및 저장소재 개발

    - 방사선 이용 전력저장 장치용 전해질 제조기술 개발

    - 인쇄형 태양 전지용 유기 고분자 특성 연구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방사선 이용

전력 저장장치 소재용

기능성 복합 전해질 개발

❍ 액체 전해질 효율 향상기술 

 � 기능성 복합 전해질막
❍ 음이온 고정화를 위한 전해질막 개질연구

❍ 난연성 화합물 도입기술 연구

❍ 이차전지용 전해질 난연성 향상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전력 저장장치 소재용

Gel 전해질 개발

❍ 방사선에 의한 Gel 고분자 제조기술 개발

 � 리튬 이차전지용 Gel 고분자

전해질

❍ Gel 고분자 전극 고정화 기술 개발

❍ Gel고분자 전해질 이용 리튬 이차전지 

제조 기술

❍ Ionic liquid를 이용한 Gel 고분자 전해질 

제조 기술

방사선 이용 고효율 전력 

저장장치 소재용

고체 전해질 개발

❍ 리튬 이온 수송용 관능기 도입 기술개발
 � 박막형 리튬이차전지용 고체

전해질막
❍ 고체 전해질 박막화 기술 개발

❍ 고분자 전해질 리튬염 분산기술 개발

방사선 맞춤형 

신규 고분자 물질개발

❍ 신규 전도성 고분자 디자인 및 합성
 � 전기적 특성 제어가 가능한 

신규 전도성 고분자❍ 방사선원별 전기적 특성 제어 연구

고효율 인쇄형

태양전지 소재개발 연구

❍ 고효율 대면적 투명 유연 DSSC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 대면적 투명유연 DSSC 모듈❍ 대면적 투명 유연 태양전지 양산화 개발

❍ 내구성 확보 및 실증시스템(비닐하우스 

적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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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구목표

  ❍ 방사선 이용 에너지 저장장치 및 유기태양전지 실용화 연구

    - 방사선 이용 리튬 이차전지용 부품소재 개발

    - 인쇄형 유기태양전지 단위소자 개발 및 활용방안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전력저장 장치용 음극 

효율 개선을 위한

SEI layer 형성기술 개발

❍ SEI layer 안정화 물질 제조 기술

 �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 SEI layer 형성 및 구조분석

❍ 음극활물질 표면 박막코팅 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전극 바인더

제조 기술 개발

❍ 친환경 수계 바인더 제조기술 개발

 � 리튬 이차전지용 바인더❍ 바인더 접착력 향상기술 개발

❍ 기능성 바인더 도입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이차전지용 고효율 음극

제조기술 개발

❍ 고효율 음극 활물질 제조 기술 개발 

 � 리튬 이차전지용 고효율 음극

❍ 음극 활물질/바인더/집전체 고정화 기술 

개발 

❍ 고효율 음극 이용 이차전지 제조 및 평가 

인쇄전극을 이용한 

박막필름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전기적 특성이 제어된 전

도성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인쇄전극의 

일함수 제어 연구
 � 인쇄전극 이용 유기태양전지 

단위소자

❍ 인쇄전극과 일함수 변화용 고분자 적용 

유기태양전지 단위소자 특성분석 연구

고효율 인쇄형 태양전지

 소재개발
❍ 탈부착 Film type DSSC 제품화 및 보급

 � 다양한 용도의 탈부착 Film type

DSSC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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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방사선융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최종 연구목표
  ❍ 방사선융합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생물자원 및 상용화 생산기술 개발

    - 고 생산 바이오에너지 원료공급을 위한 생물(식물, 해조류 등)자원 개발 

    - 방사선 단백질 구조변환 기술이용 바이오매스 고효율 당화기술 개발

1단계 
연구목표

  ❍ 바이오에너지 생산용 고품질 생물자원 확보 및 섬유소 분해효소 활성증가 기술 개발 

    - 방사선 이용 바이오매스 증진 식물자원 및 미세조류 개발  

    -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고활성 나노-섬유소분해효소 구조체 개발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바이오에너지용

목질 및 초본류

도입섬유(셀룰로오스)

식물자원 국산화

❍ 방사선육종 변이 유전자원 pool 구축

(케나프, 부용)

 � 바이오에너지용 환경내성 도입

셀룰로오스 식물 유전자원(3종)

❍ 셀룰로오스 정량검정 및 물성 검정

❍ 기후변화 대응, 환경내성(내습, 내염성) 

유전자원 선발

❍ Biomass 생합성, 기후변화 관련 유전자 

변이 및 발현차이 검정과 마커 개발

❍ 종자 대량 증식·생산기술 국산화 연구

미세조류 이용

바이오매스, 바이오 디젤 

생산기술 개발

❍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고성장, 고전분

함량 미세조류 개발

 � 바이오에너지 생산 고함량 

고생산성 우수 미세조류 돌연

변이주 확보(5종)

❍ 고지방 함량 방사선 돌연변이 미세조류 

개발

❍ 고성장, 고함량 돌연변이 미세조류 유래 

유용 유전자원 확보

❍ 확보된 돌연변이 미세조류의 고생산성 

대량 배양기술 개발

유용단백질

활성증강 기술

❍ 방사선이용 샤페론 단백질 활성증강 

기술개발  � 고활성 샤페론/섬유소 분해

효소❍ 방사선이용 섬유소분해효소 활성증강 

기술개발

고활성 나노-단백질

구조체 제조기술

❍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고활성 나노-샤페론 

구조체 개발  � 고활성 나노-샤페론/나노-섬

유소 분해효소❍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고활성 나노-섬유소

분해효소 구조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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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구목표

  ❍ 방사선융합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생산기술 개발

    - 바이오디젤용 유지식물 및 바이오매스 증진 거대조류 개발, 생산 실증기술 개발

    - 고활성 나노-섬유소 분해효소 구조체 이용 바이오에탄올 생산 상용화 기술 개발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방사선융합        

바이오매스 증진 

바이오디젤용 유지 

식물자원 개발

❍ 방사선육종 변이 유전자원 pool 구축(유채)

 � 바이오메스 증진, 환경내성 

바이오디젤 유지 식물자원

(3종)

❍ Oleic acid 고함유, 바이오매스 증진 유전

자원 선발 및 물성 검정

❍ 환경내성(내습, 내염성) 유전자원 선발

❍ Oleic acid 생합성 관련 유전자 변이 

및 발현차이 검정과 마커 개발

❍ 종자 대량 증식·생산기술 국산화 연구

방사선 육종이용 

거대조류에서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및 

경제성 확보기술 개발

❍ 연근해 성장조건 적합 거대조류 확보 및 

실험실 배양기술 개발

 �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방

사선 육종 거대조류 신품종 

등록 (3종)

❍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거대조류 육종 

기술개발 및 유용 유전자원 선별

❍ 현장실증을 통한 대규모 생산기술 개발

❍ 거대조류에서 고부가 희소물질의 정제 

기술개발 및 최적화를 통한 거재조류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경제성 확보

당화효율 최적화기술

❍ 나노-샤페론 구조체 이용 섬유소분해

효소 안정화 기술개발
 � 섬유소분해효소 안정화 

❍ 나노-단백질 구조체 이용 최적의 당화

방법 개발
 � 최적의 당화방법 개발

바이오에탄올

생산효율 향상기술

❍ 나노-단백질 구조체 이용 바이오에탄올 

생산수율 향상기술 개발
 � 바이오에탄올 상용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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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소요 인력 및 예산

 추진전략 및 체계 

  □ 추진전략

3-A  방사선융합 그린에너지용 신소재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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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  방사선융합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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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3. 중점 연구 분야

  - 131 -

  □ 추진체계

 파급효과 및 기술특성 

  □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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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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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특성표

 예상성과 및 활용방안

리튬 이차 전지

유기태양전지 활용 

바이오에너지 
섬유식물자원 (케나프)

바이오에탄올 생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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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추진 과제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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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개요

중점 연구항목

  □ 기술개요

❍ 

4) Radio Similar : 방사선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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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목적

❍ 

❍ 

  □ 연구기간 및 소요예산 : 10년 (3+3+4) / 730억 원

 사업추진의 타당성 

  □ 연구개발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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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연구개발 시급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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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원의 타당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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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산업 현황

4-A  방사선융합 고령친화형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 

❍ 

4-B  방사선기술 기반 만성질환 예방․치료물질 및 진단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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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술발전 및 미래 시장/산업 전망

4-A  방사선융합 고령 친화형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 

❍ 

4-B  방사선기술 기반 만성질환 예방․치료물질 및 진단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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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쟁력 및 핵심 발전 동인 

  □ 연구소 역량 및 기술경쟁력 분석

4-A  방사선융합 고령 친화형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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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  방사선기술 기반 만성질환 예방․치료물질 및 진단기술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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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타 기관과의 역량비교

KIRAMS

○ 방사선 암 치료 효율 향상을 위한 

암표지자 발굴 및 방사선 민감성 향상 

기술개발

○ 방사선 손상규명 및 극복기술 개발

○ RI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 방사선 암치료기술 및 부작용극복

기술, RI 이용 암 진단 기술에 중점

- 방사선/RI 활용기술을 다양한 생명

공학 분야에 적용연구는 없음

미군

방사선생물학

연구소(AFRRI)

○ 방사선에 의한 생체손상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급성 방사선노출에 대한 면역조혈계, 

위장 관계 방호물질 개발

- 방사선의 고선량 급성 부작용에 대한 

기술개발에 중점

- 방사선/RI 활용기술을 다양한 생명

공학 분야에 적용연구는 없음

일본 NIRS, 
JAEA-Takasaki

○ 방사선에 의한 세포/조직의 분자생

물학적 반응 기전 연구

○ 방사선치료 효율증진을 위한 방사선 

민감제/방사선 방호제 개발

○ 방사선/이온빔을 이용한 식물 유전

자원 개발

○ RI 이용 식물 분자영상기술 개발

- 방사선/RI 활용기술을 다양한 생명

공학 분야에 적용시도는 없음

농촌진흥청

○ 교배육종 및 형질전환 기법 활용 신 

유전자원 개발

- 교배육종기법으로 육성된 유전자원

보급은 활발하나, 형질전환 기법에 

의해 육성된 유전자원은 품종인증 

전무

하버드대학

예일 대학

○ 나노선 구조의 Field Effect Transistor

(FET) 기반 나노바이오센서 개발

○ 포토리소그래피와 식각공정 적용 실리콘 

나노채널을 이용한 고감도 바이오

센서 제작

- 검‧출능은 우수하나 소자를 구성하는

기판의 재현성 및 신뢰성이 미흡하고

양산에 적용이 어려움

- 방사선 이용 바이오센서 제작기술 

연구 전무

KAIST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의 나노갭에 

생체분자를 고정시켜 전류 변화를 

측정하는 CMOS 기반 바이오센서 

개발

- 저렴한 비용으로 고감도의 바이오센서

제작이 가능하나 센서의 다중화를 

위한 생체분자 고정화 및 선택적 

반응기술 미흡

- 방사선을 이용한 바이오센서 제작기술

연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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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용 
소재 

개량기술

○ 휴대용 심장 측정/기록기기: 미국 
Instromedix, 캐나다 Baylis Mediacl Co.

○ 폐활량 측정기: 영국 Micro Medical 
Ltd.(가정용), 미국 Cardgurad Ltd.(휴
대용)

○ 전자청진기: 핀란드 Helsinki대(휴대용)

○ 임산부 모니터링 시스템: 미국 HP(경량)

○ 중추신경/대뇌피질 자극 치료기술:Fl
exible Electrode 개발(서울대, 고대)

○ 종합 헬스케어용 휴대형 칼로리미터: 
LG전자, 삼성전자

○ 캡슐형 무선 내시경: 경북대

- Johnson&Johnson, GE Healthcare 
등이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가장 높은 의료기기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주요 제품의 특허권 소멸을 
기회로 기술진입 및 확대 가능

- 현재 전 세계적인 기술동향은 휴
대용, 경량화, 모바일 전송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 확보된 방사선 이용 재료의 경량화
/고성능화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화학공정 단축과 고기능성 재료 
개발을 통해 의료기기의 소형화, 
경량화, 모바일화는 물론 관련 핵심
기술의 세계시장 진입용이

다기능 
재생유도체
설계기술

○ Electrospinning 기술 이용 재생유도체: 
섬유 직경 0.1~20 ㎛(영국 NeoTherix)

○ 수화겔형 재생유도체: 주사형 Regel
Ⓡ(미국 유타대)

○ 3D Printing 방식 활용 TCP로 이뤄진 
다공성 인공지지체 개발 및 상용화
(미국 Therics)

○ 3차원 세포배양 지지체 개발(리젠바이
오텍)

- 방사선 기술 이용 하이드로겔 및 
소재 표면처리 기술은 세계적 수준

- 화학약품 등을 사용하지 않아 보다 
생체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신개념 
기관조직재생 유도체의 설계용이

표면 
생리활성 

인자 
도입기술

○ Heparin 결합 PLGA-PEG-PLGA 수화겔: 
기능성 효율 60% 이상(성균관대)

○ Tetronic-PCL-heparin 이용 성장인자 
전달시스템: 15일까지 방출(미국 퍼듀대) 

○ 생리활성 펩타이드형 생체재료의 세포
표면 제어(카이스트, 하버드대)

○ 재생유도체 표면 생리활성물질 고정: 
10% 이상(한국 한양대) 

- 방사선 기술 이용 재료표면에 재생
유도 생리활성물질의 도입 및 방출 
조절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세포
외기질 구조 모방형 재생 유도체의 
재생효율을 보다 더 상승시킬 수 
있음(고정화율 30% 이상, 기능성 효율 
80% 이상)

-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약물전달 효율 
15일 이상 유효

체내‧외 
기관체 

재생유도능
평가기술

○ Crosslinking/extraction/reversal 이용 
재생유도체-세포간 신호전달 분석 
효율 30% 향상(한국 이화여대) 

○ NIS, luciferase 리포터 유전자(미국 
퍼듀대)

○ 소동물 영상 획득/재구성법: 마이크로
PET, 1 mm SPECT(한국원자력의학원)  

- 비특이적 상호작용에 의존하여왔던 
기존의 연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세포
-생체재료 간의 특이적 상호작용을 
조절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선택
적인 평가 가능

- 연구소 보유 기술인 생체분자영상
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동위원소 
기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체내
‧외 기관체 재생유도능의 체내‧외 
평가용이

  □ 국내외 기술경쟁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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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예방‧치료물

질 및 
진단기술 

개발

○방사선 만성질환 예방치료

  - 방사선 급성질환 제어물질 2종(gin
san, HSP27 target peptide)을 발굴
하였으나 만성질환 연구는 진행
되지 않음(한국원자력의학원)

- 다양한 퇴행성 질환과 연관성이 높은 
방사선 만성질환(뇌/신경질환, 섬유화 
질환, 대사질환 등) 조절물질 개발
능력 보유(향후 신물질 3종 이상 
개발 목표)

아세틸콜린 
합성효소 

유전자 삽입 
인간 신경 

줄기세포 이식

○ 치매동물의 기억력을 완벽하게 회복
시키는 기술(충북대학교)

- 세계 최초로 난지형 잔디에서 항치매 
효과가 있는 물질의 분리 동정 및 
방사선기술 이용 유용물질의 증강 
기술 개발

RI 이용 
만성질환용 

신약

평가기술 
개발

○ RI 활용 신약개발 지원(미국 NIH) - 현재 RI 이용 신약평가 인프라(RI-B
iomics센터) 구축 중으로 세계수준의 
신약개발지원 센터를 목표로 기술
개발 추진

노인성 
질환예방 
특·약용 

생물소재 개발

○ 교배육종을 통한 특·약용 유전자원 
개발(농촌진흥청)

- 방사선 기술 활용 특·약용 타깃물질에 
대한 함량이 증대된 생물 유전자원 
개발로 천연물 소재 산업화의 기술적
/경제적 제한점 극복 가능

방사선 이용 
신물질

제조기술

○ 마이크로파 이용 암 등 다양한 질병 
치료제의 합성방법 개발(University 
of Bari)

- 감마선 이용 신물질 발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연구소에서 
감마선을 이용해 신물질 2개 발견

질병진단용 
고감도 

바이오센서/
칩 개발

○ 기판의 검출능(감도): pico그램 수
준의 표적 DNA 검출 가능(하버드, 
예일대)

○ 기판의 검출능(감도): 약 0.3nM 수
준의 IgE 검출 가능(오사카대)

○ 센서/칩 분야 핵심기술 중 센서소자
기술(생체소재 검출, 신호증폭)은 
세계 기술수준과 대등하나 기판가공
/제조기술(기판가공, 표면처리, 패
터닝 기술)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최대 50% 정도로 기술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됨(바이오/나노센서 
이용 고감도 체외진단 기술특허동향, 
2009, 특허청)

- 현재 기술로 제조된 기판의 검출능 
만으로도 상위수준에 있으며 기판의 
패터닝, 생체분자의 집적, 기판제조 
과정의 단순화, 검출기법의 다변화 
등 기술의 진보와 함께 더 높은 수
준의 바이오센서, 칩 개발이 가능

- 기판의 검출능(감도): 약 1 pg/ml 
수준의 표적 DNA 및 항체 검출가능

- 방사선 기술이용 고분자 기판의 표면
처리 및 패턴 형성기술은 가공용이
성이 높은 기판소재에 대한 요구와 
가공방식의 단순화에 부합하는 맞
춤형 기술로 센서/칩 분야 핵심기술 
확보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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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발전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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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소요예산

  □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방사선융합 

고령친화형 

첨단메디컬 

신소재개발

달성 
목표

-인체치료 및 기능보조용 비임플

란트형 의료기기 개발

-세포외 기질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모방한 방사선기술  이용 

다기능 재생유도체 설계

-방사선 기술도입 표면 생리활성 

인자 개발 기술조건 확립

-세포-세포, 세포-유도체 상호

작용 평가기술 확립

-체외/생체 평가 법을 이용한 

체내 기관체 재생 유도능의 성

공적 평가

-인체치료 및 기능보조용 임플란

트형 의료기기 개발

-방사선기술 도입 신기능 복합 

재생 유도체의 물성 및 생리활성 

최적화 및 조직재생 연구

-방사선 기술 최적화된 재생유도체 

표면 생리활성인자 고정화기술 

확립

-이식세포 조직재생력 강화연구

-재생유도체 생체내 기능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연계 연구

-국산 의료기기의 품질향상 및 

신뢰도 확보를 통한 구매율 

40% 달성(현재 약 5% 미만)

-방사선기술 도입된 생체모방형 

신개념, 신기능 재생 유도체 

개발

-생리활성 펩타이드 설계, 재생

유도 소재 표면 활성화 및 분화

기능성 연구

-세포/세포간 및 세포/소재간 

상호작용

-기관/조직 재생 유도능 평가 

연구

필요 
기술

-방사선기술 이용 나노/마이크로 

복합 지지체 제조기술

-방사선기술 융합 유/무기 복합 지

지체 제조기술

-방사선기술 도입 생리활성인자 도입 

및 고정화 기술

-방사선기술 이용 나노/마이크로 

복합 지지체 제조기술

-방사선기술 융합 유/무기 복합 

지지체 제조기술

-방사선기술 도입 생체주입형 

젤 제조기술

-방사선기술 도입 기관/조직유도체

/생리활성인자 고정화 기술

-재생유도 생리활성물질 송달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의료기기용 신소재 내구성 향상

기술

-의료기기용 신소재 안전성/독성/

효능평가 기술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임상데이터 

확보

-복합기능 조직재생 유도체 제조

기술

-활성인자-생체재료 복합체 대량

생산 기술

-생리활성 표면 소재를 활용한 

바이오 지지체 및 인공장기의 

안전성/독성/효능평가 기술

-실시간 세포추적 기술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신속한 사후 서비스 및 대체장비 

제공을 위한 A/S 시스템

-재생력 조절 핵심단백질 및 유

전자 발굴 기술

-기관/조직유도체/생리활성인 복

합체 대량생산 기술

-세포간, 세포-지지체 간 커뮤니

케이션 연구 기술

-면역 및 염증 조절 기술

-바이오 인공장기 및 조직 재생용 

재료 개발 기술 

전개
시나
리오

-방사선기술의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의 활용

-1,2,3차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한 

제품 수요 및 신규시장 확보

-방사선기술 기반 기술확충 및 

기술 확산 공유

-표면개질연구 거점의 대형화/센

터화

-다양한 기관조기 재생을 위한방

사선기술 융합 지지체 및 이식

세포 확보

-방사선 융합 생체재료의 표준화

/안정성 평가

-수요자(의사)의 요구를 반영한  

공동 제품개발

-외산제품 교체수요 증가를 위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스템 구축

-복합재료 지지체 설계(2,3-D 

scaffold design) 재생유도 생리

활성 물질 송단 연구 진행

-표면 생리활성 인자 개발 기술 

조건 확립 및 표면처리기술 연구

-조직재생유도 활용 연구기관과 

정보 교환

-외산제품 교체수요 증가를 위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시스템 확립

-방사선기술 융합 의료기기용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거점 클러스터 

확립

-방사선기술의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의 활용

-방사선 표면 개발된 생체재료의 

표준화/안정성 평가

-방사선기술 융합 연구 거점의 

클러스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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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목표

-방사선이용 만성염증 질환 모델 

구축 및 핵심인자 발굴

-노인성 치매 치료용 천연물질 

검색, 발굴 및 동정

-뇌혈관질환, 치매 등 퇴행성질환 

타겟 생물자원 개발

-Radio similar 뱅크로부터 대장

암에 대한 항암 후보물질 발굴

-RI활용 신약평가기술 구축 (RI-

Biomics센터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증)

-고분자 기반 바이오센서/칩용  

기판 제조 기술 개발 

-만성염증 질환 조절 천연물소재 

발굴

-방사선 이용 활성물질 증강기술 

개발

-생물자원의 생물학적 영향 평가 

및 퇴행성질환 조절 효능 검증

-후보물질의 대장암 억제 작용기작 

규명 

-천연물유래 만성질환 유효소재 

발굴 및 RI활용 신약효용성 평가

기술 확립

-고위험군 질병 진단용 바이오센

서/칩 제조 기술 개발

-만성염증 질환 조절 천연물 소

재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노인성 질환 모델동물 이용 최종 

전 임상 단계 실증 실험

-생물 자원내 타깃 대사산물 증진의 

유전적 요인 및 기작 규명

-대장암억제 후보물질에 대한 동물 

효능검증 및 약물동력학(PK) 연구

-RI활용 만성질환 후보소재의 전 

임상 평가

-질병 진단용 바이오센서/칩 시

제품 개발 및 임상유효성 평가

필요 
기술

-방사선생체반응 시스템 해석기술 

및 유전체/단백질체/대사체 분석

기술

-방사선이용 식물세포 배양 기술

-천연물 분리 동정 기술 (HPLC, 

GC 등)

-대장암 타깃 억제효능 탐색기술

-방사선 이용 고분자 기판 표면

처리 기술

-포획분자 고정화/패턴형성 기술, 

포획분자 고정화용 고분자 기판 

제조 기술

-RI 이용 생체내외 신약평가기술

-만성염증 조절 소재의 in vitro/in 

vivo 효능 검색기술

-방사선 조사 및 분석 장비 활용

생리활성 물질 탐지기술

-타깃 천연물의 구조분석 기술

-세포내 신호전달 규명 기술

-천연소재에 대한 방사성동위원

소표지기술

-표적분자 검출기술

-고분자 기반 바이오센서/칩 제조 

기술

- 천연물소재의 안전성 평가기술

-질환동물모델 이용 효능평가 

기술

-유전자 발현분석 기술

-질병진단 표적분자 검출기술

-체외진단용 임상시편 적용 기술

전개
시나리

오

-방사선 이용 만성염증 질환 동물

모델 구축 및 기전규명을 통한 

핵심 타깃인자 발굴

-다양한 유용 자원으로부터 만성

질환에 대한 활성 물질 선별

-특약용 생물소재로부터 타깃 돌연

변이체 개발

-Radio similar 뱅크에 대한 대장

암 억제 물질 검색 발굴

-RI표지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생체

평가기술 구축 및 산학연 공동

연구 및 국외기술협력 강화

-방사선을 이용한 미세패턴 형성 

및 3차원 압체 구조체 형성을 통한 

고분자 기판 표면처리

-생체분자의 고정화를 위한 기판 

및 생체분자의 관능기 형성

-만성염증 질환 핵심 타깃인자 

조절을 위한 천연소재 발굴

-다양한 방사선원/선량 이용 특정 

활성물질 증강기술 개발 및 탐지

기술 개발

-돌연변이체로부터 분리된 타깃 

천연물에 대한 만성질환 억제 

효능 탐색

-대장암 억제 물질의 세포내 신호

전달 기작 규명

-RI표지 천연소재의 고감도, 고효율 

신약평가기술 확립으로 천연물

유래 만성질환 유효소재 발굴

-금속 나노입자 및 탄소계 나노

입자를 이용한 생체분자의 구조

변화를 통해 검출신호 향상

-포획분자의 고정화 밀도 향상

-만성질환 모델 동물을 이용하여 

발굴된 천연물 소재의 전 임상 

효능/약물동력학/안전성 평가

-타깃 돌연변이 생물자원 유전자 

비교 및 구조유전체 연구를 통한 

유전자 검정

-만성질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천연물소재에 대한 RI활용 

신약평가 완료로 세계적인 식의

약품 개발 원천기술 확보

-표적물질 검출 성능평가 및 보완, 

비표지 방식의 검출방식 개발 

및 재현성 확보를 통한 바이오

센서 유효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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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연구내용 및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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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세부 성과목표 및 내용 
4-A 방사선융합 고령 친화형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최종 연구목표
  ❍ 방사선 기술기반 노인성 만성질환 공통 활용 기관조직의 재생, 기능회복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 방사선 기술이용 기관조직 재생 유도체 후보물질 개발(5건 이상)

    -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의료기기 개발 및 재생유도 소재 표면 활성화/기능 연구

    - 기관/조직 재생 유도능 평가연구

1단계 
연구목표

   ❍ 의료기기 및 기관조직 재생유도용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 방사선 기술 활용 인체 독성원의 사전차단, 생물기능의 모방 및 재현, 신기능 재생

유도체, 표면 활성화 인자, 세포-유도체간 상호작용, 재생유도체 생체기능성 평가연구

추진으로 차별화된 방사선 핵심기술 확립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비임플란트형  
의료기기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기술이용 창상치료용 의료

기기 제조기술 개발

 � 창상드레싱, 상처봉합용 의료기기, 메

디컬 스펀지

❍ 방사선 기술이용 비임플란트형 의료

기기 제조기술 개발

 � 혈구 제거필터, 혈액정화필터, 수혈용 

필터, 치과용 섬유, 혈액 투석필터, 

심폐기용 필터

❍ 방사선 기술이용 신체기능 보조용 

의료기기 제조기술 개발

 � 인공혈관, 인공인대, 인공신장

 � 연골재생용 구조체

임플란트형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기술이용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기술 개발

 � 비뇨기과용 섬유구조체

 �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 심장판막 섬유구조체, 봉합사 

 � 카테터(심장혈관용/신장용/비뇨기과용/ 

흡인용/주입용)

세포외 기질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모방한 
다기능 재생유도체 
설계의 최적화 및 
조직재생 연구

❍ 신기능 복합 재생 유도체 설계

 � 융합형 나노/마이크로 복합체 개발

 � 융합형 생체주입 복합 겔 개발 

 � 신기능 복합체 개발

표면 생리활성인자 
개발기술  확립

❍ 조직 재생기능성 생리활성 펩타이드 

설계조건 확립
 � 신기능성 표면 생리활성인자 유도체 개발

세포-세포, 세포-유도체 
상호작용 평가기술 확립

❍ 지지체의 구조에 따른 수용체와 m

atrix,assembly에 의한 신호전달
 � 세포-유도체 상호작용 평가

체외/생체 평가법 
이용 체내 기관체 

재생유도능의

성공적 평가

❍ Stable cell line 이용 다양한 재생

유도체의 체내‧외 평가시스템 개발

 � 동물모델 확립

 � 생체내외 평가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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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구목표

  ❍ 의료기기 및 기관조직 재생유도용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 개발된 기술의 유기적 연계로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생체 내외 기능평가를 통한 

특성을 강화하여 기술의 완성도 제고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신기능 복합 재생 유도체 

기반기술 완성 및 기능강화

❍ 융‧복합형 재생유도체의 최적화 및 표면

수식기술 확립

 � 융합형 신기능 복합체 개발 

 

재생유도체 표면 

생체모방형 물질도입 기술 

확립 및 이식세포 재생 

기능 강화

❍ 조직 재생기능성 생리활성 펩타이드 

조건 최적화, 목표별 기능 강화조건 

최적화

 � 신기능성 표면 생리활성인자

유도체 개발❍ 생체재료 표면의 펩타이드 및 인자배열, 

화학 고정조건에 적합한 생리활성 펩

타이드 가공조건 최적화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재생유도체 생체적응력 

강화 기술 확보

❍ 생체 적응력 향상을 위한 조절인자의 

전달능 향상

 � 세포-유도체 상호작용 평가❍ 재생 조직에 적합한 지지체의 구조적, 

화학적 특성에 대한 라이브러리 구축 및 

지지체를 이용한 이식세포의 기능성 

조절 최적화 방법 연구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재생유도체 생체내 기능성 

평가 기반기술 확립

❍ 고민감도 리포터 유전자 발현 시스템 

이용 지지체 내에서의 재생영상 연구

 � 생체내외 평가시스템 개발

❍ 단백질체 분석을 통한 재생유도체의 

체내 재생과정 분석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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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연구목표

  ❍ 의료기기 및 기관조직 재생유도용 신소재 원천기술 개발

    - 방사선 기술이용 기관조직 재생유도용 신소재 개발 및 응용분야 확대  .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임플란트형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기술 이용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

기술 개발

 � 비뇨기과용 섬유구조체

 �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 심장판막 섬유구조체, 봉합사 

 � 카테터(심장혈관용/신장용

/비뇨기과용/흡인용/주입용)

기관조직 재생유도용 

신소재의 응용분야 확대

❍ 융‧복합형 재생유도체의 시제품 제작 및 

임상 평가

 � 신기능성 복합체 시제품 

개발

재생유도체 표면 

생체모방형 물질 고정화 

기술 의 응용분야 확대 

❍ 생체모방형 조직재생 유도체의 안전성 평가

및 임상 평가   

 � 신기능성 표면 생리활성인자

유도체 개발

재생유도체 생체적응력 

강화 종합기술의 응용분야 

확대

❍ 생체적응력이 강화된 유도체의 생체적합성

평가 

 � 세포-유도체간의 유도능 

평가

재생유도체 생체내 기능성 

평가 기반기술 확립

❍ 재생유도체의 체내 재생과정 분석 종합기술

개발

 � 생체내‧외 평가시스템 품질

관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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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B 방사선기술 기반 만성질환 예방․치료물질 및 진단기술 개발

최종 연구목표
  ❍ 방사선 기술기반 만성질환 예방․치료물질 및 진단기술 분야 원천기술 개발 및 산업화로 국민보건

증진 및 보건의료 기술 선진화

    - 방사선 기술이용 만성질환 예방․치료 후보물질 개발(5건 이상)

    - RI이용 천연물 신약 효능/거동 평가기술 개발

    - 질병 조기진단 바이오센서/칩 개발

1단계 
연구목표

  ❍ 방사선 기술이용 만성질환 제어 및 진단 원천기술 개발

    - 만성질환 관련 기전규명 및 핵심인자 발굴

    - 노인성 만성질환 예방 및 치료용 후보 물질 군 도출

    - 만성질환 타깃 생물소재 개발 (특약용 품종 3건)

    - RI이용 신약평가기술 개발

    - 질환 조기진단 바이오센서/칩용 고분자 기판 제조기술 개발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방사선이용        

만성염증 질환 모델 구축 

및 질환 타깃 인자 발굴

❍ 방사선 만성염증 반응 분석을 통한 만성

염증 질환모델 구축

 � 방사선적용 조건 및 조직별 

만성염증반응 자료 DB

 � 만성염증 질환 인자 간 상호

작용 네트워크 맵

 � 만성염증 질환 표적인자(2종)

❍ 방사선 만성퇴행 질환 인자 검색

❍ 방사선 만성염증 반응 인자 간 세포내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

❍ 방사선 만성 퇴행질환 제어용 후보 타깃

인자 도출

노인성 질환예방 및 치료용 

소재발굴 및 분리 동정

❍ 유용 식물 추출물로부터 세포 실험을 

통하여 후보 물질 군 선별

 � 신규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치료용 후보 물질 군

❍ 선별된 물질의 구조 동정
 � 신규 물질의 화학적 구조 동

정을 통한 특허등록

뇌혈관질환, 치매, 

퇴행성질환 타깃   

생물자원 개발

❍ 노인성 질환 예방‧치료를 위한 생물소재 

분류

 � 치매, 퇴행성 질환 타깃 특

약용 품종 개발 3건
❍ 유효 기능성 물질 HPLC, GC 분석

❍ 항노화 특약용 품종 개발

❍ 유효 성분 합성 관련 분자마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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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Radio similar 라이브러리 

뱅크로부터 대장암에 

효능을 보이는 물질 발굴

❍ 대장암 타깃 선정 및 탐색기술 개발

 � 항 대장암 효능 신물질 발굴❍ Radio similar 라이브러리 뱅크로부터 

대장암에 효능을 보이는 물질 탐색 및 

발굴

RI 활용       

신약평가기술 개발

❍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RI 표지기술 개발

 � RI-Biomics센터의 국가공인 RI

활용 신약평가시험기관 인증❍ 방사성 신약후보물질의 체내 거동평가 기술

개발

고위험군 질병 조기 진단용 

바이오센서/칩용 고분자 

기판 제조기술 개발

❍ 고위험군 질병 관련 표적물질(바이오마커)

선정

 � 포획분자 고정화용 고분자 기판

❍ 방사선 이용 고분자 기판의 선택적 관

능기 형성기술 개발 

❍ 포획분자 고정화 기술 개발

❍ 포획분자  패턴 형성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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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구목표

  ❍ 방사선 기술이용 만성질환 제어 후보물질 발굴 및 진단 핵심기술 개발

    - 만성염증 질환 조절 후부 천연물 발굴 (3종)

    - 방사선 세포배양기술 이용 생리활성물질 대량 생산기술 개발

    - 만성질환 타깃 생물소재 활용 항노화 물질 개발

    - 항 대장암 후보물질의 효능검증 및 작용기작 규명

    - RI 활용 천연물의 신약평가기술 개발

    - 고분자 기판기반 질병진단용 바이오센서/칩 개발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만성염증 질환제어   

천연물 후보물질 발굴

❍ 만성염증 질환 타깃인자 이용 질환제어 

검증  � 타깃인자 제어기술 개발

 � 타깃인자 제어 검색 시스템 

개발(2종)

 � 만성염증 질환 제어후보 천연물

발굴(3종)

❍ 만성염증 질환 타깃인자 조절물질 검색 

시스템 확립

❍ 만성염증 질환 제어 후보물질 발굴

방사선융합기술 이용   

특정 생리활성 물질의 

선택적 증강기술 개발

❍ 다양한 선원(감마선, 양성자, 전자선) 이용 

특정물질 증강기술 개발  � 고부가가치 생리 활성물질 

대량 확보
❍ 특정물질 탐지기술 개발

방사선 특약용   

식물자원의 노인성 질환 

억제효능 평가 

❍ 항노화 효능 탐색을 위한 시스템 구축

 � 항노화 물질 효능 평가❍ 항노화 물질 추출조건 확립 및 추출물 확보

❍ 동물모델에서 항노화 질환 효능평가 

후보물질의 대장암 억제 

작용기작 규명

❍ 후보물질이 대장암 타깃에 미치는 작용기작을 

세포수준에서 규명
 � 항대장암 후보물질 작용기작

규명❍ 대장암 세포의 신호전달 체계에 후보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세포수준에서 규명

RI 활용 천연물의 

신약평가기술 개발

❍ 천연물에 대한 RI 표지법 개발
 � 천연물의 RI 표지법 및 효능/

거동 평가기술 확립❍ RI 표지 천연물질 효능 및 거동평가 기술 

개발

고위험군 질병 조기 진단용 

바이오센서/칩 개발

❍ 방사선 이용 바이오센서/칩용 고분자 

기판 제조
 � 고분자 기판기반 질병진단용

바이오센서/칩❍ 제조 기판의 표적물질 검출기술 개발

❍ 기판의 검출능력 향상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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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연구목표

  ❍ 만성질환 예방‧치료 신약 후보물질 도출 및 만성질환 진단 바이오센서/칩 시작품 제조

    - 만성염증 질환 천연물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2종)

    - 항노화 특약용 생물소재 이용 항노화 시제품 개발

    - 항 대장암 후보 물질의 동물 효능 검증

    - RI 신약평가기술 이용 만성질환 조절 천연물 후보물질의 효능/거동 평가

    - 조기진단 바이오센서/칩의 시제품 개발 및 임상적 유효성 검증

성과목표 연구내용 연 구성과

만성염증 질환 제어 

천연물의 임상시험 

계획승인

❍ 다양한 만성염증 질환 모델에서 후보 

천연물의 효력 검증

 � 만성염증 질환 제어 천연물

(2종 이상)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 (IND 획득)

❍ 후보 천연물의 독성학적 안전성 검증

❍ 후보 천연물의 의약품화 기술(기준 시험법

/제형/안정성) 개발

❍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및 승인

타깃 대사산물의     

유전적 변화요인 규명    

및 시제품 개발

❍ 유효 기능성 물질 합성 유전자 식물종별 

비교 유전체 규명

 � 항노화 시제품 개발

❍ 유효 기능성 물질 합성 유전자 식물종별 

구조 유전체 규명

❍ 항노화 특약용 생물소재 이용 시제품 개발

❍ 시제품의 안정성 및 동물 효능 평가

동물모델에서 효능검증   

및 약물동력학(PK) 연구

❍ 대장암 질환 동물모델 제작 및 표준화
 � 질환동물 모델 및 후보물질의

in vivo 결과
❍ 동물모델에서 후보물질의 효능 규명

❍ 동물모델에서 후모물질의 약물동력학(PK) 

데이터 확보
 � 후보물질의 PK 데이터

RI 신약평가기술 이용 

만성질환 제어   

천연물소재 평가

❍ 만성질환 예방/치료 후보 천연물 소재에 

대한 RI 표지법 개발

❍ RI표지 후보 천연물 소재 효능 및 거동 

평가

 � 만성질환 예방‧치료 천연물 

소재 효능/거동 평가(3종 이상)

고위험군 질병 조기 진단용 

바이오센서/칩 시제품 개발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

❍ 질병 표적분자 검출시스템 감도 평가

 � 고분자 기판기반 질병진단용

바이오센서/칩 시제품
❍ 진단용 임상시편 적용 기술 개발

❍ 검출된 표적분자의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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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소요 인력 및 예산

 추진전략 및 체계

  □ 추진전략

4-A  방사선융합 고령 친화형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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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B  방사선 기술기반 만성질환 예방․치료물질 및 진단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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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미래전략사업 기획내용

미래전략사업 수립 기획연구
- 162 -

  □ 추진체계
4-A  방사선융합 고령 친화형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4-B  방사선기술 기반 만성질환 예방․치료물질 및 진단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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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급효과 및 기술특성

 □ 파급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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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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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특성표

 예상성과 및 활용방안

치료 및 기능보조형 의료기기

생체모방형 기관조직 재생 유도체 가굴 확보

재생 유도체내 세포이동 분석시스템

만성질환 예방․치료 소재

RI이용 신약평가기술

질병 진단용 바이오센서/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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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추진 과제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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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개발 개요

중점 구축항목

  □ 기술개요

 ❍ 
 

 ❍ 

 ❍ 

❍ 

❍ 

  □ 구축기간 및 소요예산 : 8년 / 2,6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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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의 타당성 

  □ 구축개발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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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구축개발 시급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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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부지원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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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전망  

  □ 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산업 현황

5-A  대단위․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구축
❍ 

❍ 

❍ 

5-B  에너지 준위별 방사선발생장치 시설

❍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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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  방사선기기 성능 인증평가 시설
❍ 

5-D  생활방사선안전구축센터
❍ 

5-E  Tandem 중이온 가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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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시설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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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및 소요예산

  □ 성과목표 및 중점 구축내용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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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세부 성과목표 및 내용

5-A

최종 구축목표
  ❍ 방사선 기술이용 제품 신뢰성 및 질적 성능 검증, 공정적용 실증이 가능한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구축

1단계 
구축목표

 ❍ 전자선 이용 대형 종합 실증센터 건설

    - 연구실험/실증 연구동 건설 및 전자빔 인프라 Complex 구축

 ❍ 소재개발 및 상용화 가능 대용량 실증 연구 장비 구축

성과목표 구축내용 구축성과물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건설

 ❍ 첨단 부품소재 개발 및 상용화 가능 

대형 종합 실증센터 건립

   -부지 60,000㎡, 연건평 10,000㎡

 � 대용량, 대면적, 대량생산 

라인 공급 가능 실증센터

대용량 실증

연구 장비 구축

 ❍ 전자선 조사시설 3기

   - 10 MeV 2기, 250 KeV 1기

 ❍ 자동화 설비 (연속공정 라인, 대형

이송장치 등)

 ❍ 실증 시스템 구축(분석/제어/평가

시스템 등)

 � 전자빔 인프라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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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에너지 준위별 방사선발생장치 시설

최종 구축목표
  ❍ 방사선 원천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에너지 준위별 전자빔 발생장치 구축

1단계 
구축목표

 ❍ 초고속방사선 이용 라디칼 거동구축 인프라 구축

 ❍ 전자빔 기반 고강도 복합방사선 조사시설 구축

성과목표 구축내용 구축성과물

초고속방사선 이용

라디칼 거동구축

인프라 구축

 ❍ 초고속 펄스 전자빔 발생시설구축

   - 빔 에너지 : ~1, ~10, ~20MeV

   - 시간분해능 : sub-ps, ps, ns, μs

   - 전류 : single pulse / 연속

   - Laser Spectroscopy, ESR 등 각종 

분석 장비 연계

 � Pulse 전자빔 발생장치 

기반 이온화기 연구시설

구축

전자빔 기반 고강도 

복합방사선

조사시설 구축 

 ❍ 전자빔, X선, 중성자, 양전자 등 다양한 

방사선을 복합적으로 발생 

   - 빔 에너지 :  50MeV

   - 빔 전력 : 100kW

   - 전자빔, X선, 중성자, 양전자 등 복합

방사선 발생/이용 빔 라인 구비

 � 다중 복합 방사선 발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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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 방사선기기 성능 인증평가 시설

최종 구축목표
  ❍ 방사선기기 제작․성능평가․인증 및 표준화 공동 연구시설/장비구축을 통한 방사선기기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1단계 
구축목표

  ❍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인증 연구실험동 건립, 연구 장비 구축

    -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인증 연구동 3,300㎡(1,000평) 건립 

    -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인증 연구 장비 구축

성과목표 구축내용 구축성과물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인증 연구실험동 

3,300㎡(1,000평) 건립

 ❍ 자체개발 방사선기기 부품의 조립/

제작 및 기기제품의 성능시험·평가·

인증시설

 � 자체개발 방사선기기 부품의

조립/제작 및 기기 제품 

성능시험·평가·인증시설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인증 연구 장비 구축

 ❍ 방사선기기 부품의 가공·조립·시험장비

 ❍ 제품의 성능측정용 정밀계측기기

 ❍ 방사선 센서/계측기 제작 장비

 � 방사선기기 부품의 가공·조립·

시험장비

 � 제품의 성능측정용 정밀계측

기기

 � 방사선 센서/계측기 제작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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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 생활방사선안전구축센터

최종 구축목표
  ❍ 생활방사선 정밀측정 및 오염에 따른 평가, 장비인증 시설 구축

1단계 
구축목표

  ❍ 생활방사선 정밀측정 및 오염에 따른 평가, 장비 인증시설 구축

    - 생활환경방사선의 관리 및 모니터링 연구시설

    - 생활환경방사선의 인체 및 생태계에의 영향규명 및 방호연구 

성과목표 구축내용 구축성과물

생활방사선

안전구축센터 구축

 ❍ 생활방사선 안전기술 개발시설

   - 방사선계측 및 분석 시설

   - 방사선 차폐체 및 제염제 시험시설

 � 생활방사선 정밀측정 및  

보급형 방사선 계측기 시험

시설

 ❍ 대단위 대기, 수질 방사선 오염에 

따른 측정시험 평가 시설

 � 대단위 대기, 수질 방사선 

오염에 따른 측정 시험평가

시설

 ❍ 생활방사선의 인체 및 생태계 영향 

평가시설

 � 생활방사선 영향평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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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 Tandem 중이온 가속기 시설

최종 구축목표
  ❍ 고에너지 중이온 탄뎀형 가속기 구축(10MV급)

1단계 
구축목표

  ❍  고에너지 중이온 빔 탄뎀 가속기 구축

  ❍  중이온빔 인출 및 조사장치 설계 및 구축

  ❍  중이온빔 이용자 시설 구축

성과목표 구축내용 구축성과물

중이온 탄뎀형

가속기 선정

❍ 탄뎀 가속기 사양 선정  � 12MV급 중이온 가속기

❍ 탄뎀 가속기 건물 설계  � 20ton 크레인, 100kV 고전압 설비

❍ 탄뎀 가속기 시험용 차폐시설

구축
 � 차폐 후 1uSv/h 이하

중이온 탄뎀형

가속기 설치

❍ 탄뎀 가속기 설치  � 12MV급, H~U 가속가능 10uA

❍ 탄뎀 가속기 이용자 시설 설계 

및 요소 제작

 � Spectrometer, 고질량 분석장치, Ion

trap, 조사시설, RI 빔 발생장치, 

다중 빔 조사시설

❍ 탄뎀 가속기 이용자 프로그

램 구축

 � 원자력 재료 피로도 연구 분야, 

우주환경 재현분야, 이온빔 가공

분야, 핵융합로재료분야, 생화학

분야, 핵물리분야, RI빔 활용분야

중이온 탄뎀형 가속기 

이용자 지원 운영

❍ 이용자 빔 라인 시설 구축

 � Spectrometer, 고질량 분석장치, Ion

trap, 조사시설, RI 빔 발생장치, 

다중 빔 조사시설

❍ 탄뎀 가속기 이용자 프로그램

실시

 � 원자력 재료 피로도 연구분과, 우주

환경 재현분과, 이온빔 가공분과, 

핵융합로재료분과, 생화학분과, 핵

물리학분과, RI빔 활용분과

❍ 가속기 운영  � 이용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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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계별 소요 인력 및 예산

  파급효과 및 기술특성 

  □ 파급효과

❍ 



3. 중점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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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특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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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추진 과제별 로드맵



             부  록

2012년 상세 연구기획 Project 





1. 초 펄스 방사선 분해시스템 구축

  - 185 -

1  방사선조사시 물질의 분자 원자 수준의 화학적 특성변화 확인을 위한

초 펄스 방사선 분해시스템 구축

 추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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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개요

  총사업비 : 200억원, 사업기간 : 2014~2016(3년)

  시설구축 내역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첨단방사선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인프라 구축 및 연계한 연구수행이 필요

  ○ 2013년도 기관고유사업 소재/환경분야 기초원천연구 신규착수와 연계하여 연구

역량의 집적화 필요

◈ 물리, 화학, 생물, 재료 등 다양한 학제간 협력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첨단방사

선연구소가 주관하고 다수 대학 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추진체계를 수립할 계획임



1. 초 펄스 방사선 분해시스템 구축

  - 187 -

 



부록. 2012년 상세 연구기획 Project

미래전략사업 수립 기획연구
- 188 -

 프로젝트 추진 타당성

  기술경쟁력 현황

  사업완료시 전망



1. 초 펄스 방사선 분해시스템 구축

  - 189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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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첨단 부품소재 제조 등 대단위·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구축

 추진 필요성



2.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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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개요

  총사업비 : 480억원, 사업기간 : 2013~2016(4년)

  프로젝트 구성체계

  주요 연구 분야

 프로젝트 추진 타당성

  기술경쟁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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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시 전망

 프로젝트 추진전략



3. 방사선 이용 고효율 대면적 유연투명 태양전지 실용화 및 양산화 기술개발

  - 193 -

3  방사선 이용 고효율 대면적 유연투명 태양전지 실용화 및 양산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 필요성

 프로젝트 개요

  총사업비 : 2,000억원, 사업기간 : 2014~2018(5년)

  프로젝트 구성체계



부록. 2012년 상세 연구기획 Project

미래전략사업 수립 기획연구
- 194 -

 프로젝트 추진 타당성

  기술경쟁력 현황

  사업완료시 전망

 프로젝트 추진전략 

5)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 기술준비수준, 핵심소요기술의 기술적 성숙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객관적 지표

6)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4. 방사선 이용 컨테이너검색기 원형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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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이용 컨테이너검색기 원형장치 개발

 추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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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개요

  총사업비 : 150억원, 사업기간 : 2014~2016 (3년)

  프로젝트 구성체계

 프로젝트 추진 타당성

  기술경쟁력 현황

  사업완료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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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추진전략 



첨단방사선연구소

강소형연구소 플랫폼 구축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수립 기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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