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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확 수립의 배경과 의의 

口 방사선은 그 특성과 고유의 장점으로 어떤 기술로도 완 

전혀 대체할 수 없는 자생력을 갖고 있어 국가 경제발전 

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수단염 

O 산업발전과 더불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영 

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음 

O 우리 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관의 수 

가 1995년에 1 ，000여 기관을 넘어섰고 2000년에는 2,000 

여 기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임 

口 2000년대 초 원자력기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우 

리 나라는 원자력기술의 균형적 발전이 긴요함 

o 1970년대 이후 원자력발전 위주로 정책 우선 순위와 투 

자가 기울어지면서 원자력발전 분야에 비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의 發展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O 원자력발전분야는 원자력기술자립 노력이 성공적으로 결 

실을 맺어 세계 10위권의 수준으로 성장한 반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는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의 

개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口 다목적 연구로연 r하나로j의 완공으로 이를 이용한 방 

사션 및 방사생동위원소 연구 • 개발 • 생산 활동의 활생 

화가 촉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 



용하는 시책의 마련이 펼요함 

D 이에 따라 제234차 원자력위원회(’94. 7)에서 r2030년을 

향한 원자력장기정책방향」을 확정함 

O 원자력발전 분야와 함께 적극적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 

위원소 분야를 개발 • 실용화함으로써 원자력기술의 균형 

있는 發展을 도모하도록 관련 기반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토록 하며， 이를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함 

or원자력진흥종합계획 J( ’95. 1 개정 원자력법)에서는 방 

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의 체계적이고 효과적 

인 발전을 위하여 r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홍 

종합계획 j을 수립 • 시행토록 함 

口 현재 진행중인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1997 ~ 2006)에 

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의 활성화를 고 

려하여 농 • 공 • 의학적 이용분야를 다양하게 포괄한 방 

사션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었음 

口 r방사션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홍 종합계획」은 r원 

자력진홍종합계획 j의 r부문별 시행계획 j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r연도별 쩨부사업 추진계확」 

을수렵·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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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동향과 전망 

1. 세계 동향과 전망 

산업발전과 더불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는 이용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산업적 이용과 핵의학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며 생명과학분야의 방사선 이용도 증대 

될전판 

口 방사션 및 방사성동위원소는 그 이용영역이 산업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업 • 농업 • 의료 

• 환경 • 첨단과학 등의 연구와 상용화에 다양하게 이용 

되고 있음 

O 최근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이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 

고 있으며， 특히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의 멸균 및 위생적 

보관， 배연(排煙)처리 등 환경공해 처리기술 분야의 활용 

이 크게 증대될 전망임 

口 미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등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이미 

대형 연구로를 이용하여 중성자조사에 의한 고벼방사능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을 고도로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상대로 상용 생산 

O 특히 캐나다는 Co-60 방사성동위원소 선원을 CANDU 

발전로에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Co-60 세계시장 

의 80%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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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선진국에서는 핵의학 분야 가술개발 활동이 활발함 

O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단층촬영기술(PET) ， 감마 카메라 

등 첨단 방사선 의료기기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간 

염 및 갑상선 진단용 방사성 표지화합물과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용 방사성 의약품 개발 등 핵의학 활동이 활발 

하게 진행하고 있음 

O 그리고 감마선， 양자선， 중입자선 등을 이용한 외부방사 

선 치료와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난치성 진단 및 치료 

에 이르기까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이 확대 

될 전망임 

口 세계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공업 • 농업 • 생명과학 등 

의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O 환경분야에서의 방사성추적자 및 방사화분석 응용연구， 

생명과학관련 연구 등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음 

O 고 에너지의 전자선 및 방사광을 이용한 반도체 리소그 

래피， 물성연구， 신물질 창출 등 첨단기술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하나로」의 준공으로 중성 

자 빔 및 방사화분석시설을 이용한 물성연구， 비파괴검사 

기술， 극미량 분석기술 등이 개발될 전망임 

口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1990년에 ICRP-26 

(1977년)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신 권고 ICRP-60을 발 

간 

O 국제원자력기구OAEA)는 작업자의 피폭선량 한도를 하 

향 조정한 등의 ICRP-60의 선 개념을 반영한 기본안전 

-4-



기준(Basic Safety Standards)을 1996년 초 개정 완료하 

여 모든 회원국들에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5-



2. 우랴의 현황과 과제 

원자력발전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방사선 및 

방사생동위원소 이용분야의 선전화 달성을 위혜서는 체계 

적 가반 구축이 요구되고 았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이 펼요 

口 방사선 및 방사생동위원소 이용 산업의 낙후 

。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료 이용， 

식품저장 및 의료용품 멸균， 비파괴검사 분야에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다른 대다수의 산업적 이용 

분야는 낙후된 실정임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의 수가 많고 전국적 

으로 산재해 있는 반면 산기술 도입이나 경험전파의 기 

회가 부족하며 야를 지원할 정보망이 없음 

口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공급의 수입의존 심화 

O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부설 원자력병원에 

서 「하나로」 및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방사성동위원 

소를 생산중이나 관련 인력과 시설의 부족으로 국내 소 

요의 99% 이상과 이용기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O 장기적인 방사성동위원소 수급 정책의 부재와 방사성동 

위원소의 유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여 원활한 생산과 유 

-6-



통이 저해되고 있음 

口 전반적인 방사전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 개발 활동 

의 침체 

O 우리 나라에서는 방사성의약품 기술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핵의학 관련 기기와 방사성의약품의 대부분 

을 수입하고 있음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재원 투자의 미흡으로 전반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미진함 

口 방사전안전관리에 대한 합라적 개선의 펼요성이 존재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확대로 안전규제 대상 

시설 및 기관의 수가 급증한 반면 이용 기관의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서 방사선 방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실제 

이용현실과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안전규제 제도와 기준 

이 존재함 

O 방사성의약품의 수입허가 등에 대한 볍제의 정비가 미미 

하여 원자력법(과학기술처)과 의료관계볍(보건복지부)에 

의해 각각 분리되어 규제받을 가능성에 따라 산업체의 

수속절차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O 우리 나라의 방사선방호 관계 법령은 국제방사선방호위 

원회의 ICRP-9(1965년)의 권고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ICRP-26 (1977년)의 권고의 개념도 아직 충분히 반영되 

지 못한 상황임 

O 현재 ICRP-600990년)의 권고를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신개념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7-



口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분야에서는 사회적인 이 

혜 부족과 근무여건의 열악 등으로 우수인력의 확보에 

어려움 

O 비파괴검사， 두께 측정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산업분야 인력은 2，000여명이나 대 

부분 영세업체로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면허소지자의 확 

보에 어려움이 있음 

O 방사션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연구 관련 인력확보를 위 

한 여건이 미비하여 충분한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o l.Q .. 
λA t:J 

口 다목적 연구로인 r하나로」가 1995년 준공되어 방사선이 

용기술의 선진화와 핵의학발전의 션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O 고품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난치성 질환의 진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O 붕소중성자 포획법에 의한 뇌종양 치료기술 개발 및 방 

사선 치료용 기구 개발 

O 첨단 선소재， 핵재료 및 복합재료 등의 개발촉진을 위한 

중성자 분광 및 중성자 투과 검사 기술개발 

O 방사화분석에 의한 다용도 극미량 원소 분석기술개발 및 

표준화 

o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원자력선진국 진입과 원자력기술 
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결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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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다음과 같음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아용 하부구조 (재원 및 시설 

등)의 충분한 확보， 관련 기술수목의 작성 및 연구개발의 

활성화 

O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 • 단기 인력양성 및 수급 

계획 

O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과 생산 활성화를 통한 국 

산화율 증대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산업화 촉진 

O 방사성동위원소의 장기 수급 정책 수립과 공급체계의 정 

비 및 정보화 

O 방사선방호 및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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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계확의 추진목표 

1. 기본 목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이용 기술의 고도화를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원자력기술 이용 

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국가경 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가여하기 위하여 다음 4개의 가본 목표를 설정 

(1)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관련 기반기술을 적극 

적으로 개발·설용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분야와 더 

불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2) 방사션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이용 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이를 위한 투자확대와 인력 확보 등 

이용기반을 확충하여 이용을 활성화 

(3)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환경 및 생명과 

학 관련 연구의 활성화로 첨단과학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게 하고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 

(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국민이 안심하 

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국민이혜를 확보하고 방사션 

안전관리 및 방호재도를 합리화 



2. 2010년까지의 추진목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이용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개 

선을 2010년까지 의 장기 목표하에 추진 

口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산업의 육성 

O 국내 다수요 품목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와 이용기기의 개발과 국산화를 추진함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산업지원 기술을 개 

발하여 산업지원 체제를 구축함 

O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발된 기술을 전문 중 

소업체를 통해 산업화를 적극 유도하고， r (가칭) 방사선 

및 방사성통위원소 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중심 

으로 한 기술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함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엽계와 

안전관리 기관간의 효율적인 정보 교환 등을 위하여 정 

보 교환망을 구축함 

口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정적 생산 • 공급 

O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공급 사엽을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국내 소 

요 방사성동위원소를 최대한 국내에서 자급하도록 추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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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를 위하여 r하나로」 및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생산 • 

공급을 확대하고 향후 수급 전망을 고려하여 대용량의 

가속기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전용 원자로를 건설함 

O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공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유통체계 

를 개선함 

口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와 기술개발의 수준 

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고도화와 방사선 

조사 이용의 다변화 추구함 

O 방사선 생명과학과 핵의학분야를 특성화하여 육성함 

r하나로」의 냉중성자원올 이용한 생명현상을 규명하는 

첨단 기술개발을 수행함 

r하나로」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체계와 연계한 산 • 학 

• 연간의 핵의학 연구와 진료체계를 구성함 

口 방사선방호 및 방사션안전관리 체제의 합리적 구축 

O 방사선방호의 최적화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의 정착을 구현함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현실과 여건에 부합되 

도록 안전관리 기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O 안전규제 대상 기관과 시설 및 선원에 대한 전산화를 통 

하여 선속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함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처리 • 처분 절차를 정 

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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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충분한 언력확보를 위한 장가적인 언력 확보 및 양성계 

확의수립·시행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 이용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산업 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정책적 지원 

책을 마련 • 시행하고 원자력인력 확보 빛 양성 계획과 

연계한 장기적인 인력 확보 및 양성 계획을 수립 • 시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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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부문별 진흥계획 

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체계적 개발 

가- 공업적 이용기술 개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질생활과 산업 

생산에 직결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개발하며， 기 

업 주도로 질용화를 추진하여 국내산업 활성화 및 국제 

를 현황 및 문제점 

口 국내 ·외의 방사션 조사이용과 연구개발은 활발 

O 세계적으로 고분자 가공에 전자선 가속기의 이용이 급속 

히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선(電線)피복재의 가교 

(架橋)， 타이어고무의 가교， 열수축성 재료， 발포폴리올레 

핀 등을 가공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난연성(難際性) 재 

료개발 등 다른 응용분야에의 개발은 미미함 

O 세계적으로 전자선 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 경화법(硬化 

、tiJ 이 잉크， 도장(쏠裝)의 경화는 물론 플로피디스크， 자 

기테이프 등의 제조에도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자선 가속기가 고가인 관계로 

기술보급이 빠르지 못한 실정임 

O 선진국에서는 방사선조사를 이용하여 분리기능(分離機能) 

재료， 중금속포집기능(면金屬抱集機能) 재료， 항혈전(抗血 

伴) 생체 재료， 탈취(脫吳) 재료， 효소고정(醒素固定) 재 

N “ 



역점을 두어 

분야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연구개발이 미 

료， 서방성(徐放性) 의약품 등의 제조기술에 

일부 기업화된 

흡한 상태임 

대한 내방사선성(耐 

결과가 원자력발전 

있으나，국내 

재료에 원자력발전소 선진국에서는 O 
연구가 추진되어， 그 

수명연장에 활용되고 

증진 放射線性)

01 드
(
 

]의뢰해야 하는 

1:11 

* 
내방사션성 검증을 

에 대한 기술개발이 미흡한 상황임 

외국에 

향상 안전성 

에서는 

소의 

유기고분자 섬유로부터 

기술은 

서l 

라믹 섬유 등의 극한재료(極‘限材料)를 제조하는 

일본원자력연구소가 개발， 상용화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관 

규소계 조사를 통하여 O 방사선 

련 연구실적이 없음 

이용한 환경공해처리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술개발중이거나 상용화 추진단계로서 향후 공해처리기술 

전망되나 국내에서는 

기 O 방사선을 

활용될 것으로 중요한 수단으로 의 

미미함 연구개발이 

잔류독성 멸균시의 에틸렌옥사이드 

멸균법으로 

O 선진국에서는 화학적 
-= 1 는

 
이
 샤
 

점차 전환되고 방사선 인하여 으로 

X 근 01 
I Tr 口화학적 멸균이 세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약 13년간 방사선멸균 

실시한 결과， 1987년 민간 상용 멸균시설이 

의료품의 멸균 및 

1975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시범사엽을 

설치되어 활용되고 01 J::l 
근1 식품저장에 

01 이온빔을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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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핵융합로 재료의 방사선 손상， 내우주방사선(耐宇 

店放射線) 환경재료의 개발， 초경도(超硬度) 플라스틱 및 

금속의 제조에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체계적인 연구 

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口 국내 추적자 기술기반 미버 및 언력 부족 

O 산업공정의 진단에 사용되는 추적자 기술은 공업선진국 

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용역회사가 기술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들도 관련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국내에는 몇 가지 

기반기술만이 개발되어 있고 인력부족 등 여건 미비로 

산업적 활성화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O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환경보 

존에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적자 기술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아직 미 

미함 

O 세계적으로는 동위원소 추적자를 이용한 수문학(水文學)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한동안 진행되어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장비를 

갖춘 전문팀이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口 방사션이용 계측장벼는 수업에 크게 의존 

O 현재 2，800여개에 달하고 있는 산업계의 방사선웅용 계측 

기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며 국내에는 이들 기기 

의 생산은 물론 관련 연구개발도 수행되고 있지 못한 반 

면， 선진국은 물론 인도 중국 등에서도 이들 기기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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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부는 이미 상용화하였음 

O 국내의 1 ，000여개 이상의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검출기 및 계측기는 모두가 수입된 것으로， 국제 산업경 

쟁력 확보와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계측기 

의 국산화 개발이 시급함 

口 방사능 및 방사선량 측정 기술과 표준화 기술의 체계적 

연구가 미홉 

O 국가표준기관에서는 방사능 측정， 방사능 오염 검사， 검 

출기 효율 및 핵종 분석을 위한 방사능 인증(듭忍짧)표준 

물질을 개발하여 산업체 둥에 보급하고 있고， 기준기급 

(基準器級) 방사능 겸출기에 대한 교정을 수행하고 있음 

O 선진국에서는 국제도량형국(BIPM)과의 비교를 통한 방 

사능 측정기술개발， 측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 방사 

능측정 신뢰성 확보 및 측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방사능 

표준 보급기술 개발 등 많은 연구가 전행되고 있으나， 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진함 

口 벼파괴검사 가술은 상업적 이용이 활발하며， 경쟁력 향 

상을 위한 가술고도화가 요청 

O 비파괴전문 용역업체 20여개 회사를 포함 약 3û0 7ß 기관 

에서 방사선을 이용한 버파괴검사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기술의 산업화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O 한편， 비파괴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방사선발생장치 및 대 

부분의 방사선원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용 단층 

촬영 (CT, Computerized Tomography) 기 술， 실 시 간 영 상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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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가 부재함 

口 r하나로j의 준공으로 방사화분석을 위한 기초시설은 확 

보되었으나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부족으로 산업화가 미 

진 

O 방사화 분석기술 이용은 기초과학 연구 및 산업화에 필 

수적이며 여러 가지 활용 및 기능면에서 우수하나， 국내 

에서는 이용자가 적어 외국보다 활용빈도가 낮음 

O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서는 다양한 방사화 분석기술이 개발되어 산업적으로 표 

준화， 실용화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r하나로」에 기본적 

인 중성자 방사화분석 시설이 갖추어져 기술의 개발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전문 연 

구인력의 부족으로 다양한 응용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이 

취약함 

O 선진국에서는 가속기를 이용한 방사화 분석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시설 및 인력의 부족으로 

관련 기술이 거의 전문한 상태임 

口 방사션의 물리작용을 이용한 연구개발이 미진하여 관련 

재품을 수입에 의존 

O 선진국에서는 방사선의 물리작용을 이용한 제품개발이 
활발하나， 국내에서는 연기(煙氣) 감지기， 야광조명용 등 

으로 일부 생산되고 있고， 방전관， 정전기제거기， 피뢰기， 

전원 빛 열원 등을 제조하는 기술은 국산화되지 않았으 

며， 관련 연구도 수행되고 있지 않음 

-19-



훌훌 중점추진분야 및 추진계획 

口 방사선웅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능성(機能性) 고분자 재 

료의 채조가술 개발 

O 발전목표 

- 산업화 가능한 기능성(機能性) 고분자 재료 개발 및 

방사선가공기술의 선진화 

O 추진계획 

- 산업화 가능성이 큰 재료(탈취제(脫吳製) , 중금속포집 

제(띤金屬抱集製) 등)의 개발 연구를 통해 연구기반을 

구축함 

- 항혈전성(抗血伴性) 재료분야는 국내 연구기관과 의료 

기관이 협동연구로서 추진함 

- 이온빔을 이용한 기술은 선진국， IAEA 등과의 협력을 

토대로 기술개발을 추진함 

口 원자력발전소 유가(有機)재료의 내방사선성(耐放射線性) 

안전성 검증가술 확립 

O 발전목표 

- 원자력발전소 수명관리 안전성을 위한 원자력발전소용 

고분자 재료의 열화(:jJ化)평가 기술 개발 

O 추진계획 

- 국내 연구기관(한국원자력연구소 등)과 산업체(한전 및 

원전재료 생산업체 등)와의 협동연구 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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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의 참여를 통하여 연구개발 01 
^ 실용화를 

추진함 

口 방사션이용 환경보존기술의 확립 

O 발전목표 

- 수자원 및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 확립 

O 추진계획 

처리수 재이용(중수)기술 등 수자원 재활용 기술개발은 

응용기술을 습 연구기관이 IAEA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득 후 산 • 연이 협력하여 산업화를 추진함 

- 매립지 침출수 처리기술 폐활성탄 재생기술개발 등 폐 

기물 재활용기술은 국제공동연구 및 산 • 학 • 연 공동연 

구로 추진함 

口 방사성동위원소 추적자기술의 산업 

립 

및 환경이용기술 확 

O 발전목표 

산엽생산시설의 최적화와 환경보존을 

개발 및 지원체제 구축 

위한 추적자기술 

O 추진계획 

-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하여 산엽체 t:t1 
^ 환경관련 

연구대상 선정 및 장비활용에 협조체제를 구축함 

기관과 

- 국내의 

력하여 

연구가관， 수자원개발 보호가관 빛 산업체가 협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함 

- 국제협력을 통하여 선진기술정보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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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방사선웅용계측 이용기술 개발 

O 발전목표 

- 산업용 방사선응용계측기 제조기술을 국산화하고 기술 

지원 체제 구축 

O 추진계획 

- 국내 연구기관의 주관으로 국산화 기술개발을 중점 추 

진한 후 관련 사업체로 이관함 

- 산업계의 수요가 많고 간단한 계측기부터 개발 • 보급하 

여 신뢰도를 확보함 

口 방사화분석 이용가술의 개발 및 표준화 

O 발전목표 

- 고감도 방사화분석기술의 표준절차 적용으로 산업의 고 

도화와 국제경쟁력 확보 

O 추진계획 

- 산 • 학 • 연 공동연구를 통해 광범위한 고도 응용기술 

개발 및 설용화를 추진함 

- 이용연구회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정보교류를 실시함 

- 분석자료의 통계적 해석을 위한 통합 전산코드를 개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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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단계별 이용 기술개발의 <공업적 

2006 

필펼〉 

2001 1997 1992 

률I!(. 

고도핵심기술 
개발 

공업.환경 
요소기술 

개발 
기술기반조성 

-극한재료/기소 
그라피 
-이온빔가속기 
이용소재개발 
-물리적 비파괴 
평가기술 

-비파괴열화평 
가현장적용 

- 중수생산/지하 
수정화산업화 
-슬러지 밤사선 
처리기술 

- 회적화/환경추 
적자산업화 

-수자원개발/보 
호추적자기술 
-공업용 응용계 
측기실용화 

-분석용응용계 
측기 제작기술 

-고기능성 고분 
자재료개발 
-소형 입자가속 
기기술조사 
-원전재료 가속 
열화법 
-화학적 비파괴 
평가기술 
-중수생산 및 지 
하수정화 
-폐활성탄재생 
기술 
-공정회적화/환 
경 추적자기술 
-수문학/지화학 
추적자기술 

- 준우1/두께측정 
기제조기술 
-밤사선응용장 
치기반기술 

- 방사선조사시 
설 및 장비개발 
-탈취섬유개발 
-추적자실험용 
장비개발등 

” “ 



냐.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방사선의 농학적 이용기술 개발은 URIWTO 대응 국가 식 

량자원의 안정확보 및 위생화와 고부가가치식품 개발， 농생 

물 자원의 고도활용에 의한 농업 생산생 제고 등 국민 보건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함 

훌훌 현황 및 문제점 

口 방사선이용 식량자원의 효율적 이용기반 및 공중보건 산 

물의 위생화를 위한 기술확립이 펼요 

。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식품에 대한 방사선 이용의 유일 연 

구기관으로서 1980년부터 조사식품 실용화 기반연구 및 

식품산업의 가공공정 개선과 문제핵심 분야의 대체기술 

개발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산 • 학 • 연 협동연구 체제로 

조사식품의 품목 및 실용화 확대연구가 요구됨 

O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국내 

최초 상업적 다목적용 조사시설이 1987년에 설치 • 가동 

중이며， 보건복지부로부터 13개 식품 품목군(30여종 식 

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품목확대 

를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됨. 

O 원자력연구개발중 • 장기사업 1단계(’92- ’96)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개 산엽체에서 감마선 조사시설의 건설을 현 

재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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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술은 국제식량 교역시 식품의 

위생화 및 검역에 활용되고 있을 뿐아니라 의료용품 멸 

균 등 산엽적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시설의 

건설이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관련 기술 

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O 식품 및 의료용품의 살균 · 살충을 위한 화학 훈증제 

(ethylene oxide, methyl bromide 등 ), 화 학 첨 가물 등의 

사용은 건강장해， 환경공해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점차 

금지될 전망으로 2차 오염이 없는 방사선조사 기술에 대 

한 수요가 점차 증대될 전망임 

口 방사선을 이용한 농생물자원의 개발 극대화로 농업생산 

생 증대 팔요 

O 전세계에 1 ，800여 방사선 돌연변이 품종이 육성 • 보급되 

었고(IAENFAO 보고) 야생식물의 순화 및 개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O 국내에서도 방사선을 이용하여 KEX-2(콩)， 방사콩， 밀양 

10호(벼)， 방사 6호(보리) , 안산참깨 등의 장려품종을 육 

성 • 보급하였으며， 수도(水웹)， 대두(大斗)， 들깨 등의 우 

수 돌연변이 유전자원 1.000여 계통을 확보하고 있으나 

농가보급을 위해 일부만이 실증연구가 추진 중에 있음 

O 세계적으로 식물조직 배양기술과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기술의 접목으로 새로운 육종기술이 정착단계에 있고， 많 

은 방사선 유전자원이 교배모본 및 유전공학연구용 

Marker로 활용될 전망이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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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미진한 상태임 

O 세계적으로 DNA의 전사(傳寫)， 복제(複製)， 발현(發現) 

등의 유전공학 기초연구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널리 활용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단계임 

O 방사션을 이용한 해충 웅성불임(雄性不따)기술 개발이 선 

진국에서 일부 실용화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미흡함 

O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생물농약의 합성， 농약과 병충 

해， 작물체의 상호작용 메차니즘 규명연구가 국제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기반이 부재함 

O 세계적으로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환경방사성 물질 

의 환경내 분포 및 인체에 이르는 이동경로 추적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일부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O 관상용 식물 등 생활친화형 자원식물과 방사선 지표식물 

연구개발이 선진국에서는 활발히 수행중이나 국내에서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음 

O 세계적으로 폐생물자원의 방사선조사를 통한 균이재배 

연구가 활발하나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단계임 

O 선진국에서도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기능성 생물산물 

(牛.物옳物)의 구조개질(構造改質) 유도연구 및 유용한 효 

소생산 균주(휩珠) 개발연구가 진행중이나 국내에서는 

기초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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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방사션방어 물절과 민감제 개발을 위한 방사션 생라활성 

연구 펼요 

O 세계적으로 저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물의 생리활성 촉진 

및 대사 규명 연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식물 • 가축 

의 생리영양대사 및 대사산물의 전류(傳流) 원인규명 연 

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태임 

O 세계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토양 영양분 흡탈 

착 메카니즘 구명(究明) 및 희토류 원소의 식물 생육촉 

진 효과 검증연구가 수행되어 농업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태임 

O 세계적으로 천연 방어물질의 효율적 이용 기법이 개발 

중이며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단계엄 

O 국내 • 외적으로 세포 생리활성과 방어제 상호작용에 의 

한 방어효능 증대 기술을 추적중이며 지표 생물계를 응 

용한 방사선 장해 분석 및 조절에 관한 연구도 수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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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톨 중점추진분야 및 추진계획 

o 방사선 이용 식량자원의 효율적 이용기반 및 공중보건 
산물(많物)의 위생화기술 확립 

O 발전목표 

- 국가 식량자원 안정 확보 및 식량의 가격안정과 수입대 

체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식량 가공· 저장 기술 및 가 

공공정 개선법 개발 추진 

- 식품과 의료 • 제약의 위생화 및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 

건 향상 기틀 마련 

- UR째TO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량자원 활용의 극대화 

및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O 추진계획 

-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국내 식품 및 의 

약품 관련 첨단요소기술의 개발을 추진함 

- 최종 연구단계에서는 연구계와 산업계가 연계하여 실용 

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후 기술을 이전함 

口 방사전조사 식품의 안전성 평가 및 검지(檢知) 가술 확 

립 

O 발전 목표 

-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 평가 및 검지(檢知) 기술 확 

립으로 소비자 수용성 확보와 실용화를 확대 

- 식량교역 확대에 대비한 방사선조사 기술지침 및 표준 

확립과 방사선 식품공학 기술의 자립 달성 

얘
 ω 



O 추진계획 

-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식품조사자문그룹 등과 기술정보 

교환으로 요소기술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 • 학 • 연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함 

-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조사식품의 건전성 평가연구를 

수행하여 국민이해 증진을 도모함 

口 방사션을 이용한 농생물자원의 개발로 농업생산성 제고 

O 발전목표 

- 방사선 육종기술의 실용화로 농생물자원 및 생활친화형 

작물의 개발 보급 

- 방사선을 이용한 농생물 자원의 재활용으로 새로운 기 

능성 생산물(牛옳物)의 이용 확대 

。 추진계획 

- 방사선 육종기술로 개발된 특수성분 변이체， 환경저항 

성 변이체를 특성 작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학·연 

이 공동연구를 수행함 

- 방사선을 이용한 농생물 폐자원의 청정 사료화 기술을 

개발하고 산·연 협력으로 실용화 추진 

- 방사선 육종기술로 개발된 특수변이체의 유전자 활용은 

관·학·연이 협력하여 추진함 

- 방사선을 활용한 생활친화형 • 환경친화형 식물의 개발 

과 이의 활용을 관·연이 협력하여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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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이용으로 口 방사선의 생물생랴활성(牛.物牛理活性) 

방어물질과 민감제 개발 

O 발전목표 

불질 및 민감제 유도생산 기술 확립 - 천연의 방사선방어 

생불체별 방 방사선 감수성을 조사하여 주요 동식물의 

사선 저항성 검증 

O 추진계획 

- 방사선을 이용하여 각종 생물체로부터 방사선 방어물질 

과 방사선 민감제 불질을 찾아내고 유도불질을 생산함 

공동연 연구기관이 메카니즘 규명은 관련 방사선 방어 

구로 수행함 

- 방어제 및 민감제 효능 해석을 위해 선진국과 국제공동 

수행함 

촉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불별 방사선량 

-반응효과 곡선 확립을 추진함 

연구로서 

- 생물활성 

동}ÀJ-으
。 o e 생존율 

위한 생육조건 확립을 관 • 연 협력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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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동식불의 이용하여 방사선을 



<농업적 이용 기술개발의 단계벌 추진계획> 

1992 1997 

빼톨 

방사선생명과학 
및 식품공학 
기술기반조성 

- 방사선 유전자원 
800여점 확보 

-기내 돌연변이 선 
발기술정착 

- 방어물질 예비선 
멸기법 확보 

- 감마선을 이용한 
환경무공해 옥수 
수가공공정 및 
물섬개선법 개발 
-한약재의 위생화/ 
유효성분추출율 
증대법 개밭 

방사선생명과학 
및식품공학 
요소기술 개발 

-환경내성 DNA분리 
및 탐색 

-방사선이용유용균 

01재배 

-우량주곡품종선발 

- 천연물질 방어 민감 
효능검증 

- 방사선저선량촉진 
효과규명 

2001 

-감마선이용농축산 
물가공품위생화 

및 장기 안전저장기 

술개발 
-감마선 이용식품고 
분자및 물성/가공 

공정 개선법 개발 

-간접식품의 위생화 
기술개밟 

·망사선조사식폼실 
용효}확대훌위한 

국민수용성증진 방 
안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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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밤사선생명과학 
의 기술고도화 
및실용화와 
식품공학 

핵심기술 개발 

톨톨 

-cDNA 이용 기술 
개밟. 형질전환체 
실용화 

-고기능섬 유용물질 
확보 및 생울산물의 
실용화 

- 저항성 변이체 실용 
화및 고부가가치 
농림식물의 실용화 

-신방어제， 민감제 실 
용화 

- 밤사선 활성화기능 
고도해석 및 촉진 
효과이용생산증 
대 

-전자선이용식량자 
원 효율척 이용기반 
확립 

-조사식품 안전성 명 
가및 검지기슐개벌 

-식품검역기술확립 

-망사선식품공학기 
술자립 및 산업화 
촉진 



다. 의학적 이용 기술 개발 

원자력사고에 대비한 의료기술 및 체계의 향상과 원자력을 

이용한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 및 빼후 평가를 위한 진료기 

술 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를 현황 및 문제점 

口 국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원자력응용의학에 대한 

수요증대 

O 의료관련 기술이 향상되어 질병진단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질병도 다양화되고 있을 뿐아니라 국민소득 증대 

등으로 의료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원자력응용의학에 대 

한 수요가 증대될 전망 

O 국내에서 원자력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나 이에 따른 피 

폭사고 가능성에 대비할 피폭자 진료체계가 확립되어 있 

지 않음 

口 원자력의 의학이용을 지원할 기초과학 전문인력 부족 및 

관련 연구지원 체계 미흡 

O 국내에는 생명현상 연구，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등과 같은 

원자력응용의학 분야에 펼요한 핵물리， 방사화학， 방사약 

학 등의 기초과학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 

O 또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과학육성을 위한 연구체계 

와 하부구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응용의학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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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국가적으로 개방된 주관연구기관의 역할이 미정 

립되어 있음 

O 핵사고 비상진료체계에 필수적인 각 분야 전문인력 훈련 

체계 및 교육시설이 미비함 

口 방사성의약품 및 관련 의료기가 기술의 국산화 미버 

O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일부 의학용 방사성 핵종 및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 

하고 있음 

。 방사성의약품이 다종다양화 되고 있고 그 수요도 증가하 

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민간 방사성의약품 제약업체가 

부재하여 그 개발이 마진함 

O 현재 국내보유 원자력응용의학 관련 의료기기는 전량 수 

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품 조달 및 유지보수에도 상당 

한 외화가 유출되고 있음 

- 방사선치료 장비 싸이클로트론 핵영상기기 등 일부 원 

자력응용의학 관련 기기는 국내 도입후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국산화 기술개발이 가능한 수준에 있음 

- 원자력응용의학 기기 개발에 필요한 관련 기초과학 분 

야의 육성이 미흡 

” ” 



훌톨 중점추진분야 및 추진계획 

口 방사선 의학 연구의 체계화 

O 발전목표 

-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연구의 수행 효율의 제고를 위하 

여 r(가칭)원자력웅용의학연구센터」 설립 

- 원자력 관련 의과학 기술혁신 및 보건 의료산업의 진홍 

을 위한 하부구조 확립 

O 추진계획 

- 국가적인 연구사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초과학 

을 포함한 기반 자원(재원 인력 및 시설)의 충분한 확 

보와 연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r(가칭)원자력웅용의학 

연구센터」의 설립을 추진 

- 원자력응용의학 연구의 결과물을 사용자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추진함 

- 원자력응용의학 교육훈련 제도의 정립을 통하여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국제협력에 활용할 수 있도 

록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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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핵사고 벼상진료체계 확립 

O 발전목표 

피폭 

- 급만성 방사선 피폭 장해 의료대책의 확립 

국책기관인 원자력병원에 비상진료체계의 

진료 관련 시설， 기기 및 교육프로그램 확립 

핵사고 

벤치마킹 (bench 진료체계의 

수송을 포함한 국내 진료체계(안)을 

피폭 방사선 

O 추진계획 

선진국의 

marking)을 통하여 

설정하고 관계 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체계 구축을 추진 

핵사고 비 

치료 

함
 

_ r (가칭)원자력응용의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상진료시설을 확보하고 이의 평시활용(동위원소 

센터)을 위한 방안을 구축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 

개발을 위하여 방사선방호관련 기관 및 피폭진료관 

련 기관 등 관련 기관간 공동연구를 수행함 

ql 

^ - 한국형 피폭 진료체계 

램 

口 방사성동위원소 웅용물철 개발 

고부가가치 및 고품질화 

O 발전목표 

r하나로」생산 방사성의약품의 

방사성의약품의 국산화 

- 싸이클로트론 방사성핵종 및 표지화합물 생산효율 극대 

화 

- 방사변역 진단 및 치료 기반기술 확보 

X 

μ
 



- 방사성동위원소 유전자 표지법 개발 

O 추진계획 

r하나로」 이용 고 비방사능 방사성핵종 생산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고품질화를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추 

진함 

- 고전류 음이온 가속기술에 의한 싸이클로트론 방사성핵 

종 및 표지화합물 생산 효율 향상 기술 개발을 산·연 

공동연구로 추진함 

- 종양진단용 및 수용체 결합 1-123 표지화합물 합성， 방 

사성 핵종 표지 단클론항체 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 

관간의 공동연구를 추진함 

- 국내 단층촬영술(PET) 보유 의료기관들간의 공동연구 

를 통하여 단층촬영술용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추진함 

- 방사성동위원소 표지 유전자 조작가술 및 고분자물질 

이용 방사성의약품 전달 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내 분자 

생물학 관련 연구조직을 포함한 의료기관 및 관계 연구 

기관간의 공동연구를 추진함 

口 원자력이용 첨단 진료기술 개발 

O 발전목표 

r하나로」 생산 방사성의약품의 동물 및 임상시험에 의 

한 동위원소 치료 기술의 실용화 

- 방사선면역치료 기술 및 동위원소 표지 유전자 기술의 

개발과 임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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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를 이용한 암의 진단 • 치료 및 원자로를 이용한 

뇌종양치료법(붕소중성자포획치료법， BNCT)의 기술기 

반 확립 

- 동위원소 이용 체외 진단 기술 확립 

- 방사선과 화학요법， 유전자치료등의 복합치료기술 확립 

O 추진계획 

- 핵사고 비상진료 시설을 동위원소 치료센터로의 평시활 

용을 통한 치료기술 개발을 추진함 

- 학 • 연 및 의료기관간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치료 및 진 

단 기술 개발을 추진함 

- 체내 방사성핵종에 의한 연속적 피폭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 및 미시적 방사선량 평가와 연계하여 치료기술 

개발을 추진함 

- 방사성의약품 체내 정량분석기술 및 내부 방사선 흡수 

선량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치료계획 수립체계 구 

축을 추진함 

- 생산된 방사성의약품，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뇌종양치료 

법에 대한 동물 및 임상 시험을 통하여 실용화를 추진 

하며， 장기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전용 원자로의 

건 설 과 병 행 하여 열 외 중성 자(Epi-thennal Neutron)를 

이용한 치료법의 개발을 추진함 

- 방사면역측정법 국산화 및 신기술 적용， 생물학적 검사 

법， 생체 조직의 미량원소 중성자 방사화분석， 방사능 

결합 PCR 검사법 개발 등 동위원소이용 체외진단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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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연구기관과 의료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추진함 

- 광역학치료의 임상적용， 레이저의 임상적용 및 이의 응 

용을 통한 영상 진단 장치의 개발 연구를 추진함 

- 고에너지 가속기 입자빔 치료 타당성 및 기술조사를 추 

진함 

口 원자력이용 의료기기 및 기술 개발 

O 발전목표 

- 가속기 고효율화 기술 확립 

- 핵영상기기 기술기반 확립 

- 중성자 포획 치료용 양성자 가속기 기술 기반 확립 

O 추진계획 

- 기존 의료용 싸이클로트론(MC-50)의 성능향상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전용 대전류 음이온 가속기술을 

국제공동연구 및 산 • 연 • 의료기관이 협동 연구를 통하 

여 추진함 

-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아날로그 감 

마카메라의 성능향상에 의한 핵영상기기 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추진함 

- 음 이 온 주 입 기 와 RFQ(Radiofrequency Quadrupole)를 

이용한 저에너지 고전류 가속기술 개발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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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방사선관련 기초 암 연구개발 

O 발전목표 

- 방사선의 암치료이용 증대를 위한 기반 기술 확립 

- 방사선 치료법과 기존 치료법을 병용하는 암치료기술 

확립 

O 추진계획 

- 국내 의료기관간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방사션의 암세포 

살상(殺傷) 메카니즘 규명을 추진함 

- 방사선 및 약제 내성 조절인자 규명 및 극복기법 연구 

를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하 

여 추진함 

- 방사션에 의한 종양유전자 및 종양억제유전자의 변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들간의 공동연 

구를 추진함 

- 방사선조사에 의한 항암면역억제 메카니즘 및 세포방어 

메차니즘 연구와 암의 유전자치료 기초 • 기반 기술개발 

을 관련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추진 

口 방사선 언체 영향 연구 

O 발전목표 

- 방사선 피폭에 의한 생체내 변화의 기초지식 확보 및 

대책 기반기술 확립 

- 피폭 장해발현의 의학적 해석 피폭후 관리 체계 개발 

-39-



O 추진계획 

- 방사선 피폭의 생물학적 영향 및 방사선 피폭 지표 개 

발을 위하여 관 • 학 • 연 및 의료기관간 협동연구를 통 

하여 추진 

- 방사선 피폭 영향 감소 대책 수립과 방사선 피폭 환자 

진료 기술 개발을 연구기관과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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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이용 기술개발 추진체계> 

(가칭)원자력응용의학연구센터 설립 핵사고 비상진료체계 확립 

국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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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방사선원 몇 가반시절 확충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r하나로』 

싸이클로트론， 방사광가속기의 활용을 극대화하며， 장기적으 

로는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가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전 

용 원자로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개발된 가술의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한 기초 및 기반 연구시설을 조속허 확충 

훌흩 현황 및 문제점 

口 국내의 x-선 발생장치 이용은 활발하며， 관련 장치기술 

도 개발중 

o x-선 발생장치는 국내에서 의료， 산업 분석용으로 2만 
여대 이상이 보급될 정도로 이용이 활발함 

O 국내에서는 의료용 x-선 발생장치를 개발하여 세계시장 

에도 공급하고 있으며， 비파괴검사용 x-선 발생장치는 

일부 전문업체에서 부품생산과 유지보수 기술만 확보된 

상태임 

口 국내 전자선 발생장치의 이용은 증가 추쩨이나 관련 장 

치개발은 초보단계 

O 국내에 의료용 싸이클로트론이 1985년에 설치되어 중성 

자치료와 동위원소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나， 이용확대를 

위한 빔라인， 측정시설 등의 이용설비가 부족할 뿐아니라 

동위원소 생산 전용 음이온 싸이클로트론은 전무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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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口

등이 Microtron 선형가속기， Baby cyclotron, 국내에서 O 

전선(電線) 

가교， 플 

가속기가 

있으며， 산업적으로 

튜브제조， 타이어 

전자선 

사용되고 

가교(架橋) , 열수축성 

폼(Foam) 제조 

진료와 치료에 

피복재 

라스틱 10여기의 등에 

생 

비하여 매우 미흡한 상태임 

가속기를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여 전자선 

있으나， 배연(排煙)처리기술， 폐수처리 

이용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O 국내에서는 

가속기 산하고 

미흡함 활용 기술의 개발이 

이용과 관련 장치기술 개발은 초보단계 이온범 口 국내의 

발생장치는 방사화분석， 반도체 제조， 이온빔 O 세계적으로 

등에 

반도체제조와 금속표 

01 

평가 

었으나，국내에서는 

면개질에 활용되고 있고 금속표면 개질(改質)용 소형 

발생장치를 일부 생산 공급하고 있는 수준임 

재료손상 위성(衛보) 

로
 

주
 
· 

금속 · 고분자표면개질， 

활용되고 

이용 

연 。-r 

。개질(改質)， 환경시료 분석 

있으나 제반여건이 열악한 상태임 

입자가속기를 소형 

..Q..님1 
」 口

O 국내의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하여 표면분석，표면 

수행되고 

이용 

구개발이 

口 r하나로j 의 활용시절이 일부 설치중이나 장기적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열외， 속중성자 및 냉중성장원， 즉발감마 

고분자 물질 성분분석 등의 방사화분석에 

국내에서는 열， 열외 및 속중성자를 

개발되어 무기물 분석에만 이용되고 있음 

열 

숭 

있으나， 

O 세계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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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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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에 이어 일본의 ]RR-3에 냉중 

성자원이 설치되어 관련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개념설계 단계에 있음 

or하나로」에 동위원소생산시설， 중성자분광기， 중성자방사 

화분석 시설， Neutron Transmutation Doping장치， 중성 

자 라디오그라피 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음 

O 추가로 냉중성자선원， 붕소중성자포획치료 장치， Fission 

Moly 생산설비도 설치할 예정이나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과 재정지원이 확립되 

어 있지 않음 

口 r포항방사광가속기」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O 대형 방사광가속기가 포항공대에 설치 운영중이나 이용 

률이 저조하고 시설운영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口 국내의 멀봉선원 자급율 저조 

O 비파괴검사용 1r-192 선원은 대부분 수입 • 사용하여 왔 

으나， 1997년부터는 「하나로」에 의해 국내 수요를 충당할 

。-n 이
 샤
 

수
 
’ 

o 1r-192는 산업용선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등 

근접치료조사기용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관련 이 

용장비의 개발이 미흡 

o Cs-137 등 게이지 (gauge)용 선원은 대부분 핵분열생성물 

로부터 제조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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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r하나로」를 이용한 생산은 국내 

• 외 여건으로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함 

O 대용량 방사선멸균용 Co-60 선원은 CANDU 발전로를 

사용하여야 가능하며 r하나로」에서는 소용량 선원 생산 

만 가능함 

口 개봉선원(I차 방사성동위원소)은 국내에 일부 제조기술 

이 확보되어 았으냐， 고부가가치의 선기술 및 제품 개발 

이 미흡 

O 개봉선원은 세계적으로 핵의학 진단 및 치료에 추적자로 

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유전공학 연구와 산업용 추적 

자로도 활용되고 있음 

O 국내에서는 소형 연구로를 이용한 1-131 , Tc-99m, P-32 

등의 생산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1997년부터는 r하나로 

」를 이용한 양산체제가 구축중이나， 핵분열물질로부터 얻 

을 수 었는 고부가가치의 동위원소 분리 • 생산 기술 및 

시설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O 세계적으로 진단용 방사성핵종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Tc-99m은 핵분열생성물 즉， Fission-Moly(Mo-99) 

가 내장된 동위원소발생기 (Generator) 형태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의 국산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해외기술협력 

선을 모색중임 

口 방사성의약품 이용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냐 채품생산은 

소량다품종이여서 그 국산화율이 저조 

O 세계적으로 체내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80%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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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진단용 국내에서도 Tc-99m 표지화합물이며， 

99rnTc-MPD를 위 시 한 10여 보급중임 품목을 국산화하여 

걷츠;져 -, 。진단용으로서는 1-125 표지화합물(방사선면역 O 체외 

금액의 

소량다품 

-
종
 있으나， 기술집약적이며 

국내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 

동위원소 수입 있고 이루고 

점유하고 

으
 
E 협

 이상을 

킷트)이 

80% 

특성으로 인하여 종인 

방출 베타선 153Sm-EDTP 등의 O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은 
대
 
” 있으나 국내에서는 

있으며 상품화된 것은 소수에 불과함 

주축을 이루고 핵종 표지화합물이 

부분 개발단계에 

치 료용 Dy-l65 표지 응집 입 

자， 피부암 치료용 Ho-l66 렛치， 간암 치료용 Ho-l66 표 

지착물 등이 최근에 새로이 개발되었으나 이들의 상품화 

O 국내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미흡함 를 위한 체제 구축이 

추진계획 흥흩 중점추진분야 및 

공급을 위한 생산기술 확보 口 방사선원의 안정적 

O 발전목표 

고부가가치 고품질 확보로 생산시설의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정적 생산 • 공급기반 확립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을
 

등
 

최소화 방사선작업자 피폭 

장비의 개발 분리 • 정제 • 가공 기술의 자동화 및 

조사장비， 화학 중성자 생산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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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진계획 

방사성동위원소 



처리장치， 표적(標的)운반용기의 개발을 추진함 

- 고비방사능 방사선원Or-192. Co-60)을 생산하여 비파괴 

검사와 의료용장비 등에 활용을 추진함 

- 의료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Fission-Moly의 생산기술 개 

발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이를 원료로 하는 

Tc-99m 발생기를 민간업체 주도로 국산화할 수 있도 

록함 

- 산업용 게이지에 사용되는 밀봉선원과 운반용기는 산업 

체와 공동으로 실용화를 추진함 

口 연구로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개발 

O 발전목표 

r하나로」 생산 핵종을 이용하여 난치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사성의약품 개발 

O 추진계획 

- 핵의학 진단용 Tc-99m 표지화합물을 산 • 학 • 연 협동 

연구를 통해 개발하여 실용화를 추진함 

- 난치성 질환 치료용 베타선 방출 핵종 (Ho-166, 

Dy-165, Sm-153, 1-131, Re-l86, P-32, Y -90 등) 표지 

화합물의 개발 • 실용화를 연구기관과 의료기관이 협력 

하여 추진함 

- 유전공학 및 약동학(藥動學， Pharmaco-Kinetics) 연구 

개발에 활용되는 C-14, H-3, P-32, S-35 표지화합물을 

관련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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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r하나로」활용 극대화를 위한 이용시설 개발 

O 발전목표 

- 원자력연구의 중추시설인 r하나로」 활용 다변화 및 극 

대화 

- 다목적 연구로로서의 중성자 이용연구의 구심체 역할 

확립 

O 추진전략 

r하나로」에 중성자 분광기 붕소중성자포획치료장비 

(BNCT) , 냉중성자원(CNS)을 프랑스 및 러시아 등과 

공동 설계 • 제작하여 설치를 추진함 

- 대형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r포 

항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하여 이용자 조직을 구성 • 활성 

화하고， 국제 거대과학연구의 중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함 

口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전용 원자로 및 방사선 발생장치 

의 개발 

O 발전목표 

- 방사성동위원소의 대량생산과 안정공급을 위하여 장기 

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전용 원자로 및 가속기 개 

발 

- 산업활용도가 높은 전자선 가속기 x-선 발생장치 및 

이온주입기의 국산화 

O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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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하나로」 및 발전로 국산화 경험을 활용하고 방사성동 

위원소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지원 

예산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전용 원자로의 설계 • 제 

작을 추진함 

- 전자선 가속기 등 소형 방사선발생장치는 선진국과 기 

술협력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국산화하고 활용기술은 산 

• 학· 연 공동으로 개발함 

口 방사전조사시절의 확충 

O 발전방향 

- 방사선과학 육성 및 산업응용 기술의 개발 • 보급을 위 

한 기반 시설 확보 

O 추진계획 

- 감마선 조사시셜 선원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선원 보강을 추진함 

• 선원을 lOO,OOOCi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 

5년마다 Co-60선원 약 5O,OOOCi 보강을 추진함 

고분자 및 무기재료 개발， 식품보존， 환경보존기술 등 

방사선조사 이용기술 개발을 위한 중(中)에너지 전자선 

가속기의 조기 확보를 추진함 

- 고분자산업， 반도체， 박막제조 등 선재료제조기술 개발 

을 위한 이온빔 가속기의 확보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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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원 및 기반시절 확충 단계별 추진계획> 

1992 

빼률 

기초시설 확보 

1997 

-핫셀의 설리 

- 표적 조사용 수력 

이송장치，기송 

관이송장치 및 

RI제품생산장비 

설치 

- RI생산공정개선 

을통한생산체제 

구축 

-피부암 치료용 Ho 
뱃치，간암류마 

티 λ 관절염 등 

난치성질환치료 

용 Dy-166/Ho-16 
6 치료제 개발 

-환경시료의 고감 

도방사화분석 이 

용기술개발및 

표준화롤위한비 

교검증 

2001 

시설활용기술 
개발 

-표준선원， 밑봉선원， 

캡슐등산업용및 

의료용 RI양산체제 

구축 

- Fission-Moly 생 산공 
정 개발및 시셜 셜 

치 

-비파괴용 방사선원 

에셈툴리， Ri게이지 

용선원，근접치료 

기개발 

- Ho-166 뱃치 및 난 
치성 질환치료용 

Ho‘ 166 CHICO 실 
용화연구추진 

-식도암，관상동맥 등 

의 치료용방사성 λ 

텐트개발 

-산업，환경，생명과 

학등의 중성자방사 

화분석 이용기술개 

발및표준화인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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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훌톨 

시설활용기술의 
실용화 

- Ri생산자동공정제 

어기술개발 

-핵분열생성물로부 

터 RI분리기술 및 T 
c-99m 등 RI 발생 
기개밭 

-고감도 방사선 비파 

괴검사용장비 개발 

- Ri 및 항암제， 유전 
자등과연계된 신 

복합치료제 재밭 

- Dopamine 등 수용 
체 진단용 Tc-99m 

표지화합물개밭 

-즐밭감마선 및 냉중 

성자방사화분석기 

술 및 관련 장비채 
t:I~ .. 



마. 방사선과학 육성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 개발의 핵섬인 방사선 

과학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술기반이 취약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함으로 이의 활성화를 위한 인력의 육성 및 산 

·학·연 협력체제를 구축 

톨 현황 및 문제점 

口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기술개발 기반의 부 

표드 -, 

O 국내에는 방사선 기초과학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미미한 상태여서 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 

어 있음 

O 방사선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미 

흡하여 전문인력의 부족은 물론 연구의 연속성마저 결여 

된 상황임 

톨 중점추진 분야 및 추진계획 

口 산·학·연간의 협력체제의 구축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초연구 및 웅용연구 

분야에 교육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었도록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함 

O 기초연구 결과를 바로 산업화할 수 있는 산 • 학 • 연 협 

-51-



력체제의 구축함 

口 방사선과학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고급교육과 

정을 확대 • 강화하며，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잘습기자재 

지원을 확대 

O 국내 대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관련 연구시설 

(포항가속기，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관련 시설 등)의 활용 

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 

口 방사선방호 기술의 선전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O 방사선 환경 방호 기술개발의 추진 

- 원자력비상시의 방사선안전체제를 구축함 

- 방사선 피폭영향 평가 검증 및 최소화 기술의 선진화 

를 추진함 

- 방사선방호 도시메트리 기술자립 및 선진화를 추진함 

- 방사선 및 방사능 측정능력의 국제적 소급성 확보 및 

방사선 및 방사능 표준의 보급을 추진 

。 방사선방호의 기반기술 개발 

- 방사선방어기준의 개발을 추진함 

- 방사선관리기술의 개발을 추진함 

口 산업적 수요가 적으나 국가적 훨요 및 학술적 의미가 큰 

방사선 거초과학분야의 연구 추진 

O 탄소 연대측정 능력의 배양， 방사선 호르메시스 

(Hormesis) 연구 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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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 및 기술개발의 효 

과적 추진 환경 배양을 위한 정책적 과재의 수행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장기 수급 분석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 예측 및 기술수준 

평가 

O 격년으로 국내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기 

술개발 실태를 조사 • 분석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정보의 전산화 추진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안전규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규제대상 물질 및 시셜 등에 대한 전산화 

O 방사선방호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적용에 관한 사항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홍을 위한 제도적 또는 

체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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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산업 활성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이용 산업의 선진화 및 다 

변화를 효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r(가칭) 방사선 및 방사 

생동위원소 기술연구센터 j를 설립하고 또한 이용기반 확충 

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투자확대 및 채도개션을 추진 

가. 현황 및 문채점 

口 방사선 및 방사생동위원소의 산업적 활용도 미홉 

o 900여개 산업적 이용기관 중 계측응용장치 이용이 약 

6007ß 기관이며， 비파괴검사 기술 이용이 280여개 기관으 

로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되고 었으나， 다른 분야의 이용 

은 50여개 기관에 불과함 

O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응용계측기기 및 비파괴 

검사용 장비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관련 기술개발이 매우 취약함 

O 방사선조사는 방사선멸균， 내열전선재료， 타이어경화， 발 

포수지제조， 도장(逢裝)경화 분야에서 각각 1-5개 기관 

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기관수나 연구수준은 초기단계 

임 

O 추적자기술 및 방사화분석기술 등 산업계 지원기술 분야 

는 인력 부족 등 제반 여건이 취약하여 아직 초기 단계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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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방사선 및 방사생동위원소 이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 

원가반 취약 

O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사선 기기의 보수유지를 

위한 기술지원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O 방사선응용계측기의 선원교체도 대부분 외국의 기기제작 

사에 의뢰하고 있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어려 

움이 많아 이 기술의 이용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O 방사선기기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미약하 

여 인력， 시설 등 연구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 

나. 중점추진분야 및 추진계획 

口 기술 특성별 산업활성화 시책 수립 ·추진 

O 발전방향 

- 산업계의 기술수요 예측을 통한 중점추진분야 기술 개 

발추진 

O 추진계획 

- 이용기술 수요예측， 이용기술분야에 대한 전산화 작업 

을 추진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을 산업에 기여하는 

역할에 따라 기반기술 산업지원기술 산업생산기술 등 

으로 분류하고 기술 특성별 산업활성화 방안을 추진 

기반기술 분야는 현재는 산업생산에 직접 활용할 

수 없으나 향후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산업화 

야
 μ 



대상기술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분야로서 

방사화학， 방사선생물학， 고고학 및 중성자물리학 

등임 

• 산업지원기술 분야는 산업생산의 효율 증대， 안전성 

향상 및 환경공해 저감 등을 위해 활용되는 기술이 

며， 기술의 특성상 산업체에서 직접 기술을 확보하 

여 이용하기는 어려워 필요시 기술보유기관의 지원 

이 필요한 기술분야로서 추적자기술， 비파괴검사， 

방사화분석기술 등임 

산업생산기술 분야는 산업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기 

술과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제조 또 

는 이를 이용한 기기의 제조기술로서 계측제어， 식 

품공학， 방사선발생장치 등임 

- 기반기술 분야는 향후의 산업화 가능성을 고려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실용화가 가능한 농업이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수행함 

- 산업체가 직접 개발하기 어려운 산업지원기술 분야는 

정부 출연의 연구기관이 개발하여 산업체에 지원함 

- 산업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산업생산기술은 산 • 학 • 

연 협동으로 개발하여 산업화를 추진함 

- 이와 함께 분야별 소요 기술에 대한 수요예측을 수행하 

고 이의 전산화 작업을 추진함 

口 r(가칭)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기술연구센터」 설립 • 

운영을 통한 산업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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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전방향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산업화를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력 

연구와 

ql 
^ - 방사선 

으로 

갖춘 기술중섬체를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및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 산업체 지원 

O 주요 역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관련 기술개발을 총괄 - 방사션 

확보 장비의 ql 
;’<필요한 시설 연구개발에 - 산 • 학 • 연의 

·유지 

기술정보 제공 - 산업계에 대한 기술자문 및 

기술개발 요청에 의한 수탁연구 수행 - 산업계의 

- 산업계에 대한 기술홍보 및 기술별 조직 구축 

및 편의 제공 - 외부 연구자에 대한 실험시설， 장비 

및 활용 등 국제 양국간 협력， 해외인력 훈련 - lAEA 및 

협력활동 

O 추진 방향 

현재 방사성동위원소기술연구센터」는 ql 
^ r( 가칭)방사선 

정부출연연구소의 있는 

재편하여 

시설을 보유하고 ql 
;’<기술 관련 

센터 

예산 

정부는 

필요한 

설립하며， 

데 

ti 1.l ë 
，'"↑을흐 관련 기술 각 

는
 

하
 

지
 

유
 
” 

A 

근
 

드
-
。
 

기능 ql 

^ 인력， 시설 의 

을 지원 

O 주요 수행분야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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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선원， 방사화분석기술， 

중성자이용， 물리작용이용， 표지화합물 

주요기술 • 

;ζ 
~ 주요시설 : 원자로， 동위원소생산시설， 중성자범 

사시설， 방사화분석시설 등 

• 

-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 

주요기술 : 방사선조사， 추적자기술， 비파괴검사， 식 

품， 육종/유전， 응용계측 등 

• 

주요시설 : 감마선조사시설， 전자선조사시설， 이온빔 

조사시설 등 

• 

기술개발은 r(가칭)원자력응용의학연구센터 방사선의료 

추진 」와 연계하여 

口 산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통
 

공급을 위하여 적기 

O 유통제도의 개선을 추진 

- 방사성동위원소 및 이용기기의 

관절차 및 수송기준의 정비를 추진 

래
 매
 

수송차량에 대비하여 긴급수송에 방사성동위원소의 

한 긴급특수차량 지정을 검토 

- 수입추천료의 산정기준 등을 포함한 방사성동위원소 수 

입추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 

이용기기 유통업의 개방에 따른 

강화를 위하여 국내 유통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 

는 등 유통업체의 선진화를 추진 

겨 
。

ql 

^ - 방사성동위원소 

쟁력 

- 지역별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분배센터의 설치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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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수명 핵종의 원활한 공급체계를 구축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응용기술을 이용하는 모험기 

업에 대한 산업지원제도(보조금， 교부금 등)의 활성화를 

추진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중소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진홍종합계획의 원자력산업 부문 시 

행계획과 연계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치함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원자력문화진홍재단， 방사성동위원 

소협회 등 산업체가 공동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홍을 위한 국민홍보관 설립을 (가칭)원자력기념관 

설립과 연계하여 검토함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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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및 방사생동위원소 이용 안전관리의 합리화 

방사션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엘 

방적 안전규제의 강화보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관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여 

건을 조성하며， 정부 및 규제기관은 직 • 간접적 지원을 통하 

여 이용개발과 안전관리가 조화를 이룬 합라적 정책을 수 

립 • 집행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온 모든 

종사자에게 방사선 안전에 관한 인식을 충분히 확립시키며， 

올바른 안전문화를 정착 

가. 현황 및 문채점 

口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산업여용은 활발한 반면 안 

전관리를 위한 인력확보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둥장 

O 산업체에서는 주로 비파괴검사， 성분분석 및 두께측정용 

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의 산업인력 확보난에 따른 공장자동화， 품질개선 및 산 

업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에 따라 그 사용 

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O 이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의 수가 1 ，000여개 기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 

나 이용 산업체의 대부분이 영세업체이거나 또는 오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방사선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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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원자력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방사 

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에 애로가 많음 

口 방사성의약품 이용 분야에서는 관련 법규의 정벼가 미마 

O 치료와 진단용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 

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는 최근 100여 기관이며， 관련 고 

가첨단장비 도입 이용방법의 다양화 및 핵의학 전문의 

제도 도입 등과 더불어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기술개발이 

추진중에 있음 

O 방사성의약품의 수입허가 등에 대한 법제의 정비가 미미 

하여 원자력법(과학기술처)과 의료관계법(보건복지부)에 

의해 각각 분리되어 규제받을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산 

업체의 수속절차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口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혜기물의 종합적 관리 체계가 미홉 

O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수거하여 한국전력공사 원자력환경기술원이 보관·처리 

하고 있음. 

O 최근 의료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환자의 진 

단 및 치료방법이 급속도로 개발됨에 따라 방사성동위원 

소를 사용하는 병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한 종류와 여러 형태의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이 급증 

하고 있음 

O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었으나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폐기물의 관리는 종합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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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국채방사선방호위원회의 신권고인 ICRP-60의 국내 수 

용을 위한 방안이 진행중 

O 우리 나라는 ICRP견(1965년)의 권고를 기본으로 하고 

ICRP-26 0977년)의 일부를 반영하여 방사선방호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1998년부터 ICRP-60( 1990년)의 신권고 

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O 작업자 피폭선량 한도를 하향조정한 것이 가장 큰 특정 

인 ICRP-60의 개념은 실제로 확인되지 아니한 예상효과 

를 근거로 하여 설정되었고， 이러한 예상효과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선피해의 정도보다 훨씬 더 높아서 

방사선 피폭관리를 보수적으로 과잉관리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음 

냐. 중점추진분야 및 추진계획 

口 안전규채 합리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O 발전목표 

- 정보관리체계의 완비로 선속한 현황파악 및 다양한 통 

계자료에 의한 경향분석을 통하여 안전규제의 합리화 

도모 

- 인허가 및 피폭관리 절차의 자동화 및 반자동화에 의하 

여 원격지 입 • 출력이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관리에 

대한 정보유통체제의 확립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둥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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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선진화에 기여 

O 추진계획 

방사성동위원 ql 

^ 방사선 ql 

^ 베이스 데이터 - 방사선원의 

소 정보교환망을 구축함 

방사성동위원소의 인 · 허가현황을 즉시 파악함으로 

써 방사성동위원소 수입추천 업무에 활용함 

• 

보수교육 파악함으로써 즉시 면허발급현황을 각종 • 

업무 활용하는 등 종합적 기초자료로 수립의 계획 

확인함으로써 

관리에 기여함 

통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민원서류의 대폭적 감축효과를 기대함 

전산조회를 • 

-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선량의 정확한 기록체계를 유지함 

- 방사선사고 등 비상시를 대비한 긴급진료체제를 확컵함 

口 안전규제 제도개선 

고려한 

O 발전목표 

기본원리및성질·특성 

이용계획의 수립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극대화 및 위험도의 최소화 도모 

처
 씨 

추
 
。을

 

E 

τ
 

- 방사선의 

안전성 향 

전제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자의 자율적 

상 노력과 더불어 방사선 안전문화의 조기정착을 

로 안전규제의 지속적 완화 추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고한도량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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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추진계획 

- 신고제도의 



로 상향 조정하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지침서 

(Safety Series) 1 15 (International Basic Safety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Ionizing Radiation 

and for the Safety of Radiation Sources)를 근거 로 핵 

종별 차등화를 도입함 

- 신고기관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규정， 방사선안전관리책 

임자 및 시설 • 검사 등에 대한 안전규제를 완화함 

- 비파괴검사업체의 단기간 이동사용에 대하여는 사전신 

고제도에서 사후보고제도로 전환함 

- 위 험 도 기 준 규 제 (Risk Based Regulation) 개 념 을 도 입 

함 

• 위험도가 높은 기관에 대하여는 집중규제하되 자체 

적 안전관리가 양호한 기관에 대하여는 규제의 대 

폭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안전규제의 표준화를 통하여 규제업무의 투명성을 가시 

화함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산업체에서의 방사선안 

전관리책임자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방사선안전관리 기 

술용역업체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적으로 지원함 

방사션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관한 모든 기술 

적 사항을 자문하는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자격요건 

을 법제화 

• 용역업체는 방사션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인허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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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의 대행， 방사선 시설의 

설치， 방사능 제염 및 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담 

당하도록 함 

기술용역업체의 설립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수거 • 운반 등의 사업허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를 조속히 정비함 

- 방사성의약품 관련 법령인 원자력법과 의료관계법에서 

의 수입규제 등에 대한 제도 일원화를 위하여 법제 정 

비를 위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조속한 개선을 추진 

함 

口 방사선방호법 제정 

O 발전목표 

- 방사선 방호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국가방 

사선방호 목표 설정 

O 추진계획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신권고 ICRP-600990 

년)의 도입 및 국내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탄력적 방호 

제도를 모색함 

- 방사선방호의 책임 및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과학기술처 및 보건복지부간의 업무분장의 명확화를 

추진함 

- 방사선방호에 관한 정보 보급 및 기술지도를 위한 과학 

기술처 산하에 ALARA센터를 운영하여 방사선방호 신 

개념의 제도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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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 등 생활 환경과 관련된 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립 

함 

<안전관리 합리화의 단계별 추진계획> 

<현재> 2αm 2003 2006 2010 
률 -톨톨 

제4단계 

제3단계 1 

제2단계 

제 1단계 
안전관리 안전규제 방사선방호법 

체제 정립 정책의 수립 의 제정 

안전관리 

제 5 단 계 

ICRP-60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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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 력 

첨단기술 교류를 통한 원자력기술 선진국 진입과 원자력기 

술의 해외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다자간， 짱무간 국제협력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口 추적자 기술 등 일부 기술분야얘서는 국채협력 프로젝트 

를 통한 기술협력을 실시 

O 유엔개발계획 (UNDP)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지역간협력협 

정 OAEA /RCA)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하여 추적자 

기술， 방사선응용계측기술， 방사선조사 이용기술， 방사선 

식품조사기술， 방사화분석기술 및 비파괴검사 기술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실시중임 

O 비파괴검사 기술， 방사화분석기술， 추적자기술의 특정분 

야에서는 지역훈련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가 기술공여국 

의 입장에 있으나 대부분은 국내 기술인력의 부족 등 기 

반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기술수혜국의 입장에 머물고 있 
。

n 

口 선진기술 정보 입수 등을 위한 능동적 국제협력의 며홉 

O 선진기술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해서는 선진국 및 국제기 

구OAEA， WHO 등)과의 기술 및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 

나 이 분야의 인력구조가 취약하여 능동적인 국제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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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하며， 특히 방사선 사고의 의료대책에 대한 정보교류 

는 극히 미미함 

통한 협력 및 정부 대표에 의해 조인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의 

口 가입된 국제기구를 

된 국제협력업무를 인력 

이 매우 부족 

첨 

나. 중점추진분야 및 추진계획 

D 션진국과는 상호보완적인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하여 
단 기술의 개발을 촉진 

국제공동연구의 대한 분야에 방사선생명과학 핵의학과 O 
활발한 추진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과 이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 

첨단 O 

O 대형 방사광 발생장치， 냉중성자 발생장치， spallation 중 

성자원， 연구용 원자로 등 대형 시설을 활용하는 첨단 방 

사선 과학기술의 축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들 시설들이 

이를 이용하는 국제공동연구에 적 국내 설치에 대비하여 

등
 

기술공여국의 입장에서 지역훈련 

실시하고， 우리의 기술수준과 국제적 

국제적으로 기여 

극 참여 

口 개발도상국과는 

통하여 기술협력을 

지위얘 합치되도록 

대한 등에 지역훈련센터 핵의학분야 국제원자력기구의 O 

기술지원 확대 

O 우리 나라 주도의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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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원자력기술 수출과 더불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 

용기술의 수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r(가칭)방사선 및 방 

사성동위원소 기술연구센터 j를 중심으로 한 국채협력 전 

문 조직을 육성 

口 방사선방호의 선진화를 위해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 

O 방사선 비상시 국민 보호와 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국가 

간 방사선 안전 협력 강화 

O 방사선 사고시의 의료 대책에 대한 국가간 정보교류 활 

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O 방사선방호규정 선진화와 관련 기술기준의 개발을 위한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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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력양성 • 확보 

원전 • 버원전 부문간의 인력불균형 혜소를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 및 교육훈련 과정을 확충·보완 

가.현황 및 문제점 

口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산업의 영세성 등으로 산 

업 이용분야의 인력 확보에 어려웅 

O 현재 비파괴검사업체에서는 20071 이상의 x-선 발생장 

치와 600여기 이상의 감마선 조사장치를 보유하고 있음 

O 비파괴검사이용 또는 두께측정 등 방사성동위원소를 산 

업적으로 이용하는 인력이 약 2，000여명이나， 관련 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이며 대표적 3D 업종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인력확보가 곤란함 

口 의학적 이용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가 미벼 

O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RI를 이용한 

치료 또는 진단용 X선장비를 이용하고 있음 

O 이 분야의 특수면허 소지자는 약 750명이며 핵의학진료， 

핵영상진단 분야 및 방사선면역측정분야의 종사인력은 

약 250여명임 

O 방사선 안전 빛 방사선 진단과 치료를 위하여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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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을 갖춘 핵의학기사들이 필요하나，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제도가 미비함 

口 방사션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를 

위한 지원이 미홉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어려움 

O 현재 국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을 위한 연구 

개발은 주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나，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1997 -2006)을 원활히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인력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함 

O 농업적 및 공업적 이용분야 등에서는 특히 극소수의 인 

력만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口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산업체의 관련 면허소지 

자의 활용이 미진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면허소지자는 ’96년말 

현재 3，944명(방사선취급일반면허 2，629명， 방사선취급 

감독면허 : 559명， 방사선취급특수면허 : 756명)임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산업체에서 면허소지자 

의 확보가 어려운 것은 면허소지자의 절대인력이 부족하 

다기 보다는 인건비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방 

사성동위원소 관련 산업체에의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면 

허소지자의 상당수가 방사선 및 방사성통위원소 이용분 

야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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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교육 및 훈련기관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미흡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는 원자력공학외 화 

학， 물리학， 화학공학 등 타 분야의 전공인력도 산업 및 

연구인력으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일정 교 

육과정을 통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산업 

및 연구인력화가 가능하나 이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의 활성화가 미흡함 

- 전국적으로 6개 대학(경희대， 서울대， 제주대， 조선대， 

한양대， 과학기술원)에서 원자력공학과를 설치 • 운영하 

고 있으나， 이외의 대학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 

소 관련 교육과정이 없으며， 또한 방사선 및 방사성동 

위원소 관련 기술자를 양성할 전문대학도 거의 없는 실 

정임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연수원에서는 방사성동위원 

소 일반과정， 감독자과정 및 의학적 이용과정을 운영하 

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는 방사선 일반분야 

및 통신교육과 같은 교육훈련과정을 개설 · 운영하고 있 

음. 그러나 관련 연수생이 수적(數的)으로 충분하지 않 

아 효율적 운영에 어려웅이 있음 

나. 중점추진분야 및 추진계획 

口 분야별 중장기 언력수급계확 수렵 • 추진 

O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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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발전의 추세에 따른 필 

요인력을 적시에 공급하여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 분야 

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시정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고급 

연구인력의 저변 확대 

O 추진계획 

- 인력소요전망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산업인력은 1996년 

말 현재 약 2，000명이며， 2000년에는 약 3，000명， 

2010년에는 약 6.000명으로 증가될 전망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분야 인력 

은 1996년말 현재 약 1 ，000명이며， 2000년에는 약 

1 ，500명， 2010년에는 약 2，500명으로 증가될 전망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의 원자력연구 

개발중·장기계획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인력 

소요는 다음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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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 연구인력 소요전망> 

(단위 : 명 • 년) 

현원 제 1 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분 야 
(’96년말) ’97 ’98 ’99 ’00 ’01 소계 ’02- ’% ’07- ’10 

공업적 이용분야 5 26 29 33 38 39 165 222 208 

농업적 이용분야 11 19 19 23 23 23 107 113 98 

의학적 이용분야 73 94 117 134 148 164 657 1,032 1,180 

방사선원 및 시설확충 49 82 102 125 140 159 608 430 434 

계 138 221 267 315 349 385 1,537 1,797 1,920 

했 방사선원 및 시셜확충에서의 인력은 관련 기술개발 언력이며， 시설의 건설 둥에 

소요되는 인력은 아님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장기 인력수급 예측 

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또한 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 

모 및 인력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인력관리 전산화작업 

을 추진함 

- 연구개발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 및 방사 

성동위원소 분야에 대한 신규 인력확보 제한을 완화하 

도록 조속히 정책적으로 지원함 

• 1996년말 현재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은 약 140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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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0997-2006)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배 

정된 연구예산을 기준으로 확보가능한 것으로 추정 

되는 연구인력(’97- ’06)은 약 2， 150여명 • 년 수준인 

반면， 같은 기간의 소요인력은 하나로의 활용 극대 

화(일부는 연구로이용 기술개발 분야에서 추진)와 

방사성동위원소 전용원자로 건설 등의 관련 인력 

(약 600명 • 년)을 포함하여 3.300여명 • 년 수준임 

- 의료이용 분야에서는 X선 취급기사의 양성을 주목적으 

로 하는 보건전문대학의 방사선과에서 방사선 핵의학분 

야 등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선 • 보완하여 교육을 강 

화하며， 실험 및 현장실습 등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 

소 등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함 

- 핵의학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핵의학기사 제도를 도입을 

추진함 

口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전문가 및 종사자 교육 

훈련 기능 강화 

O 발전목표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인력의 체계적 양성으 

로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대한 국민홍보 교육 

의 강화로 국민이해 증진을 도모 

O 추진계획 

- 연수생의 수적(數的)인 제한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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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교육시설과 교육인력 활 

용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통해 교육 및 훈련기능을 강 

화토록 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증진을 위한 교육 • 

훈련 실태 조사와 교육 • 훈련 기능의 강화방안을 

정책과제로 추진하며 그 결과를 장기 인력수급계 

획에 반영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종사자들의 이론 

및 실무적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요원과 교육시설(교재 및 

장비의 보강을 포함)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며 이를 교육 및 훈련 

기능 강화 방안의 수립에 반영함 

• 이론과 실기가 겸비되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실기 기능을 강화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중점 

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관련 면허 및 자격의 취 

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실습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개발하며， 이론부문에 대해서는 통신교육기능 

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종사자를 위한 법 

정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 실무 중심으로 강화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면허 및 자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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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합격자에 대한 법정 실무교육을 실습을 중심으 

로 강화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면허 및 자격 소 

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술 및 

이 론 교육을 강화하도록 함 

방사션 및 방사성동위원소 연구인력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원자력전공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기능을포함하여 비원자력전공 인력에 대하여 단기 

(예로 4-6주) 고급자 과정을 운영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에 대한 국제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동남아 등을 포함한 지역간 기술협 

력을 강화함 

• 방사선 기사에 대한 핵의학 교육과정을 선설 운영 

함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산업체 및 학교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의 실습교육 강화를 위하여 

실습중심의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저 

비용으로 운영가능하도록 한국원자력연구소 등에서 

의 시설과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으로 지원함 

국민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함 : 청소년， 일반인 

및 초 • 중 • 고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과 관련 인력의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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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먼저 국가가 부여한 면허 • 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기 고급인력 양성 • 훈련 및 대학 등에 대 

한 교육훈련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관에서 수행 

하도록 하며， 이외의 이용 산업체 인력에 대한 교육훈 

련은 관련 산업체가 중심이 된 기관에서 수행하고， 국 

민홍보 교육은 민 • 관이 합심하여 추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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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양성 체계> 

초급기술자 앙성 중견기술자 앙성 고급기술자 앙성 

대학교육 
(전운대학) 

비웬자력계 

선공자 

대학 

씬자력분야 
전공자 

|때|캡!방사섣 
(1-H주) 륙별 

과정 

.‘ 

대학웬 
웬자력분야 
석사과쟁 

<:1-(;월) 

국내훈련 
(핀자력연수원 y 

<관련 기관의 역할> 

실무 확수 
경험 전문 

파갱 

국내훈련 
뼈외훈련 

.. 

대학씬 
원자력환야 
박사과정 

• 
고급인력화 

셜우 

껑헝 재교육 급 
(1-2주) 인력 

자얘연구개발 
빼 91 훈련 

외국전문가활용 
외국파공륨연구 
재외파확자활용 

O 정부 : 제도개선， 진흥계획 수립， 인력양성분야 투자증대 

O 산업체 : 종업원 재교육 기회 부여， 교육비 투자 증대 

O 연구 및 연수 기관 : 교육프로그랩 개발 운영， 연구과제 확대 및 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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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소요재원 
口 가본방향 

O 상업적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시설 등의 건설/도입 및 운 

영은 해당 산업체가 자체 조달 

- 국가적 차원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개발 

기반시설은 국가가 지원 

O 원자력연구개발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 

로 운영자가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을 조성하고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 

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홍을 위한 투자를 

증대 

- 원자력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프랑스， 일본 등 원자력선 

진국의 투자 수준인 국민총생산 대비 0.1% 수준까지 국 

가 주도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홍을 위한 기술개발의 

중점 추진과 관련 기초 •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정 

부의 투자를 증대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 

기 위한 전문중소업체의 육성 및 산·학·연 협력 강화 

를 위해 중소업체 기술지원 등에 대한 재정을 정부가 

적극 지원 

口 방사션 및 방사생동위원소 이용관련 연구개발 재원의 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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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연구개발기금과 정부출연연구개발비는 원자력진홍 

종합계획(제247차 원자력위원회(’97. 6))에 의하여 정부부 

문의 규모가 약 4조 2，455억원으로 결정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징수규모(’97 -2010) : 19，750억원 

정부출연연구개발비 규모(’97 -2010) : 22 ，705억원 

。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사업계획 0997-2006)에서 

01 
^ 

방사선 

약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790억원임 

<방사선 다I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의 연구개발 혜산> 

원자력 연구개 발중장기 계 획 (1997 -2006) 

분야 
예산(억원) 

0997 - 2006) 

훌 공엽적 이용분야 

。 방사선의 공업적 이용기술 개발 200 

훌훌 농업적 이용분야 

。 방사선 생명과학 기술개발 200 

O 방사선이용 식품공학 기술개발 200 

톨 의학적 이용분야 

O 방사선관련 암치료 연구 300 

O 방사선 인체영향 연구 200 

O 의료용 싸이클로트론 기술 500 

O 방사선이용 진료기술 400 

톨 방사선선원 및 기반시설 확충 

。 동위원소 생산· 이용 연구 790 

쳐l 2.790 

~ 본 계획(안)에서는 동위원소 생산 • 이용 연구중 중성자 방사화 분석 이 
용기술올 공업적 이용분야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상기 예산에서는 동위 
원소 생산 • 이용 연구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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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 

와 방사선원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정부의 투자 증 

대 필요 

-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1997 - 2006)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에 대한 총 연구개발 투자액은 

2，790억원인 반면， 2006년까지의 추정 소요액은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전용 원자로 건설을 포함하여 역 6，252억 

원 수준임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기술개발 인력과 시설(하나 

로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기반시설(일부는 연구로 이용 

기술개발에서 추진중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전용원자 

로 건설， 방사선조사시설 건설 등) 등의 확보를 포함한 

관련 기술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투 

자액의 증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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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생동위원소 이용분야의 

연구개발 소요얘산 전망〉 

(단위: 억원) 

제 1단계 저12단계 제 3단계 

분 。t

’97 ’98 ’99 ’00 ’01 소계 ’02- ’% ’07- ’10 

공업적 이용분야 27 29 47 37 47 187 190 250 

농업적 이용분야 50 55 55 58 68 286 340 340 

의학적 이용분야 137 147 152 151 157 744 799 800 

방사선원 및 시설확충 227 273 295 299 396 1.490 2,122 355 

인력양성 5 5 5 8 8 31 40 45 

계 446 509 554 553 699 2,761 3,491 1,790 
」

※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0997 - 2006)에서 동위원소 생산 • 이용분야에 포함된 
중성자방사화 분석 이용기술개발은 여기에서는 공업적 이용에 포함되어 있음 

※ 방사선원 및 기반시설 확충에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전용 원자로 및 방사선발생 
장치의 개발에 필요한 예산과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 0997 - 2006)에서의 연구 

로이용 연구 부문의 예산도 포함하고 있음 

O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 

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자금의 확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함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응용기술을 이용하는 모험기 

업에 대한 산업지원제도(보조금 교부금 등)를 활성화하 

기 위한 재원 마련을 통상산업부와 협력하여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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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ζ 

I 의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연구보고서 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