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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창조 가치창출형 미래 방사선 융복합기기 발굴을 위한 연구 기획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선 기기의 첨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형 방사선 융복합 

기기의 연구 주제 발굴 및 발굴 기술의 창조경제 내실화를 통한 고유 브랜

드 대형 방사선 시스템 기술 개발 방안 마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차세대  방사선 기기 산업 주도를 위한 방사선 기기의 개발을 위한 다

음 연구내용을 포함하되, 필요시 연구책임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 미래 방사선 의료 기기(치료, 진단, 융복합기기 등), 산업용 방사선기

기(보안검색기, 비파괴검사장비, 우주탐사체 등) 기술의 트렌드 및 환

경 분석 등 현황 및 발굴 기술간 차별성 분석

   - 발굴 기술의 정의, 특징, 동향, 기술 성숙도 등 연구개발 목표 및 추

진방향 도출

   - 발굴 기술별 조기 확보를 위한 구체적 개발 방안 및 기술 개발 로드

맵 제시

   - 발굴 기술내의 핵심 하부 기술의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연계 

방안 마련으로 조기 개발 방안 제시

   - 발굴 기술의 개발의 창조경제 연계를 위한 산학연의 역할 정의 및 연

구기관별 연구역량 집중화 방안 제시

Ⅳ. 연구개발결과 

  ○ 4대분야에 대한 대과제와 8개 중과제 기술 개발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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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대과제명 중과제명

1
미래형 방사선 영상
융복합기기 개발

고자기장 PET/MRI 영상장치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2
미래형 방사선치료기
기 개발

고성능 전자가속기 기반 방사선치료기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방사선 암치료 시스템

3
사이클로트론 및 가
속기기반 동위원소 
생산시스템

소형 사이클로트론 기반 동위원소 생산시스템

전자가속기 기반 동위원소 생산 시스템

4
차세대 방사선보안검
색 장치 개발

엑스선/중성자 복합 방사선 보안검색장치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

 ○ 방사선기기 기술의 트렌드 및 환경 분석 등 현황 및 발굴 기술간 차별

성 분석함

 ○ 발굴 기술의 정의, 특징, 동향, 기술 성숙도 등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

방향 도출함

 ○ 발굴 기술별 조기 확보를 위한 구체적 개발 방안 및 기술 개발 로드맵 

제시함

 ○ 발굴 기술내의 핵심 하부 기술의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연계 방

안 마련으로 조기 개발 방안 제시

 ○ 발굴 기술의 개발의 창조경제 연계를 위한 산학연의 역할 정의 및 연

구기관별 연구역량 집중화 방안 제시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고령화 및 무혈 무통, 안전한 사회구현의 미래 트렌드를 대비한 미래 

방사선 기기 개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방사선기기 산업육성 및 세계 

시장 선도로 창조경제 내실화에 기여

○ 필요시 발굴 기술 과제 구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토종브랜드 발굴과 

이를 통한 대형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핵의학 영상, 보안검색, 환경, 우주 망원경 등 신산업 고도성장 분야 창출

  ○ 수입대체 및 수입역조 해소와 신규 기술 기반 기업체 창출에 기여

  ○ 무통/무혈 진단의 고급 의료혜택의 기술적 도구 제공

  ○ 깨끗한 환경의 기술적 장치 개발로 사회적 기반 마련에 기여

  ○ 범 세계적인 테러의 위협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

  ○ 신성장 분야의 진출을 통한 국부 창출과 지속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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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Conceptual R&D Survey of Development for Next Generation Radiation 

Equipment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goal of this project is to search the next generation equipments which will 

be expected future emerging market for radiation medical and industrial fields. 

From excavating of new technical items they will be cooked and integrated to 

have more perfect structure in conceptual design stage. These items will be 

connected to national strategy for creative economic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is project will contains to be excavate next generation radiation equipment as 

followings;

   - Trend analysis and environmental analysis for next generation radiation  

equipments

   - Definition goal and technical direction with technical definition, 

characteristics, trend for considered and determined items 

   - Detail design and road-map for considered and determined items

   - Synergy creation concept between low-level key technology for considered 

and determined items

   - Definition of mission along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and company to 

integrate and focus for considered and determined items

Ⅳ. Result of Project

○ The 8 special programs developed for 4 big industries. 

    - Radiation imaging system industry

    - Radiation therapy system industry

    - Radiation inspection system industry

    - Radiation generation system industry

○ Trend analysis and environmental analysis for next generation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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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s

○ Definition goal and technical direction with technical definition, characteristics, 

trend for considered and determined items 

○ Detail design and road-map for considered and determined items

○ Synergy creation concept between low-level key technology for considered 

and determined items

○ Definition of mission along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and company to 

integrate and focus for considered and determined item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We will prepare newly emerging market by point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radiation equipments in national scale and will 

make one of the creative economics. This project report will be used for the 

budget request for the government as well as basic data for the large scale 

project.

○ Creation of new industry such as nuclear medicine imaging, security inspection, 

environment and space telescope, etc.

○ Import substitution, solution to the import excess and contribution to the 

creation of new enterprise

○ Technical implement for higher medical benefits such as painless and bloodless 

diagnosis

○ Contribution to the clean environment from radiation hazard

○ Contribution to the safe society from terrorism

○ Creation of national wealth and contribution to the sustained economic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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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사 업 개 요 

제 1 절 추진배경 및 사업필요성

1. 추진 배경

○ 세계 방사선 산업은 ‘11년도 기준 172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방사

선선기기분야는 95조원으로 ‘20년에는 203조의 고속 성장할 전망임

<그림 1-1 세계 방사선 산업시장 및 소재, 기기분야 성장 전망>

○ 국내 방사선기기관련 분야는 ‘11년 기준 4조3천억원의 직간접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GDP의 0.355%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2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내 방사선기기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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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방사선이용분야(비발전 분야)의 비중이 

‘12년도 기준 25.8% 수준으로 미국 80%, 일본 54%에 비해 매우 취약

하여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수립 (‘13. 12. 

11, 원자력진흥위원회)

- <비발전 분야에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선도. 이

를 위해 4대 실천전략 및 10대 세부 실천과제 수립  

<그림 1-3 원자력분야에서의 발전/비발전 분야의 연구개발 비중>

○ 국내의 방사선기기 제조업체의 자급율은 ‘11년기준 20.8%수준에 머물

러 있어 수입대체와 무역역조의 산업구조 개선과 더불어 고령화, 헬스

케어의 신성장 산업의 국가적 기술 교두보 마련을 위한 국가적 포트폴

리오와 연구개발 계획이 필요함

○ 방사선기기 산업은 의료·보안검색·국방·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신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반도체, IT, 전자 등 기초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대형 방사선 의료기기 시스템으로 정부의 포괄적 

투자를 통한 세계시장 선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음 

○ 세계 방사선 기기 시장은 실버층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무통 무혈 치

료진단 요구에 따른 방사선 치료기기와 방사선진단영상장치 수요가 급

증할 전망[세계시장보고서 (Frost & Sullivan 등)

○ 실버층과 암환자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무통·무혈 종양 치료 및 진단 

융복합기기 수요 급증 전망으로 기술 개발이 시급하며, 차세대형 치료기

와 영상기술이 융복합된 장치기술 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임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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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Therapy Market : 2008 Edition, Market Research]

<그림 1-4 세계 방사선기기 시장 규모(2008년)>

2. 방사선기기 개발 현황

○ 방사선기기분야는 2000년 이후 매년 연간 17%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으

나,

- 방사선기기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무역수지 개선과 국가경

쟁력 확보를 통한 차세대 먹거리 창출 위해서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

- IT, 반도체, 전자 등 성숙된 국내 기술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위한 병목원천기술개발이 시급

※ 삼성, LG 등  디지털 X-선 영상장비 등 ‘헬스케어’의료장비를 차세

대 먹거리로 투자 계획하고 있으나, 국내 원천 기술기반이 취약함으로 

경쟁력 확보 어려움이 예상됨  

○ 방사선기기핵심기술개발은 가속기, 보안검색장치, 핵의학영상장치, 우주

망원경 등 고부가가치 방사선기기에 있어 핵심적 병목인 기술로,

-  실버층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무통 무혈 치료진단 요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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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치료 치료기기와 방사선진단영상장치 수요가 급증

- 9 11 테러사건 이후 미국 정부주도로 세계 대테러 대응체계구축에 따

른 보안 검색 분야가 신성장 산업군으로  급속한 성장 예상 

 

○ 국내 우수한 반도체, 전자, IT  기술을 접목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전환기로 집중화된 기술과 인프라 필요

<그림 1-5 대표적인 첨단 방사선기기 (핵의료영상, 보안검색, 단결정, 센서 

가속기)>

○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방사선 진단 및 치료기기 수요 급증

-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영상치료기 (IGRT), 토모세라피, 강도조절방사

선치료기(IMRT) 등 첨단 방사선치료기법/장치가 개발됨에 따라 방사

선치료용 선형가속기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 미국과 유럽의 기업이 세계 시장의 50% 이상 점유, 국내 방사선 치

료기기 시장규모는 전세계 시장의 약 5%

○ 동위원소 사용 기관은 ‘11기준 31,783으로 매년 2.2%씩 증가하고 있으

며 의료분야가 92.7%로 대부분임 (과학기술부, 한국동위원소 협회)

<그림 1-6 연도별 동위원소 사용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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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테러이후 세계 방사선 이용 보안검색기기 시장 급성장

- 9.11 테러 이후 세계 보안검색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 전세계 공항 및 세관에 설치된 보안 검색기의 수는 약 70,000 대이

며, 편지나 소포를 검색하기 위하여 미국내에 설치된 X-선 검색 장

비의 수는 50,000 대임

- 우리나라의 방사선 보안검색장치 시장은 대부분 외국의 기술/장치가 

차지하고 있어 방사선 보안검색기기 기술 및 인력, 인프라 구축이 시

급

세계 보안검색시장 2006-2015 기간 동안 1,150B$ 예상

미국정부는 2006-2011 기간 동안 homeland security에 25B$의 연구개발예산 투자 

일본 종합과학회의(2008.5.19), 비접촉 검색/검지기술을 혁신전략기술 23개 항목 중의 

하나로 선정 

SAIC, L-3 communications사 등 세계적 대표기업들의 2007년도 매출 20조원 상회

컨테이너검색기 대당 가격 50~100억원

○ 국제 교역환경 변화에 따라 방사선이용 보안검색기술 확보를 위한 국

가 전략적 대책이 시급

- 미국은 『9.11 테러대책 권고 이행 법률』에 의거, 2014년부터 자국

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전량(100%)을 사전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

색하도록 의무화(현재는 ～1%만 검색)

- 항만, 공항, 군사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보안검색기술은 국가사회 안보를 위해 반드시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국가 기간기술이며, EU 등 세계 각국이 물류보안 조치를 강화하

고 있음

미국, 해운보안법(’02)에 의한 항만 및 선박의 보안조치를 시작으로, 항만보안법에 

의한 반테러민관협력제도(C-TPAT, ’02), 컨테이너보안협정(CSI, ’02), 컨테이너 

100% 검색시범사업 (SFI, ’2007) 등 실시 중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에 의한 선박 및 항만의 보

안을 의무화(’2004)

유럽연합(EC), 항만 및 선박의 보안조치에 관한 공인경제운영인제도(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실시 (’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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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계측기 및 응용기술 시장 규모가 날로 증가

- 첨단 방사선 계측기는 원자력, 의료, 우주 및 항공 산업 등 국가 성

장  동력 및 국가 안보 전략의 근간 기술임

- 원자력 중흥기를 맞이하여 방사선계측기 및 응용기술 시장 규모가 날

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매우 시급한 실정임

○ 기초과학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신개

념 방사선 기기 분야의 선진 기술 선점 필요

- 바이오, 반도체, 소재산업 등 미래선도 융합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공동 연구시설을 구축할 필요

가 있음

- X선원 기술은 기술 집약형 첨단산업으로서, 매년 20∼30%씩의 규모

성장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 산업의 성장을 위한 차세대 기반 기술로

서 지속적인 투자 및 육성이 시급함. (자료: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

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방사선 영상분야의 다국적기업의 시장확대에 따른 국내 기술 개발 필

요

- 고성장 신사업인 헬스케어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방사선 영상시장은  

Siemens, GE,  Philips, Toshiba 등의 글로벌 기업이 시장의 90% 정도

를 점유하고 있으며, 단일 영상기기로 사용되던 SPECT, PET, MRI, 

CT를 SPECT/CT, PET/MRI나 PET/CT 등의 다중 영상을 동시에 얻는 

융복합영상기기로 개발하고 있음

- 의료용 가속기 분야에 있어서 기술선진국은 주로 거대 기업중심으로 

자체 투자되어 우리나라 실정과는 많이 다르며, 대표적으로 미국 GE, 

독일 Simens, 네덜란드 Philips, 벨기에 iBA, 일본 Sumitomo 등 은 80

년대부터 전략산업으로 발생장치 설계제작 기반확충 시설에 투자하

고 이분야 기술을 집중 육성하여 현재 세계시장을 리드하고 있음

- 비파괴 검사장비에 사용되는 고주파 전자가속기의 경우, 2014년 10월 

현재 전량 수입한 제품을 활용중이며, 의료분야를 제외한 국방, 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EL(Export License) 문제로 인하여 수입마저도 어려

운 현실에 처해 있음. 또한 기 수입된 장비의 교체시기 도래 및 제작

사 단종으로 인하여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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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지원의 필요성

○ 세계적인 기술의 개발 방향은 저선량, 소형, 저가, 전용, 동시 치료 및 

진단, 치매, 난치성 종양, 고령화, 인터벤션, 3차원영상, 이종기술 융복

합, 사용자 공동개발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요 

고부가가치 방사선기기의 원천 핵심 모듈 기술을 부족하여 핵심 부품 

및 장비 무역적자 가중되고 있음

○ 최근 IT, 반도체, 전자 등 성숙된 국내 기술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삼

성, LG, 바텍 등에서 디지털 X-선 영상장비, 핵의학영상장치 등 `헬스케

어‘ 의료장비를 신수종 사업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 방사선기기 

원천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

○ 2015년 완공예정인 첨단방사선연구소내의 방사선기기연구시설의 인프

라의 마련으로 세계와의 기술 경쟁력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며, 기존 독

과점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미래형 방사선 기기의 국가적 대형 사업 

발굴과 기술성 높은 원천기술로부터 실용화기술 개발 방안 마련이 필요

함

○ 더욱이 방사선기기 분야 세계시장 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대응하고 세

계시장 선점 및 기술의 집중화와 공유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차세대 방사선기반 융복합 방사선 기기에 대한 핵심 부품 소재 원천으

로 부터 실용화 기술 개발, 나아가 산업화 연계를 통한 융복합형 의료

기기 제작 기술 및 산업화 기반 기술 도출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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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현황 및 환경 분석

1. 국내외 기술 및 특허 동향

가. 기술 동향 

○ 방사선기기는 크게 방사선발생기기와 계측영상기기로 분류되며, 기술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중임

○ 방사선기기 산업은 방사선 의료기기 산업과 방사선 보안검색시장으로 

양분되어있음

○ 방사선 의료기기는 영상기기와 치료기기로 크게 산업이 나누어짐

○ 방사선 영상기기는 지멘스, GE 헬스케어, 도시바 등 기술 선진국을  중

심으로 기존 CT, MRI, 초음파 등에서 얻는 해부학적 영상과 PET, 

SPECT 등의 기능적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PET/CT, PET/MR 등 

다중 의료영상 융합 및 복합기기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방사선 치료기기는 Varian, Elekta 등의 기초과학분야의 신뢰성 있는 

전자가속기 기술과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

으며, 영상기기와의 융합으로 치료성능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이 시도

되고 있다.

○ 미국의 BNL, EU의 Medipix사, IDEA사 등에서 고속칩을 개발하였으며, 

룩셈테크놀로지는 2차원 다채널 영상칩을 개발하였으며, 서강대학교에

서는 3차원 영상처리를 위한 전용 영상처리칩을 개발 중

○ Varian, Elekta 등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국내 방사선치료시

장의 확대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관절 로봇방사선 치료기 핵심

기술(미래부), 성균관대학교의 2중 헤드 겐트리형 치료기(산업부), 전기

연 및 원자력의학원의 겐트리형 치료기 등 다양한 방사선 치료시스템을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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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알티엑스는 고주파 전자가속기 제작기술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

터 이전받아 현재 상용화 모델 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도 추진중에 있음

○ 국내 저변의 활용과 집중화를 위한 국가적 대형 사업 발굴을 통한 미

래 시장 진출 및 선도를 미래부 중심으로 추진 중임

<표 1-1 국내외 기술 개발 내용 및 활용 현황 분석>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한국원자력연구원

화합물 반도체 및 
섬광체 단결정 성장 
연구, 
3차원 방사선 영상
장치 및 차세대형 
방사선 치료기기 개
발 중

의료, 산업 등 광범위하게 활용
할 수 있는 방사선센서용 단결정
을 양산을 고려하여 3인치이상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용량
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성장기술 개
발 중.
다관절 첨단 방사선 고속치료기기 
개발 중.
3차원 방사선 치료 실시간 모니터
링 장치 개발 중

경북대학교, 
한양대학교, KAIST, 

경희대학교 등

LSO 섬광단결정 연
구
무기 섬광체 LaF3, 
LaBr3 단결정의 성
장

PET 용 섬광단결정 성장 연구 
중
활성제로 Ce를 첨가한 LaF3(Ce), 
LaBr3(Ce) 중성자 계측용 소재에 
대한 성장 연구 수행. 소량 성장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KAIST

컴퓨턴 영상 처리 
구현

핵심모듈을 수입하여 장치를 구
성하여 원리 구현 연구를 수행
한 바 있음

eV-products(미국), 
Acrorad(일본), 

Redlene(캐나다), 

CdZnTe, CdTe 단결
정 및 센서 생산

CdZnTe와 CdTe 단결정과 영상
센서를 세계시장 공급함

Saint-Gobahn(EU), 
Bicron(EU)

섬광체 단결정, 센
서, 영상기기 모듈 
등 생산

섬광체 단결정, 센서, 영상기기 
모듈 등 세계 시장 공급

Kromek(영국), 
Hamamatsu(일본)

PMT, Si-PM, 실리콘
계열 반도체형 센서, 
모듈 생산

PMT, Si-PM, 실리콘계열 반도체
형 센서, 모듈 등 세계 시장 공급

RIKEN(일본) 의료 영상용 3차원 
장치 제작

방사선치료의 실시간 영상 장치 
개발 중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KAIST, 

뉴케어메디

섬광체기반 소형 
PET/MR 장치 개발 
중

섬광체 기반 소형 PET/MR 장치 
핵심기술 개발 중

Varian(미국), 
Elekta(스웨덴)

겐트리형 방사선치
료기기 생산

겐트리형 방사선 치료기기 개발 
및 세계시장 공급

Siemens(독일), 
Philips(네덜란드), GE 

CT 생산, 섬광체 기
반 전신용 PET, 

CT 생산, 섬광체 기반 전신용 
PET, SPECT, 복합형 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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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내 저변이 약한 환경에서도 연구자의 노력으로 2013년 개최

된 세계적으로 동분야 최대 학회인 IEEE/NSS, MIC & RTSD 핵과학 및 

방사선 의료영상기기 학회에서 50개국 중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 

연구력을 보임으로 투자대비 경쟁력 있음을 확인함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순]

○ 국내 가속기 시장의 경우,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용 사이클르토론은 삼

영유니텍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현재 영업을 실시

하고 있으며, 고주파 전자가속기의 경우 (주)알티엑스에서 2014년 10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술이전을 받아 비파괴 검사장치용 고주파 전자

가속기의 상용모델 개발을 추진중에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3“급의 대구경 II-IV족 화합물 반도체 기반 

방사선 센서 소재와 센서 공정을 개발하고 있음. 자체 개발된 소재를 

바탕으로 차세대형 영상장치 개발에 연계 추진 계획 중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1 3, 5 mm2 급의 Si-PIN 다이오드를 개발하여, 

알파선용 및 섬광체와 결합한 방사선 센서를 개발함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유·무기물 구별이 가능한 비파괴 검사장비 

개발에 사용될 9/6 MeV 이중에너지 발생 고주파 전자가속기 원천기술

을 확보하였으며 참여기업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였음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암치료를 위한 6 MeV 급 방사선 발생장치와 

미사일, 대형 부품 등의 비파괴 검사를 위한 15 MeV 고주파 전자가속

기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헬스케어(미국), 도시바

SPECT, 복합형 MRI, 
PET/CT, PET/MR 생
산, 반도체형 PET 
개발 중

PET/CT, PET/MR 생산 및 세계
시장 공급. 화합물 반도체형 고
해상도 PET 개발 중

바텍, 삼성, 
나노포커스레이

2차원형 평판형 영
상장치,  CT 등 조
립 생산 중

2차원형 평판형 영상장치, CT 
등 조립 생산 중이며, 국산화 
연구 중

(주)알티엑스
비파괴 검사용 고주
파 전자가속기 생산 
중

클라우드 기반 전자동 고주파 
전자가속기 제어시스템 개발 연
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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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등 일부 대학에서 PET 용 신소

재 개발을 위한 소규모 섬광단결정 성장을 연구 중에 있으나 생산기술

에 이르지 못함

○ 한국과학기술원, 서강대, 서울대 등에서는 핵심부품을 수입하여 

PET/MR 장치를 개발 중에 있음

<표 1-2 국내외 기술력 수준 비교표>

방사선 영상 및 치료 기기 국외 국내

방사선센서용

단결정 소재 

분야

대구경 화합물반도체 단결정 제조 기술 100 % 60 %
대구경 실리콘 단결정 제조 기술 100 % 100 %

대구경 세라믹 섬광체 단결정 제조 기술 100 % 30 %
재료 물질 고순도화 및 도핑 기술 100 % 10 %

 방사선 영상 

기기 분야

방사선 영상 센서 제작 기술 100 % 60 %
영상 시스템 설계 기술 100 % 80 %

영상 어레이 센서 제작 기술 100 % 30 %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100 % 80 %

방사선 

치료기기 

분야

전자가속기 설계 기술 100 % 90 %
전자가속기  제작 기술 100 % 80 %

치료기 위치 이동 메카크로닉스 기술 100 % 90 %
치료 시스템 제작 기술 100 % 40 %

치료계획 및 영상 소프트웨어 기술 100 % 70 %

비파괴 

검사장치 

분야

전자가속기 설계 기술 100 % 100 %
전자가속기  제작 기술 100 % 100 %

방사선 검출기 시스템 제작 기술 100 % 70 %
방사선 영상 시스템 설계 및 제작기술 10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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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산업 및 시장 동향

가. 세계 산업 및 시장 동향 

○ 세계 방사선 산업은 ‘11년도 기준 172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방사

선선기기분야는 95조원으로 ‘20년에는 203조의 고속 성장할 전망임

<그림 1-7 세계 방사선 산업시장 및 소재, 기기분야 성장 전망>

○ 방사선기기 세계시장규모는 2008년도 501억 불 수준이며, 연간 평균 성

장률은 17.1%로 고속 성장 중으로 시장선점을 위한 국내 기술기반 마련

이 시급하며, 특히 신성장 시장인 대테러 보안검색장비와 핵의학영상장

비 시장이 방사선기기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8 방사선기기별 세계시장, 성장률 분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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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산업 및 시장 동향 

○ 국내 방사선기기관련 분야는 ‘11년 기준 4조3천억원의 직간접 매출을 

보이고 있으며,  GDP의 0.355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9 방사선기기별 세계시장, 성장률 분석 요약>

○ 국내 방사선기기 시장은 ‘12년도 기준 9820억원규모이며 수입비중이 

2배이상 높음

<표 1-3 방사선기기 용도별 국내 생산액 및 수입액(한국방사선진흥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무역협회)>

용도별 수입액 국내생산액 계 

산업용 및 연구용 3,947 481 4,428

의료용 방사선기기 2,442 2,447 4,889

방사선 계측기 455 48 503

합 계 6,844 2,976 9,820

○ 주요 수입 방사선기기는  핵의학영상기기, 가속기 등 기술력이 높은 제

품이며 저가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

- 2012년 기준환율 1127원/$ 적용시 총 수입액은 244,237,021 천원 규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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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방사선 의료용 장치 수입 현황(2012, 관세청)>

<표 1-5 방사선 발생장치 연차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종류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엑스선 발생장치 57,921 58,823 69,145 97,315 78,213 361,417 

가속이온주입기 87,286 68,709 196,689 302,724 269,485 924,893 

사이클로트론 8,277 - 1,273 4,524 - 14,074 

선형가속장치 4,183 - 3,019 2,041 11,383 20,626 

베타트론 242 0 - - - 242 

중성자발생장치 215 - 528 - - 743 

합 계 158,124 127,532 270,654 406,604 359,081 1,321,995 

품목명 수입량(개) 수입액(USD)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234 70,328,686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19 40,631,649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24 32,761,404

혈관조영엑스선장치 40 23,356,550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148 14,405,087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촬영장치 117 8,853,840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 22 8,604,175

원격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 2 5,900,000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 60 5,661,099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32 1,923,949

엑스선골밀도측정기 76 1,766,903

이동형엑스선장치 27 874,068

수동식근접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 323 471,654

감마계수기 49 382,184

감마카메라 3 323,013

원격조정식근접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 2 299,470

베타계수기 55 70,000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35 59,648

기능검사용방사선측정장치 3 40,926

합  계 1,271 216,7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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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기준환율 1127원/$ 적용시 총 수출액은 166,863,620 천원이며, 

국내  총 생산액의 68%에 해당함으로 수출 주력 산업군임

<표 1-6 방사선 의료기기 국내 생산 내역(2012)>

품목명 생산량(개) 생산액(천원) 수출액(USD)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1,460 48,099,286 27,042,415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1,505 23,800,247 16,038,284 

이미지인텐시화이어엑스선투시

촬영장치
907 35,260,548 22,103,761 

유방촬영용엑스선장치 258 15,695,254 9,941,005 

이동형엑스선장치 6,278 14,987,592 15,723,544 

엑스선골밀도측정기 447 4,751,927 2,677,845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 3,551 99,668,459 53,618,181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864 1,692,992 545,506 

감마계수기 32 770,000 370,000 

15,302 244,726,305 148,060,541

○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가 장비의 수입과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

의 저가 장비의 수출로 경쟁력이 낮아 국내의 저변 및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함

 

<표 1-7 국내 수입 장비의 수출 가격 비교>

장치명 수출가($) 수입가($) 수출가/수입가

디지털엑스선 15,099 97,332 15.5%

CT 18,522 300,550 6.2%

진단용 엑스선 10,657 60,123 17.7%

○ 국내에서는 삼성, 바텍 등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기술성에서 

취약한 특성을 보이며, 의지가 있는 대기업은 전문성이 없어 공백기술

을 채울 국가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국내의 연구력에 비해 낮은 국내 기업의 기술역량강화와 기존 시장장

벽을 돌파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육성 추진으로 지멘스, 필립스, 도시

바 등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마련과 나아가 기존 제



- 16 -

품의 국산화 기술 확보와 더불어 시장의 판도를 혁신할 수 있는 미래형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등 전방위적인 세계 시장 진입 전략이 필요함

○ 국내의 기업 역량이 취약하여 연구계의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방

안과 시장침투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템 개발 도출이 필요함

○ 방사선 영상기기 기술은 소재, 반도체공정, 전자회로, 영상처리를 기반

으로 원자력방호, 우주망원경, 환경유해물질검사, 핵의학영상 등 국가 

중요 산업의 필수 핵심기술로서 선진국에서 핵물질 품질검사 등에 활용 

가능하여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전략기술이며, 최근 보건의료 및 대테러 

관련 공공성이 매우 커서 국가 주도로 수행되어야 함

○ 선진국에서는 정부 지원 국립 연구기관이나 전문 소재업체에서 주도적

으로 방사선 계측기와 원천소재를 개발하여 직접 활용하고 있으며, 또

한 이를 타 분야의 산업체와 융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는 체계를 갖추

고 있어 국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기업차원에서는 현재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 투자가 추진되지 

못하여, 방사선기기기 및 응용 장비의 단순한 수입을 통한 제품 보급이

나 단순 용역에 그치고 있어, 고부가가치 원천 기술기반의 산업용 방사

선 계측영상장치와 서비스 분야 산업은 성장성이 높음에도 국내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그림 1-10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 이직으로 인한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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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정책동향 

가. 세계 정책 동향 

○ 미국은 방사선기기의 보안검색분야는 Home Land Security를 위해  국

토안보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연구를 하고 있음

- 방사선기술 개발 및 관련연구는 70~80년대부터 미국 에너지성 (DOE)

의 주도하에 국가연구소(BNL, NASA 등) 및 대학을 중심으로 중점 수

행되었고, 90년대에 많은 기술들이 기업으로 집중 이전되었으며, 현

재는 시장논리에 의해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음 

○ 일본은 JAXA를 중심으로 우주탐험의 일환으로 방사선영상장치 및 계

측기가 개발되고 있음

○ 중국은 자국내의 보안검색을 위해 Nutech 등 기업을 지원하여 내수시

장으로 인한 연매출이 2천억원 이상에 육박하고 있음

○ 유럽에서는 국가별 공동연구형태로 CERN의 대형 입자계측기 건설과 

ILC등 초대형 가속기 건설사업등을 추진되고 있으며, 독일의 MPI 등 국

가별로 보유한 전용 시설을 활용한 우주정거장, 우주망원경 등 방사선

센서 제작 연구를 수행 중임

○ 유럽 62개의 국립연구소, 대학 및 기업연구소 등에서 PET-CT, 

PET-MRI, PET-SPECT, PET용 방사성의약품 등의 개발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표 1-8 주요 국가별 방사선기술 연구기관 >

국가명 원자력연구기관 방사선연구기관 비 고

프랑스 CEA(Franch Atomic 
Energy Commission)

원자력연구기관에서 RT
분야 연구수행

미국 Idaho National 
Laboratory

RT분야
전문 연구기관 없음

독일 Institute for 
Transuranium Elements

FZD(Forschungszentrum 
Dresden-Rossendorf) 비독립

러시아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in Troitsk

원자력연구기관에서 RT
분야 연구수행



- 18 -

  

나. 국내 정책 동향 

○ 국내에서는 시장의 확대를 대비하여 국가적 방사선의료기기 기술개발

은 미래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이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임으로 종합적인 개발 방향 설정이 필

요함

Institute of Physics and 
Power Engineering -

Budker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등

원자력연구기관에서 RT
분야 연구수행

폴란드 INCT(Institute of Nuclear 
Chemistry and Technology)

원자력 전문 연구기관 없
음

일 본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

TARRI(Takasaki Advanced 
Radiation Radiation Research 
Institute)

비독립
(JAEA 산하기관)

IES(Institute for Enviromental 
Science)

환경 생물분야
특화 RT전문기관

중 국

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

원자력연구기관에서 RT
분야 연구수행

Institute for Application of 
Atomic Energy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농업분야
특화 RT전문기관

인 도 Bhabha Atomic Research 
Centre

원자력연구기관에서
RT분야 연구수행

인도네
시아

BATAN(National Nuclear 
Energy Agency)

원자력연구기관에서 RT
분야 연구수행

말레이
시아 Malaysian Nuclear Agency 원자력 전문 연구기관 없음

파키스
탄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산하 23개 기관 원자력 전문 연구기관 없음

태 국 TINT(Thailand Institute of 
Nuclear Technology) 원자력 전문 연구기관 없음

필리핀 PNRI(Philippine Nuclear 
Research Institute) 원자력 전문 연구기관 없음

호 주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

원자력연구기관에서 RT
분야 연구수행

멕시코 ININ(National Institute of 
Nuclear Investigations)

원자력연구기관에서 RT
분야 연구수행

브라질

IPEN(Instititue for Energy 
and Nuclear Research)

원자력연구기관에서 RT
분야 연구수행

CENA(Center of Nuclear 
Energy in Agriculture)

농업 환경분야 특화 RT
전문기관

아르헨
티나

National Commision of 
Atomic Energy - Ezeiza 
Atomic Centre

원자력연구기관에서 RT
분야 연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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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후 미래부 주도의 방사선기기 핵심원천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는 개발기기의 규모에 비하여 

부족하여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제품화 개발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내 대부분의 방사선 발생장치 제작 업체들은 연매출 100억 이내의 

중소기업이며,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 제고가 필수

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미래 시장은 기존의 단일 영상기기에서 다중 복합 영상기기로 진행 중

이며, 아직 국내에서는 연구자에 의해 연구될 뿐 기업에서는 시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하지만 국내의 전자, IT, 반도체 등의 저변역량을 활

용한다면, 차세대 신시장 주도도 가능하여, 이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및 

육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대한 인식으로 작게나마 연구자를 지원할 방사선기기연구시설이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 건설될 예정으로 이

에 대한 연구자와 기업의 지원과 더불어 연구력을 높여 창조경제 활성

화로의 연계 아이템 발굴이 필요함

○ 원자력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방사선이용분야(비발전 분야)의 비중이 

‘12년도 기준 25.8%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수립 (‘13. 12. 11, 원자력진흥

위원회)

- <비발전 분야에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 선도하기

윈한 4대 실천전략 및 10대 세부 실천과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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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추진 근거 및 절차 

○ 추진근거

-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원자력법, 제8조의 2) 및 방사선 등 이용

진흥종합계획의 수립(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3조)

- 제4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

- 제1차 방사선 진흥계획(‘11.11)

-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수립 (‘13. 12. 11, 원자력진흥위원회)

○ 추진경위 

- 제4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11.6)

＊ 「첨단 과학기술과 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방사선기술 강국

으로의 도약」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을 위한 방사선기술 융

합 추진

- 제1차 방사선 진흥계획(‘11.11)

＊ 「신산업 창출 토대 마련을 위한 방사선융합기술 강화」를 위한 방

사선융합기술의 전략적 개발 추진, 방사선기기 요소기술 개발을 통

한 선진국 기술장벽 극복을 주요 목표로 함

-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수립 (‘13. 12. 11, 원자력진흥위원회)

＊ 첨단 방사선기기는 미래 유망 고부가가치 분야이나 원자력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방사선이용분야(비발전 분야)의 비중이 ‘12년도 기준 

25.8%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산업구조 개선 필요

성 제기

○ 추진절차

- 국가연구개발 추진 절차에 준하여 추진함

＊ 사업공고 ⇒ 과제선정평가 ⇒ 수행결과평가 ⇒ 최종평가



- 21 -

제 4 절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1. SWOT 분석 

내부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연계기술인 세계 최고
의 반도체와 IT 기술 보
유

의료 선진화를 통한 
외국인 유치 노력 강화

국내 산업 인프라 부
재에 따른 방사선 기기 
기업의 기술 영세성

수출 기반 지원 인프
라 부재

외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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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 기회를 이용해 
약점을 보완

방사선 분야의 동남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지원 증대 

대테러 보안 검색 시
장 및 실버층과 증가에 
따라 방사선 진단 장치 
수요 급증

국가주도 전략적 방사
선기기의 개발 범위 확대

다양한 방사선원 및 
융복합기술 개발로 방사
선 기술의 첨단화, 단기
화, 간소화 기술개발
 

[위협 Threat] [ST] 강점을 이용해 
위험을 최소화

[WT] 약점과 
위협요인을 극복 

선진 다국적 기업의 
출혈 경쟁을 통한 방사
선기기시장 전력적 접
근 필요 
  

방사선기기 신기술 선
점 및 융복합기술 분야의 
집중투자를 통한 핵심역
량 구축 및 활용
 

방사선융복합기술 적
용으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확보

글로벌 방사선 연구 
허브를 구축을 통한 협
력 연구 강화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으로 첨단 방사선기기기
술 적기 확보

<표 1-9 미래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발굴을 위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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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및 전략 

○ 시사점

- 국민의 풍요한 삶과 세계적 기술시장 트렌드에 부응하는 방사선기기 

기술 확대를 통한 국민복지향상, 선진의료, 풍요로운 환경, 국민 참살

이 실현으로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방사선 기초·원천기술 연구에서 생산된 신기술 또는 기 개발된 기술

을 다른 기술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국가방사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 대학의 인적자원과 연구소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의 시장 요구를 

반영한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미래형 

방사선기기 핵심기술을 개발

- 해외 공급 업체는 기업 간의 특화기술의 전략적 제휴로 PET/CT, 치

료기 완제품을 공급하며 시장 방어와 더불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

어 원천 기술 이전이 어려움

- 특히, 국내 선도적인 삼성 등 기업의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경계심도 

기술 이전 및 도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희박하며, 국내 자체개발이 

유일한 해결책임

- 방사선 영상 및 치료 기기 시장은 메가트렌드 전망에 따라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고, 그 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다행

이 국내 기술 저변을 활용하면 병목기술 해결을 통한 자체 개발이 

가능함

- 고주파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 발생장치는 비파괴 검사장비, 방

사선 치료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방사선 기기분야의 

핵심 기술로, 이미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을 완료하여 원천기술

을 확보한 상황임으로 이를 활용한 장치개발을 추진

- 국내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여러 부처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

진된 연구개발의 체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전략 및 분야

- 방사선기기 전체 분야를 시장성과 기술성을 바탕으로 세부개발 아이

템 선정.

- 사업 완료후에 세계시장 3위권안에 진입할 수 있는 기술력확보를 목

표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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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개발 분야는 4대분야로 정의하여 기술간이 시너지와 연계성을 

창출함

<표 1-10 미래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발굴을 위한 추진 전략 및 분야>

추진 전략 및 분야

미래형 방사선 영상융복합기기 미래형 방사선치료기기

- 고자기장 PET/MRI 영상장치

-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 고성능 전자가속기 기반 방사선치료기

-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사이클로트론 및 가속기기반 
동위원소생산시스템

차세대 방사선보안검색 장치

- 소형 사이클로트론 기반 동

위원소생산 시스템

- 전자가속기를 기반 동위원소 

생산시스템

- 엑스선/중성자 복합 방사선 
보안검색장치

- 우주방사선 보안검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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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업 계획 및 내용

제 1 절 기획 추진 방향

1. 추진 절차 및 경위

○ ‘12. 12. 대형 브랜드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

○ ‘13.  6.  대형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회의

○ ‘13. 12.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과제 선정

2. 미래 방사선기기 후보 기술 선정

○ 후보기술 선정을 위한 대상기술의 다차원 분석과 기술트리 분석을 추

진하여 최종 4대분야의 9대기술을 선정함

○ 선정시 고려사항들

- 방사선기기 핵심 R&D 연구개발 지원 우선순위

＊ 기술성 (원천성) :  디지털영상기기, 반도체센서, 소형가속기

＊ 성장성 (성장률) :  의료진단기기, 디지털영상기기, 암치료기

＊ 시장성(시장규모) : 엑스선기기, 보안검색기기, 의료진단기기 

＊ 사업성 (점유율) :  반도체, 전자, IT 융합기기 분야(국내우위)

-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우선순위

＊ 시장성(시장규모) : 엑스선기기, 보안검색기기, 의료진단기기 

＊ 성장성 (성장률) :  의료진단기기, 디지털영상기기, 암치료기

＊ 사업성 (점유율) :   반도체, 전자, IT 융합기기 분야(국내우위)

＊ 기술성 (원천성) :  디지털영상기기, 반도체센서, 소형가속기

○ 각 사업별 개선연구 추진 및 신규 방사선 기기 개발은 개발요구 시급

성과 기술성공가능성에 따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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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방사선기기 선정을 위한 다차원 기술 분석>

<표 2-2 방사선기기 선정을 위한 기술트리별 분석>

대분류

(코드)

중분류

(코드)
소분류(코드) 세분류(코드) 세세분류

방사선 
기기
(R3)

방사성
동위원소
(R3-1)

방사성동위원소 
생산(R3-1-1)

의료(R3-1-1-1)
진단용(R3-1-1-1-1)

치료용(R3-1-1-1-2)

산업(R3-1-1-2)
조사용(R3-1-1-2-1)

진단용(R3-1-1-2-2)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기(R3-1-2)

산업(R3-1-2-1)
조사용(R3-1-2-1-1)

진단용(R3-1-2-1-2)

산업용
방사선
발생장치
(R3-2)

엑스선발생장치(R
3-2-1)

조사용(R3-2-1-1)

진단용(R3-2-1-2)

입자선가속기(R3-
2-2)

이온가속기(R3-2-2-1)

전자가속기(R3-2-2-2)

산업용 
방사선 
계측 
기기 
(R3-3)

원자력(R3-3-1)

원자로제어계통(R3-3-1-1)
노내중성자계측기(R3-3-1-1-1)

노외중성자계측기(R3-3-1-1-2)

원자로1차계통(R3-3-1-2)

원자로보호계통(R3-3-1-3)

방사선방호(R3-3-1-4)

폐기물관리(R3-3-1-5)

비파괴검사(R3-3-2) 엑스선비파괴검사기기(R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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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R3-3-2-2)

하전입자선(R3-3-2-3)

중성자선(R3-3-2-4)

국방/보안검색(R3-3-3)

엑스선(R3-3-2-1)

감마선(R3-3-3-2)

하전입자선(R3-3-3-3)

중성자선(R3-3-3-4)

환경오염 
분석(R3-3-4)

대기오염(R3-3-4-1) 대기분진((R3-3-4-1-1)

토양오염(R3-3-4-2) 중금속(R3-3-4-2-1)

수질오염(R3-3-4-3) 중금속(R3-3-4-3-1)

실내오염(R3-3-4-4) 라돈(R3-3-4-4-1)

우주/항공(R3-3-5)

엑스선망원경(R3-3-5-1)

감마선망원경(R3-3-5-2)

하전입자선망원경(R3-3-5-3)

중성자선망원경(R3-3-5-4)

의료용 
방사선기
기(R3-4)

방사선 
치료기기(R3-4-1)

엑스선/감마선치료기(R3-4-1-1)

방사성동위원소 
근접치료기기
(R3-4-1-1-1)
엑스선 근접치료기기
(R3-4-1-1-2)

방사성동위원소 
치료기기(R3-4-1-1-3)

전자가속기치료기(R3-4-1-1-4)

하전입자치료기(R3-4-1-2)

방사성동위원소 
치료기기
(R3-4-1-2-1)
전자선치료기(R3-4-1-2-2)

양성자치료기(R3-4-1-2-3)

중이온치료기(R3-4-1-2-4)

중성자치료기(R3-4-1-3)

가속기 
중성자치료기(R3-4-1-3-1)

원자로 
중성자치료기(R3-4-1-3-2)

방사선 
진단기기(R3-4-2)

엑스선진단기기(R-3-4-2-1)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R-3-4-2-1-1)

엑스선골밀도측정기(R-3-4-2-1-2)

이미지인텐시파이어 엑스선 
투시촬영장치(R-3-4-2-1-3)

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R-
3-4-2-1-4)

유방촬영엑스선장치(R-3-4-2-1-5)

혈관조영엑스선장치(R-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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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진단기기(R-3-4-2-2)

감마카메라 (R3-4-2-2-1)

SPECT (R-3-4-2-2-2)

양전자단층촬영장치 (PET)
 (R3-4-2-2-3)

융합진단기기(R3-4-2-2-4)

방사선기
기 기반
(R3-5)

방사선발생장치 
기반(R3-5-1)

차페/제어/이송(R3-5-1-1)

방사선차폐(R3-3-1-6-1)

방사선 발생 
제어(R3-3-1-6-2)

기기 이송(R3-3-1-6-3)

방사선계측기 
기반(R3-5-2)

방사선 반응 기체 
(R3-5-2-1)

반도체 단결정(R3-5-2-2)
단원자반도체(R3-5-2-2-1)

화합물반도체(R3-5-2-2-2)

섬광체 단결정(R3-5-2-3)

할라이드계(R3-5-2-3-1)

세라믹계(R3-5-2-3-2)

나노계(R3-5-2-3-3)

방사선센서(R3-5-2-4)

감마선(R3-5-2-4-1)

엑스선(R3-5-2-4-2)

입자선(R3-5-2-4-3)

중성자(R3-5-2-4-4)

신호회로(R3-5-2-5)
아날로그(R3-5-2-5-1)

디지털(R3-5-2-5-2)

영상처리(R3-5-2-6)

2D(R3-5-2-6-1)

3D(R3-5-2-6-2)

4D(R3-5-2-6-3)

방사선기기 
평가/인증 
기반(R3-5-3)

방사선발생장치(R3-5-3-1)
산업용(R3-5-3-1-1)

의료용(R3-5-3-1-2)

방사선계측기기(R3-5-3-2)
산업용(R3-5-3-2)

의료용(R3-5-3-2)

방사선영상기기(R3-5-3-2)
산업용(R3-5-3-2)

의료용(R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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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업목표 및 범위

1. 비전 및 목표

방사선 기기의 첨단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형 방사선 융복

합기기의 연구 주제 발굴 및 발굴 기술의 창조경제 내실화를 연계를 위한 

고유 브랜드 대형 방사선 기기 기술 개발 방안 마련

    

2. 추진 전략 

○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개발 목표 등 차세대 미래형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선 융복합기기개발 방향에 대한 설정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

- 실무 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운영

○ 관련 산학연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으

로 발굴 기술 이외 창의적 아이디어 보완

○ 부처별 연계와 사업화 방안을 염두에 둔 기획을 추진

- 원천기술개발(미래부) ⇒ 모듈 및 시스템개발(미래부/산업부)  ⇒ 인

증 및 사업화(산업부/복지부) ⇒ 시장진입(기업/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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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목표 및 평가지표

<표 2-3 방사선 융복합기기 발굴을 위한 과제별 단계별 목표 및 평가지표>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달성 목표

방사선영상기기핵심기술개발

방사선치료기기핵심기술개발

가속기기반 동위원소 생산장

치 핵심기술개발

방사선보안검색장치핵심기술

개발

방사선영상기기 원형개발

방사선치료기기 원형개발

가속기기반 동위원소 생산

장치 원형개발

방사선보안검색장치 원형개

발

방사선영상기기 사업화추

진  

레이저치료기 원형개발  

가속기기반 동위원소 생산

장치 사업화추진 

방사선보안검색장치 사업화 

추진 

상세
개발목표

자기장 영향없는 방사선센서 

개발

3차원 방사선 영상추적 기술

개발

소형전자가속기 설계 제작

가속기기반 동위원소 생산장

치 핵심기술개발

방사선보안검색장치핵심기술

개발

고자기장용 PET/MR 개발

3D SPECT/CT 개발

방사선치료기기 원형개발

가속기기반 동위원소 생산

장치 원형개발

방사선보안검색장치 원형개

발

실용화 기술  

레이저치료기 원형개발  

가속기기반 동위원소 생산

장치 사업화추진 

방사선보안검색장치 사업화 

추진 

평가지표

자기장 영향없는 방사선센서 

개발 여부

3차원 방사선 영상추적 기술

개발 여부

소형전자가속기 설계 제작 

여부

가속기기반 동위원소 생산장

치 핵심기술개발 여부

방사선보안검색장치핵심기술

개발 여부

고자기장용 PET/MR 개발 

여부

3D SPECT/CT 개발 여부

방사선치료기기 원형개발 

여부

가속기기반 동위원소 생산

장치 원형개발 여부

방사선보안검색장치 원형개

발 여부

실용화 여부 

레이저치료기 원형개발 여

부  

가속기기반 동위원소 생산

장치 사업화추진 여부

방사선보안검색장치 사업화 

추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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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세부 사업의 구성

1. 세부 사업 정의

사업목표

             
 

중점 전략 프로그램

미래형

방사선영상

융복합기기

미래형 
방사선치료기기

사이클로트론 
및 가속기기반 

동위원소

생산시스템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고자기장 

PET/MRI 

영상장치 

 전자가속기 기반 

방사선치료기

 소형 

사이클로론기반 
동위원소 
생산시스템

 엑스선/중성자 

복합 방사선 
보안검색장치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신개념 방사선 
암치료 시스템

 전자가속기 기반 

동위원소 
생산시스템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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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과제. 미래형 방사선영상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1-1 과제 자기장에 영향 없는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요약)

 필요성

○ 기존 PET/MRI 장치는 임상적인 기능영상과 해부영상이 결합된 장치로 

의료영상장치의 핵심적인 장치임

○ MRI의 높은 해상도의 장점과 PET의 저해상도의 해부영상 장치 결합시 

PET은 MRI의 높은 자기장 안에서 동작하여야 함으로 왜곡을 피할 수 

없어 7T까지 가능함에도 1~3 T의 자기장에서 동작하여 해상도의 장점

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더욱이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 암 등이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

어 PET/MRI의 국산화 통한 수입대체 뿐 아니라 신개념 장치개발을 통

하여 헬스케어 차세대 고성장 세계 시장의 진입을 위한 기술 기반 마련

이 필요함

  연구개발 목표

○ 7T의 고자기장에서 신호의 왜곡없이 PET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치 

개발

  주요 연구내용

○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도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발

-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제작

○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B-free) PET 장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 B-free PET용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 B-free PET용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 B-free PET용 방사선 영상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 고자기장 MRI 모사 테스트 장치 제작 및 PET 모듈 성능평가

- 1~ 7T 가변형 자기장을 발생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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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ree PET 영상장치 영상왜곡 시험 및 평가

○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B-free PET/MRI 영상 융합 장치 기술개발 

- B-free PET/MRI 설계 및 제작

-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 B-free PET/MRI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추진 전략 및 계획

○ 1 단계 초기단계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확보하며, 2 단계에서 

시스템 통합 및 성능평가를 통한 실용화 중심으로 추진함

○ (1단계 : 1~3차년) B-free PET 영상센서 모듈, 전자회로, 영상처리 등 

핵심 모듈 기술 개발

○ (2단계 : 4~6차년) 1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개발 된 B-free PET/MRI의 

요소의 시스템 통합과 시험 및 평가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존의 PET/MRI 시장의 지각변동을 유도하여 진입을 시도하며, 이를 

통한 헬스케어 고성장  차세대 산업의 국내 기술 기반 마련

○ 고난이도 의료기기의 국내 기술 자립을 통한 점진적 국내시장 수입대

체 및 가격인하를 통한 건강보험의 건정성에 기여

 소요예산 및 기간

○ 소요예산 : 총 300 억원(부처: 270 억원, 민간: 30 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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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제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개발(요

약)

 필요성

○ 기존 CT의 경우 에너지 분리가 되지 않으며 입사된 광자의 추적이 불

가하여 누적측정(integration mode)로만 운영이 되어 밀도나 광자흡수정

도가 다른 조직(연부조직, 뼈 등)별로 상세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추

가 촬영 등이 불가피함

○ SPECT의 경우 광자계수형 센서를 사용하나 기존의 섬광체와 PMT 결

합형 방사선 센서의 경우 3D 광자추적이 불가능하여 광자의 입사경로

를 제한하는 콜리메이터 등의 사용이 필수적임. 이로 인한 민감도 저하, 

분해능 저하 등 고성능의 장치 개발에 한계가 있음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방사선 센서의 개발을 통해서 CT의 단일 영

상을 에너지 분리를 통해 조직별 해상도를 높일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 갑상선암 등 고령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질병 진단에 

있어서도 3차원 영상을 획득가능한 SPECT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센서 및 장치의 국산화 통한 수입대체 뿐 아니라 신개념 장치

개발을 통하여 헬스케어 차세대 고성장 세계 시장의 진입을 위한 기술 

기반 마련이 필요함

  연구개발 목표

○ 3차원 광자추적을 할 수 있는 방사선 영상 센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핵의학 영상 융합시스템 장치 개발

  주요 연구내용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발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모사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모듈 제작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장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모듈 제작 및 보완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신호처리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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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제작 및 통합

- 에너지분리 광자춱형 3차원 방사선 영상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SPECT/CT 영상 융합 장치 기술 개발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융합 장치 설계 및 제작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동물 시

험 및 임상 적용

 추진 전략 및 계획

○ 1 단계 초기단계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확보하며, 2 단계에서 

시스템 통합 및 성능평가를 통한 실용화 중심으로 추진함

○ (1단계 : 1~3차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센서 모듈, 

전자회로, 영상처리 등 핵심 모듈 기술 개발

○ (2단계 : 4~6차년) 1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개발 된 에너지분리 광자추

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센 요소의 시스템 통합과 시험 및 평가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존의 SPECT/CT 시장에서 센서 및 장치의 국산화를 통한 시장 경쟁

력 확보, 이를 통한 헬스케어 고성장 차세대 산업의 국내 기술 기반 마

련

○ 고난이도 의료기기의 국내 기술 자립을 통한 점진적 국내시장 수입대

체 및 가격인하를 통한 건강보험의 건정성에 기여

 소요예산 및 기간

○ 소요예산 : 총 265 억원(부처: 199 억원, 민간: 66 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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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제 미래형 방사선치료기기 기술 개발

2-1 과제 암 치료용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

템 기술개발 (요약)

  필요성

○ 현재 활용중인 고주파 전자가속기는 고주파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여

러 분야의 응용에 있어 크기와 무게의 제약이 존재함

○ 초전도 기술을 사용하여도 냉각장치 등의 무게를 고려할 때, 현존하는 

장치와 비교하여 성능은 같지만 작고 간편하며 이동이 가능한 고주파 

전자가속기를 개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존 장치 대비 크기 및 무게를 1/3 이상 줄일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

여 병원, 진소료 등 각종 의료현장에 사용이 가능한 전자가속기 개발을 

통해 진입 장벽이 높은 세계 치료용 가속기 시장의 기술우위 선점 필요

  연구개발 목표

○ 20 GHz 이상의 초고주파 발생장치 원천기술 확보와 초고주파 부품 가

공기술 확보를 통해 기존 장치대비 크기 및 무게가 1/3 이하인 의료분

야 적용 가능 100% 국내기술로 개발된 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개발

  주요 연구내용

○ 초고주파 발생장치 원천기술 개발

- K-band (18 ~ 27 GHz) 대역의 수 MW 급 고주파 발생장치(Klystron 

or Magnetron)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동일 주파수 대역의 고주파 부품(도파관, RF window, circulator) 가공 

및 냉각기술 개발

○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K-band 대역의 고주파 가속관 설계 및 가공기술 개발

-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통합기술 개발

-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전자동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 통합시스템 성능평가 및 최적화



- 36 -

- 초고주파 발생장치 및 전자가속기 시스템 통합 시험

- 초고주파 발생장치를 이용한 전자가속기 시스템 성능평가 및 최적화

  추진 전략 및 계획

○ 1 단계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초고주파 발생장치 원천기술 확보 및 초

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설계 기술 확보 , 2단계부터 기 확보된 초고

주파 발생장치 원천기술과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설계 및 제작기술을 통

해 K-band 대역의 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개발 진행

○ (1단계 : 1~3차년) 초고주파 발생장치 원천기술 확보 및 초고주파 전자

가속기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 (2단계 : 4~6차년) 1 단계에서 확보 된 초고주파 발생장치 개발 기술과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설계기술을 이용,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통

합 개발 진행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초소형 초경량 고주파 전자가속기를 사용함으로써 암치료기의 무게와 

크기가 기존 장비대비 1/3 수준으로 작아지므로 치료기 전체를 혁신적

으로 소형화한 신개념 방사선 치료기를 개발할 수 있으며, 비용, 크기및 

무게 등의 문제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지 못하던 중소형 병원 및 도서산

간 진료소에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전국적인 보급이 가능

○ 초경량 고주파 전자가속기 개발을 통해 파생되는 고주파, 정밀가공, 진

공, 냉각, 제어 등의 기술을 통해 의료뿐 아니라 국방, 우주, 신소재 등

의 새로운 분야로 기술전파 가능

  소요예산 및 기간

○ 소요예산 : 총 350 억원(부처: 300 억 원, 민간: 50 억원)

○ 기간 : 총 6 년, 2단계 구성(1단계: 3년, 2단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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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제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기반 신개념 암치료 시스템 

개발 (요약)

  필요성

○ 양성자 및 이온빔을 이용한 암치료 장치는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

져 최근 세계적으로 건설이 활발이 진행 중이나, 갠트리의 무게가 200

톤이 나가는 등 고가의 건설 비용으로 인해 대중적인 암치료 장치가 되

는데 한계가 있음

○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 기술은 초고출력의 레이저와 상대론적 플라즈

마 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갠트리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 

장치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첨단 방사선 기술임

○ 특히, 다양한 방사선종을 이용한 복합적인 암치료 및 실시간 X-선 영

상이 가능하여, 기존의 장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새로

운 개념의 암치료 장치를 개발할 수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국가차원의 투자를 통해 이와 같은 첨단 방

사선 기술의 원천 기술 확보하여 미래 방사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음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광주과기원 등에서는 레이저유도 

방사선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있으며, 현 시점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

여 암치료 장치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국

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방사선 시장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적기임

  연구개발 목표

○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을 이용한 보급형의 신개념 암치료 시스템 개발

  주요 연구내용

○ 고성능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 고성능 방사선 발생용 타겟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 2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기술 개발

- 100 MeV 급 전자빔 발생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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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keV 급 X-선 발생 기술 개발

- 레이저유도 양성자빔 에너지 분포 변조 기술 개발

- 레이저유도 전자빔 에너지 가변 기술 개발

- 다중 방사선 발생용 타겟 공급 시스템 개발

○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개발

- 500 TW, 10 Hz 레이저 개발

- 레이저 변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장치 개발

- 레이저빔 자동 정렬 및 집속 시스템 개발

- 레이저 에너지 안정화 기술 개발

- 레이저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개발

- 레이저빔 전송 및 제어 시스템 개발

- 다중 방사선 분리 장치 개발

- 방사선 에너지 선택 장치 개발

- 방사선 차폐 장치 개발

- 방사선 조사 시스템 개발

- 갠트리 요소 통합 및 제어 시스템 개발

○ 실시간 다중 방사선 계측 장치 개발

- 광대역 에너지 양성자빔 측정 시스템 개발

- 광대역 에너지 전자빔 측정 시스템 개발

- X-선 영상 장치 개발

- 다중 방사선 선량 분포 측정 장치 개발

- 계측 장치 통합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 개발

○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

- 레이저유도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량 분포 예측 전산 시스템 개발

-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추진 전략 및 계획

○ 1단계는 핵심적인 원천 기술 및 장치 개발, 2단계는 개발된 기술을 고

도화하며 암치료 시스템의 구성 장치 개발 그리고 3단계는 시스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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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능 시험을 통해 전체 시스템 개발

○ (1단계 : 1~3차년) 고성능 타겟 설계 및 제작 기술, 초고출력 레이저 핵

심 부분, 갠트리 구성 핵심 요소, 그리고 실시간 계측 센서 개발 등 성

공적인 연구 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과 장치 개발에 집중

○ (2단계 : 4~6차년) 레이저유도 방사선의 발생 기술을 고도화 하고, 레이

저 진단 및 제어, 입자빔 분리 및 실시간 계측 장치와 같은 암치료 시

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 장치 개발

○ (3단계 : 7~9차년) 1, 2 단계를 통해 개발된 각 기술과 장치를 통합하여 

암치료 장치로서의 성능 시험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암치료 장치 개발에서 확보된 원천 기술 및 장

치를 활용하여 보급형 암치료 장치 상용화에 활용

○ 초고속 물질 분석 및 생명 현상 연구를 위한 첨단 방사선 응용 장치 

개발에 활용

  소요예산 및 기간

○ 소요예산 : 총 900 억원(부처: 673 억 원, 민간: 227 억원)

○ 기간 : 총 9 년, 3단계 구성(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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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제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자가속기

를 이용한 RI 생산시스템 개발 

3-1 과제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요약)

 필요성

○ 현재의 핵의학 진단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이클로트론은 방사선기기의 

특징으로 차폐시설을 가지게 되어 많은 공간적 제한 조건을 가짐

○ 초소형 사이클로트론과 표지화합물 일체형 생산시스템은 소형화를 위

한  병목 기술인 초전도 전자석 설계 기술, RF 시스템, 빔인출 시스템

과 사이클로트론의 자체차폐기술을 개발하고, 운영제어프로그램에 자가

학습 기능을 부여함으로서 최소 투자로 사용자가 원하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진단기기와 함께하는 소형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토털시스템은 대외 경

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시장의 국제 주도권 선점과 신규수요 창출 그리

고 이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임

  연구개발 목표

○ 초전도 기술을 소형 사이클로트론 기술과 융합하여 초소형 사이클로트

론을 개발

  주요 연구내용

○ 초전도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개발

- 초전도 소형 사이클로트론 전자석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 RF 공진 시스템 및 초소형 고신뢰도 RF 증폭 시스템 개발

- High intensity 빔인출 시스템 및 표적시스템 개발

-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로그램 개발

- 자체차폐 장비 개발

- 시스템 최적화 및 제품화 

 추진 전략 및 계획

○ 1단계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에 집중

하고, 2단계에는 성능최적화 및 제품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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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1~3차년)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제작 원천 기술 개발

○ (2단계 : 4~6차년) 시제품 제작 완료,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 및 점진적 

개선을 통한 성능 최적화 및 제품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초전도 전자석과 자체차폐 기능을 부여하여 사이클로트론의 소형화가 

가능하고 설치공간의 제약이 감소하게 되어 기존에 설치되지 못하던 중

소형 병원에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대외 시장 개척과 보급이 가능

○ 초소형 사이클로트론이 중소형 병원에 보급되면 환자를 진단할 수 있

는 RI표지화합물의 공급 및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RI표지화합물 합성/임상연구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수준의 비약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소형 치료용 양성자 사이클로트론의 개발에 초전도 기술 적용이 가능

하며, 자가학습 기능이 부여된 운영/제어프로그램을 기 개발된 사이클로

트론 등에 적용하여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킴

 소요예산 및 기간

○ 소요예산 및 기간 : 총 300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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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제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발생시설 개발 (요약)

 필요성

○ 현재 중성자 조사를 이용하여 RI를 생산하는 연구용 원자로와 양성자 

조사를 이용하여 RI를 생산하는 사이클로트론은 국내에 존재하나, 감마

선을 조사를 이용하여 RI를 생산하는 시설 및 관련 연구는 없는 상황

○ 중성자 조사법, 양성자 조사법, 감마선 조사법은 RI 생산 측면에서 각

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생산가능 핵종에도 차이가 있어, 다양한 RI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모든 생산기반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며 세계

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RI생산시설의 다원화로 희귀 의료용 RI의 효율적 생산 및 공급이 가능

해짐

  연구개발 목표

○ 대용량 전자가속기와 제동복사 표적을 이용한 RI생산용 고에너지 감마

선 조사시설 개발 

  주요 연구내용

○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발생시설 개발 

- 대용량 전자가속기 개발

- 제동복사 표적 개발

- 복합방사선 차폐기술 개발

-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템 개발

- 시스템 최적화 및 제품화 

 추진 전략 및 계획

○ 1단계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대용량 전자가속기 및 제동복사를 통한 

감마선 발생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2단계에는 성능최적화 및 제품

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 (1단계 : 1~3차년)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제작 원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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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 4~6차년) 시제품 제작 완료,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 및 점진적 

개선을 통한 성능 최적화 및 제품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고에너지 제동복사 감마선 조사관련 기반/원천기술 확보

○ 99Mo 등 의료용 RI의 국내 공급 안정화

○ 의료용 RI 신핵종 응용을 통한 의학분야와의 공동연구 촉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한 신응용분야 개척을 통한 해당분야의 국제적 

선도 및 경쟁력 확보

 소요예산 및 기간

○ 소요예산 및 기간 : 총 500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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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제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4-1 과제 중성자/X선 복합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요약)

 필요성

○ 미국의 ‘9/11 테러대책 이행법’ 등 항공해운 물류보안 강화가 글로

벌 메가트렌드로 정착

- 미국의 9/11 테러대책 이행법률 : 미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 

전량(100%)을 선적 전에 방사선으로 검색하도록 의무화 (’16년 7월

부터 시행예정)

○ 방사선 보안검색기의 수입대체 및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창조경제 실

현 필요

-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13. 12. 수립)’에 따라 한국형 방사선

기기 강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추진

○ 보안검색기는 기존의 밀수감시를 위한 단순 투과영상 정보보다 테러대

비 핵물질/폭발물 탐지 등 물질구분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교역량과 미국의 컨테이너검색기 전수(100%) 방사선검사법 등의 영향으

로 검색속도의 대폭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 기존 보안검색기는 단순 X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핵물질/폭발물 탐지 

기능이 부족하고 물질구분능력에 한계가 있음. 

○ X선을 이용한 정밀 투과영상과 중성자를 이용한 물질구분 영상을 결합

하면 핵물질/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 종류를 200여 

단계까지 구분할 수 있어, 기존의 단순 X선 장비에 비해 월등한 물질구

분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임 

  연구개발 목표

○ X선과 중성자 등 복합방사선을 이용하여 기존 밀수감시는 물론 물질구

분 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핵물질/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첨단 고속 보안

검색기 기술 및 장치 개발

  주요 연구내용

○ 고강도 X선/중성자 복합방사선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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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X선/중성자 복합방사선 검출기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 복합방사선을 이용한 핵물질 및 폭발물 탐지 알고리즘 및 SW 개발

○ 복합방사선을 이용한 핵물질/폭발물 탐지 대형화물 검색기 시스템 개

발 

 추진 전략 및 계획

○ (1단계 : 1~3차년) 1 단계에는 고강도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원과 고효

율 복합방사선 검출기 기술을 개발하고 복합방사선을 이용하여 핵물질/

폭발물을 탐지하고 물질구분 능력이 대폭 향상된 복합방사선 영상 알고

리즘을 개발함. 

○ 상용 DD 또는 DT 방식의 중성자 발생장치와 기존에 국산화 개발된 고

에너지 X선원(선형가속기)을 결합하여 복합방사선 영상기술 기초연구를 

수행함. 또한, 고밀도 이온원이나 고에너지(15~20 MeV) 선형가속기를 이

용한 중성자 및 X선 동시발생 기술도 개발함

○ (2단계 : 4~6차년) 2단계에는 방사선 simulation을 통해 복합방사선을 

이용한 핵물질/폭발물 탐지 보안검색기 최적 시스템을 설계하고, 장치 

구조물을 제작, 조립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함. X선원(전자가속기)과 중성

자원의 소형경량화를 통해 갠트리를 경량화하고, 저속 정밀스캔 기능과 

고속 스캔 기능을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캔트리 방식

의 보안검색기 시스템을 개발함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존에 X선만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가 단순 투과영상 또는 유기물/무

기물 구분 정도의 물질구분 기능을 가졌으나,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에서는 200여 단계의 물질구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물질 

및 폭발물 탐지도 가능해짐으로써 해운 및 항공 물류 보안 레벨을 획기

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으며, 이러한 보안검색기는 

○ 새로운 기능의 첨단 보안검색기 개발로 기술경쟁력을 높여 세계 보안

검색기 시장의 판도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임 

○ 신속하고 안전한 보안검색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계 물류 흐름이 원활

해지고 테러 공포에서 자유로워짐에 따라 세계 안전 및 경제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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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함

 소요예산 및 기간

○ 소요예산 : 총 350 억원

○ 기간 : 총 6 년, 2단계 구성(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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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과제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 기술 개발(요약)

 필요성

○ 기존 X선이나 기타 방사선을 사용하는 보안검색장치의 경우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업종사자 및 감독자 입회 혹은 감

독하에 운영이 되어야 함

○ 최근 핵물질 방호 이행에 대한 IAEA 국제권고안 강화 및 핵물질 방호

협약의 강화, 개정 추세와 더불어 미국과 전세계적인 테러로 인한 핵물

질 방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의 경우 자연방사선인 우주방사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폭의 우려가 없으며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핵물질 또는 핵물질 차폐물질의 탐색에 아주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

음

○ 이러한 신개념의 보안검색장치의 개발 및 장치의 국산화를 통해 보안

검색장치 분야에서의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기술 마련이 필요함

  연구개발 목표

○ 우주 방사선을 이용하여 방사선 피폭이 없는 보안 검색기술 및 장치 

개발

  주요 연구내용

○ 우주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고성능 방사선 센서 기술 개발

- 우주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고성능 방사선 센서 제작-센서 신호 획

득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

- 대면적 방사선 센서 제작 기술

○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기술 개발

-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한 알고리즘 고속 연산 기술 및 공간분해능 및 

정확도 향상 기술 확보

- 물질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 48 -

○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시스템 장치 개발 및 성능평가

-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용 구조물 제작

- 소형 및 대형 보안검색장치 구조물 기술 개발

- 화물 자동이송 시스템 구축

-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용 장치 성능 평가

 추진 전략 및 계획

○ 1 단계 초기단계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중심으로 확보하며, 2 단계에서 

시스템 통합 및 성능평가를 통한 실용화 중심으로 추진함

○ (1단계 : 1~3차년) 우주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 모듈, 전자회로, 영

상처리 등 핵심 모듈 기술 개발 및 프로토타입용 장치개발 기구물 제작

○ (2단계 : 4~6차년) 1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개발 된 방사선 센서 및 핵

심 기술을 이용한 대형 보안검색장치 제작 및 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기존의 X선 및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에 비해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이 줄어들어 가격 경쟁력확보가 가능하며 우주방사선 검출에 

필요한 방사선 센서 및 장치의 국산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가능

○ 항만 및 공항에서의 핵물질 보안검색에 있어 단시간에 고해상도의 3차

원 영상 획득 가능으로 화물의 통관 및 처리속도 향상과 작업의 질의 

향상이 기대됨

 소요예산 및 기간

○ 소요예산 : 총 350 억원(부처: 300 억원, 민간: 50 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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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계획

<표 2-4 방사선 융복합기기 발굴을 위한 과제 추진 계획>

사업계획의 공고

 사업개요, 과제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법
 - 4대 원천기술 대과제별  응모하되 2개 이상의 

세부과제는 타기관이 참여를 의무화
 - 참여기업은 기술력, 경영상태, 발전가능성, 대

응자금 등 평가하여 참여기업 확정(1-2단계 
참여, 2단계 참여 가능)

 연구계획서 신정양식, 추진일정 등

↓

과제선정(전문기관 평가)

 과제제안서에 충실한 연구개발 목표 및 실현
가능성 연구과제 수행 조직의 체계성 및 운영계획, 단
계별 연구의 적정성 대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 연구성과, 연
구인력의 우수성 등을 평가 하여 선정

↓

사업단 구성 및 
법인설립(필요시 사업 

유치기관 공모)

 사업단장을 선정(대과제 책임자 중에서 선정) 사무구장 임명 및 직원의 채용 재단법인 설립 및 등기 전문 평가단의 구성(산학연 10인 이내) 선정 
과제를 공고하여 참여기업을 공모

↓

1단계 연구수행 및 결과 
평가

 전담평가단을 통한 연도별 진도관리 원천기술 확보현황 평가 실용화, 기술이전, 상품화 가능성 평가 목표 재조정 및 연구비 조정

↓

2단계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

 2단계협약 체결  전략 상품화 추진

↓

최종 평가 
 원천기술확보, 시제품 우수성, 전략 상품화 정도 
등

↓

사업단 평가
사업단 해산 및 청산

 이사회 의결과 교과부 장관 승인을 거쳐 방사
선전문전기기관 또는 단체로 지재권, 시설 등 
이관

※ 유치기관 소속으로 사업단 운영을 할 경우 유
치기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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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사업(기술)과의 차별성과 연계성

<표 2-5 대과제별 기존 사업(기술)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대과제명 중과제명 기존 사업(기술) 제안 과제

미래형 
방사선영
상 융복
합기기 
기술 개
발

 고자기장 
PET/MRI 
영상장치 

뇌전용 MRI 삽입형 
PET 원형 개발

전신용 자기장 영향없는 
PET/MRI 일체형 장치 개
발

 에너지 분리형 
SPECT/CT 

단일 에너지 영상
화

다중 에너지 분리형 영
상화

미래형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
발

 레이저유도 
방사선치료기

엑스선기반 대형 
치료기

레이저기반 소형 치료기

 전자가속기 기반 
방사선치료기

중형 전자가속기 소형 전자가속기

사이클로
트론 및 
전자가속
기를 이
용한 동
위원소 
생산시스
템 개발

 소형 
사이클로론기반 
동위원소 
생산시스템

중대형 동위원소 
생산시스템

소형 일체형 동위원소 
생산시스템

 전자가속기 기반 
동위원소 
생산시스템

원자로 등 대형 동
위원소생산시스템

전자가속기 광핵반응기
반 동위원소 생산시스템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개
발

 엑스선/중성자 
복합 방사선 
보안검색장치

엑스선 투과형 보
안검색장치

엑스선 투과형과 중성자 
원소분석형 결합시스템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

엑스선 투과형 보
안검색장치

우주선 활용은 별도의 
차폐체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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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총예산 및 확보방안

<표 2-6 창조가치 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개발 총 예산 및 인력>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창조가치
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개발

1. 미래형 방사선영상 
융복합기기 

60 80 95 110 130 90 - - - 565

2. 미래형 
방사선치료기기

100 140 150 180 200 190 120 100 70 1,250

3. 사이클로트론 및 
가속기기반 
동위원소생산시스템

110 180 135 195 90 90 - - - 800

4.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80 103 141 97 184 95 - - - 700

인력 108 134 160 133 179 133 40 35 30 952

합계 350 503 521 582 604 465 120 100 70 3,315

○ 정부출연금(범부처), 지자체, 민간투자를 복합적으로 투자예산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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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1. 세부사업간 연계 방안

<그림 2-1 방사선 융복합기기 발굴을 위한 세부사업간 연계 방안>

○ Compact, mobile 전자가속기 및 신개념 방사선 발생 핵심요소기술 개

발

- 소형 전자가속기 + 로봇기술 + 방사선계측기 + 레이저기술 

   =  전자가속기 기반 융복합 방사선 기기

○ 차세대 방사선생산시스템 및 신개념 방사선영상장치 핵심요소기술 개

발

- RI 생산시스템 + 광소자/반도체 + 방사선센서/계측시스템 + 방사선발

생장치 = 반도체기술 융합형 산업용 방사선 계측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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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기관별 역량 연계 방안

<그림 2-2 방사선 융복합기기 개발 연구기관별 역량 연계 방안 예시도> 



- 54 -

3. 산학연간 기술 개발 역할 분담

○ 대학연구계 : 

- 핵심기술 Total solution 확보 및 원천기술개발 

- 수출용 Top brand 방사선기기 제품 개발 및 신시장 창출

- 원천기술 확보로 연구성과 산업계에 확산

○ 산업계 : 상용화 연구 및 기술이전, 전략제품생산, 시장개척

<그림 2-3 방사선 융복합기기 발굴을 위한 산학연 공동 개발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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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사업 추진방안 및 전략

1. 기술개발 전략 및 로드맵

가. 기술 전략

<그림 2-4 방사선 융복합기기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도>

○ 국내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세계시장에 나아가 가격과 품질 경쟁

을 할 수 있도록 국산화율을 고려한 연구개발 추진

○ 출연연, 대학 등에 구축된 연구시설을 적극활용하여 연구기간을 단축

하는 방향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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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드맵

<그림 2-5 방사선 융복합기기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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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 확보 방안 

○ 국내 기존 연구개발된 기술을 연계하여 우선적인 기술을 확보하며, 사

용자 중심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기술을 확보함

    

<그림 2-6 각 방사선 핵심 기술 간의 연계도>

○ 기술의 연계와 시너지를 고려하여 핵심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개발

<그림 2-7 방사선 핵심기술 개발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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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조직 및 사업관리 방안

가. 사업추진 조직 

[전담 조직 구성(안)]

○ 명  칭

-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연구 사업단

○ 사업단(사무국) 성격

- 독립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방사선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유치할 

할 경우, 사무시설의 제공 등을 부가조건으로 함

○ 사업단의 위치

- 주관연구기관 내

○ 사업단장 선임

- 본 사업의 4대 원천기술 분야 연구책임자 중에서 선정

- 사업단장은 본사업의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상임으로도 근

무 가능

○ 사무국의 구성

- 사무국은 사업단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

○ 위원회 등 설치

- 이사회, 전담평가단, 인력양성, 국제협력, 인증평가 자문위원회 등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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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사업 전담 조직 구성도>

나. 사업관리방안 

○ 사업단은 단장의 지휘 감독 하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과제선정, 평가, 

진도관리, 성과관리, 기술이전 및 실용화 업무를 추진 운영함

[사무국 운영]

○ 사무국장

- 미래부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결을 받아 임명(사업

기간 중 전임으로 사무국 업무를 총괄) 

○ 사무국 조직 및 정원

- 행정관리팀. 연구지원팀, 시설운영팀을 두고, 업무 분장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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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사원으로 구성

- 사무국 직원은 사업기간 내에 계약직 신분으로 하며 공개채용 또는 

특별 채용으로 충원

   ※ 사업단이 유치기관 소속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유치기관의 전문 인

력을 일부 파견 받아 활용

○ 사무국 운영 경비

- 운영비는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인건비, 

법적부담금 및 위촉인건비, 사업수행비, 사업수행지원경비 등)

3. 창조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 출연연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결합하여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위한 

창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

- 출원연의 연구시설과 연구인력, 대학의 인력양성 시설과 프로그램, 

민간의 인증표준 시설을 통한 전방위적인 생태계를 조성함

 <그림 2-9 방사선기기 진흥 허브 연구조직을 통한 창조경제실현 전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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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를 시작으로 수요자에게 이르는 완성도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별 기업을 육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을 추진함

- (1단계) 부품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과 이를 바탕으

로한 부품 특화기업을 연계함

- (2단계) 부품특화기업과 연계하여 총괄할 수 있는 가치사슬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있는 중견기업수주의 통합기업을 연계함

＊ 연구계의 원천기술이 실용성 높은 제품으로 탈바꿈하기위한 기술간 

브릿지를 완성함

<그림 2-10 방사선기기 기술의 가치사슬 연계 개념도>

<그림 2-11 원천기술의 제품화 성공을 위한 연계 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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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기기 기술 사업화 추진 전략

- 사업단내에 개발된 원천 핵심기술은 사업단의 소유로 하여 기술사업

화와 연계함

- 연구개발 핵심인력은 민간 기술이전 시 사업화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파견 및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함

-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연구원 자체 창업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

- 기술사업화는 법인 형태의 사업체로 이루어져야하며, 연구원 자체 창

업시 기술 무상허여하여 창업유도

＊ (예) 대학의 “교원기업” = “연구원기업”  

- 기술사업화는 기존 기업과 연계를 장려하나, 국내 열악한 기업여건을 

감안하여 연구원이 벤처나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 장려함

＊ 연구원 자체 창업시 기술 무상허여 혜택(한시적)

- 인력양성은 방사선기기의 기술을 습득하여 기존 의료계 방사선사 자

격을 가질 뿐 아니라, 신기술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인력으로 양성하여 

기술의 저변확대를 추진함

＊ 규모의 경제에 이르기 전까지 기존 방사선사 인력을 겸할 수 있도

록 교육과정에 포함

＊ 향후 고부가가치 방사선기기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함으로 방사선기기 산업 확대에 기여

<그림 2-12 글로벌 방사선기기 대표기업과 매출액(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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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1. 성과활용

○ 목표로하는 방사선기기의 특화 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핵심 원

천적 요소가강하여 관련 유관 방사선기기로 확대 적용을 추진함

<그림 2-13 방사선기기의 활용 분야>

2. 기대효과

가. 기술적 측면

○ 신기술 개발로 차세대 방사선기기 의료기기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

술 발굴 

 

○ 국내 메카트로닉스, 전자, 반도체, IT, 의료기술 등 저변 기술의 방사선

의료기기 연계 방안 마련

○ 방사선 이외의 이종 기술 결합하는 시장성 높은 신규 방사선 융복합기

기 발굴 및 이를 통한 방사선기기 시장 확대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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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비파괴 검색 방법을 통한 경쟁업체들과의 기술적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나. 경제적, 산업적 측면

  

○ 고령화 및 무혈 무통의 미래 트렌드를 대비한 미래 방사선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여 고부가가치 방사선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세계 시장 

선도로 창조경제 내실화에 기여

○ 방사선 및 비전리 방사선 의료기기의 융합을 통한 방사선기기의 기술 

확대

○ 핵의학 영상 장치인 PET, SPECT, CT 등과 비전리 방사선영상 및 치료

기기인 MRI, 초음파 등의 차세대 의료영상 치료 장치 시장 선도 아이템 

발굴

○ 진입장벽이 높은 세계 방사선 발생장치 시장의 국내 브랜드 진입을 위

한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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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RFP 및 예산

1. 대과제 RFP

RFP 번호 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고자기장에 영향없는 PET 영상 시스템 기술 개발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고자기장에 영향없는 PET 영상 시스템 기술 개발
- 고성능 PET/MRI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 신개념 PET/MRI 용 조준기 및 검출기 기술
- 로봇기반 겐트리 설계 및 제어 기술
- 검출기 보정 및 PET/MRI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 디지털 PET 검출기 
-  고속-저가 PET 신호처리 기술 
-  PET 검출기 보정 및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  MR 부착용 PET 지능형 겐트리 기술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기술 개발
- 고성능 SPECT/CT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로봇기반 겐트리 설계 및 제어 기술
-검출기 보정 및 SPECT/CT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 디지털 SPECT/CT검출기 
-  고속-저가 SPECT/CT신호처리 기술 
-  SPECT/CT 검출기 보정 및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기대 성과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RI 의
료영상기기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향상 

 구조적으로 작고 가벼운 검출기를 이용한 고성능 PET, 
SPECT, CT 핵심기술 개발

 상용 MRI에 부착하여 PET/MRI 기능-해부영상을 얻을 
수 있는 신개념 부착형 PET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간 및 

연구비
 565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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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형 방사선치료기기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암치료용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개발 및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시스템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원천기술 개발
- K-band 대역의 고주파 전자가속기 가속관 가공기술 

개발
- K-band 대역의 고주파 부품 제작기술 확보

 미래형 고주파 발생장치 핵심기술 개발
- K-band 대역의 고출력 고주파 발생장치 설계 기술개

발
- 수 MW 대역의 출력이 가능한 고주파 발생장치 시스

템 제작 기술 확보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및 제어 기술 개발 
-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및 시운전 기술 확보
- 고주파 전자가속기 성능측정 시스템 개발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발생 장치 개발
- 고에너지 양성자빔, 전자빔, X-선 발생 기술 개발
- 연속 타겟 공급 장치 개발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시스템 개발
-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개발 
- 실시간 방사선 계측 장치 개발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
-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기대 성과

 미래형 고주파 발생장치에 필수적인 고주파 발생장치 원
천기술 확보를 통한 암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완전 
국산화 달성

 보급형 레이저유도 방사선 기반 암치료 장치 원천 기술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1250억원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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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3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자가속기를 이용
한 RI생산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과 대용량 전
자기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을 통한 RI생산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및 

범위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 초전도 전자석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RF 공진 시스템 및 초소형 고신뢰도 RF 증폭시스템 

개발

- High intensity 빔인출 시스템 및 표적 시스템 개발

-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로그램 개발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 대용량(고에너지, 대전류) 전자가속기 설계 및 제작기

술 개발

- 제동복사 표적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템 개발

기대 성과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던 중·소형 병원에
도 사이클로트론 보급 가능 

 감마선(광자) 조사시설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양성자(사이
클로트론), 중성자(원자로) 조사시설과 함께 완벽한 방사
성동위원소 생산연구시설 기반 구축

 수입의존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생산, 공급을 통한 자립
화 및 외화절감 효과

연구기간 및 

연구비
 800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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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4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및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장치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기술개발
- 고강도 복합방사선 발생장치 기술개발

- 고감도 복합방사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 복합방사선 영상기술 개발

-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통합기술 개발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장치개발
- 우주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고성능 방사선 센서 기술 

개발

-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기술 개발

-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실증실험이 가

능한 구조물 제작

- 우주방사선 이용 보안검색 장치 시스템 통합기술 개

발

기대 성과

 테러대비 핵물질/폭발물 탐지 가능한 차세대 보안검색기 
기술 및 장치 개발

 전자가속기 기반 X선 및 중성자 동시발생 기술을 채택
한 신개념 보안검색기 개발로 기술우위 선점 

 추가적인 피폭없는 방사선 보안검색기 핵심 기술 개발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보안검색 
시장에서의 기술 선점 가능 및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향상 

연구기간 및 

연구비
 700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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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세부과제별 상세기획

제 1 과제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기술 개발

제 1 절 과제개요

1. 과제의 추진근거

○ 급속한 고령화와 고품질 의료혜택의 증가 메가트렌드로 방사선 기기 

매출 급속히 증가 중

- 주요 방사선 의료기기의 세계시장은  2014년도 17.1 B$ 규모이며, 5%

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는  136.6M$ 규모로 파악됨

＊ 의학분야에서는  PET, SPECT, CT 가 가장 큰 시장이며, GE 헬스

케어, Philips 헬스케어, Siemens 글로벌기업이 분할하고 있음

- 핵의학영상장비 세계시장은 PET, SPECT, CT가 대표적이며, 해상도가 

우수한 MRI가 결합된 MRI/PET, MRI/SPECT 등 융합장비로 대체되고 

있음

- 이중 MRI가 결합된 장치는  3,260M$이며, 특히 PET/MRI 2,221M$, 

PET/CT/MRI 826 M$, SPECT/MRI 213M$ 임.

○ 국내의 무역 역조 심각으로 건강보험 건정성 위험성 증가

- 현재 국내 의료기기 수출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수입

이 수출보다 5배 이상 높은 구조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임

＊ 국내에는 PET, SPECT 등 장비는 2012년도 수입은 109.6M$, 자체 

생산은 27M$ 수입대체와 차세대 기술을 접목한 연구 개발 지원이 

필요함    [출처 : 수출입통관 통계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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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국내외 핵의학 영상장치 시장 규모(2012년)>

핵의학 

영상장치구분

세계시장

(M$, 2014)

국내수입

(M$, 2012)

국내생산

(M$, 2012)

SPECT 1,643 6.6 -

PET 8,440 32.7 -

PET/CT/MRI 826 - -

PET/MRI 2,221 - -

SPECT/MRI 213 - -
CT 3808 70.3 27
합계 13,343 109.6 27

○ 특히,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치매, 암 등 노인성 질환 급증 

- 방사선기기 분야는 고령화와 암환자 증가로 방사선 융복합 진단기기

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 지난 4년(‘08~’12)간 노인인구의 증가율은 17.4%이며 이중 65세 이

상 치매 노인의 증가율은 26.8%임

＊ 2012년 약 54만 명의 치매노인 인구는 2030년에 약 127만 명, 2050년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9.58%에 달함(’14년 기준)

 <그림 3-1-1 65세 이상 한국노인의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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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의 정의

○ 고자기장에 영향없는 PET 영상 시스템 기술 개발

- 자기장에 영향받지 않는 MRI와 핵의학영상장치(PET, SPECT 등) 이

종 장치를 융합한 일체형 장치를 구성함에 있어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를 적용한 신개념 의료 영상장치를 개발함

  

<그림 3-1-2 자기장 영향없는 방사선 영상장치 개념도>

○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기술 개발 

<그림 3-1-3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SPECT/CT 예상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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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의 기술범위

가. 고자기장에 영향받지 않는 PET 영상장치 기술개발

○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B-free) 반도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

발

-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제작

○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B-free) PET 장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 B-free PET용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 B-free PET용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 B-free PET용 방사선 영상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 고자기장 MRI 모사 테스트 장치 제작 및 PET 모듈 성능평가

- 1~ 7T 가변형 자기장을 발생 장치 개발

- B-free PET 영상장치 영상왜곡 시험 및 평가

○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B-free PET/MRI 영상 융합 장치 기술개발 

- B-free PET/MRI 설계 및 제작

-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 B-free PET/MRI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나.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개발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발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단일 센서 모듈 제작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SPECT/CT 장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SPECT/CT용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SPECT/CT용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 고속 (10 Mcps 급) 저잡음 신호처리 ASIC 개발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SPECT/CT용 방사선 영상처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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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통합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SPECT/CT 영상 융합 장치 기술개발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SPECT/CT 설계 및 제작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SPECT/CT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SPECT/CT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표 3-1-2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연구개발 세부기술 내용>

과제명 핵심기술명 주요 연구 개발 내용

자기장에 
영향 없는
(B-free) 
핵의학 영
상 융합 시
스템 기술 
개발

B-free 반도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발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제작

B-free) PET 장
치 핵심 요소 기
술 개발

 B-free PET용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B-free PET용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B-free PET용 방사선 영상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고자기장 MRI 모
사 테스트 장치 
제작 및 PET 모
듈 성능평가

 1~ 7T 가변형 자기장을 발생 장치 개발
 B-free PET 영상장치 영상왜곡 시험 및 평가

B-free PET/MRI 
영상 융합 장치 
기술개발 

 B-free PET/MRI 설계 및 제작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B-free PET/MRI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에너지 분
리형 3차
원 SPECT
/CT 영상
장치 기술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
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센서 기
술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모듈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
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장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모듈 제
작 및 보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신호처리 전
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고속 (10 Mcps 급) 저잡음 신호처리 ASIC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처리 모
듈 제작 및 통합

에너지분리 광자
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융합 
장치 기술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
치 설계 및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
치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
치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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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세부기술별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대안>

기술구분 기존기술의 문제점 개발될 기술의 핵심 특징

PET/MR

 1.5 T이상 고자기장에서 왜
곡 발생하여 MRI 성능을 충
분히 사용하지 못함

 기존 전신용 MRI에 PET을 
삽입함으로 전신을 영상화 
하지 못함

 자기장에 원리적으로 영향을 받7
지 않음으로 고자기장 적용 가능
함

 일체형으로 제작하여 전신 적용 
가능

PET
 섬광체/반도체(Si) 하이브리
드 구조로 복잡하며 효율이 
낮음

 화합물 반도체 접목으로 두꺼워
서 감마선에 반응 효율이 높음

SPECT
 조준기 장착으로 무거움
 2차원 평면 방사선영상 

 전자적 조준기 대체기술 적용
 3차원 입체 방사선영상 가능

CT  에너지 투과형  에너지 분광형

제 2 절 기술개발 필요성

1. 기술적 필요성

○ 융합되는 기기의 성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핵의학 융합기기 개발

이 필요

- 기존 MRI의 우수한 해부학적 영상과 PET의 기능적 영상으로 의료계

의 기준 프로토콜로 자리잡고 있으나, 이를 물리적으로 결합할 경우 

MRI의 자기장에 의한 PET 영상장치의 왜곡을 피할 수 없음

- 기존 시판되는 장비는 1.5테스라 수준의 MRI에 PET을 삽입하거나 

MRI와 PET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2중으로 촬영한 후 결합하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림

- 기존 SPECT는 2차원 평판영상을 수평과 수직으로 얻어 합성하는 유

사 3차원 영상장치이나, 광자추적과 에너지 분리기술을 적용하면 단

일 평판형 영상장치로 3차원영상을 획득할 수 있음

 

○ MRI의 자기장은 방사선 영상 센서의 우수한 센서를 적용하는 제한을 

가지고 있어 극복이 요구되는 기술 분야임

- PET/MRI 장치는 MRI의 자기장에서 왜곡이 적은 섬광체와 반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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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이중구조센서를 사용하고 있음

- 방사선 센서의 개발 방향은 섬광체/반도체 결합구조에서 화합물 반도

체 단일형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자기장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음

- 제안 과제는 기존 자기장에 수직으로 방사선센서를 배치한 구조를 평

행 방향으로 구조적인 변경을 통하여 원리적으로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는 구조를 제안함

○ SPECT/CT용 방사선 영상 센서의 우수한 센서를 적용하는 제한을 가지

고 있어 극복이 요구되는 기술 분야임

- 에너지 분리형 방사서 영상장치는 장치는 기존의 CT나 SPECT의 영

상을 에너지별로 세분화하여 물질 정보와 영상정보를 주는 새로운 

기술임

<그림 3-1-4 Photon Counting Detection(출처: 필립스)>

<그림 3-1-5 필립스의 기존 CT 영상과 Spectral CT 영상 비교(출처: 필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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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필요성

○ 방사선융합기기 시장은 연간 9%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유망산업으로 

조속한 자체기술 확보가 필요함

- 방사선 의료 영상 및 치료 기술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장

벽이 매우 높으며, 지멘스, 필리스, 도시바 등 다국적 독과점형 첨단

산업으로  국내 시장 방어를 위해 조속한 자체확보가 중요함

- 특히, 분자영상-기능영상을 제공하는 방사성동위원소(RI)사용 의료영

상기기(SPECT, PET)는 의료기기분야에 있어 유용성이 부각되면서 수

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100%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고속성장이 전망되는 방사선기반의 핵의학영상 융합 장치 시장에 진입

과 선도를 위한 기술 극복과 신개념 장치 개발이 유일한 경쟁기반임

- 핵의학 장비의 자본력에 의한 다국적 기업과 경쟁을 위한 대체시장 

진입을 위한 신개념 장치 개발이 필수적임

- 국내의 전자, 통신, 소재 등 관련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세계시장으

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비 경감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3. 정책적 필요성

○ 고령화 시대, 치매, 암 등 불치병 환자 수 증가로 사회경제적 비용 급

격히 증가

- 인구 고령화로 치매, 암 등 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

감,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는 조기발견 및 치

료·보호, 사회적 지원 기반 확충 등 대책 마련 필요

○ 진단 검사비용의 증가로 기술적 대책을 마련함으로 부담을 감소시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에 기여함

-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유병률 감소와 중증도 감소와 관련되며 결과

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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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현황 및 환경분석

1. 시장 및 산업 동향

○ 미국,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의료기기 산업을 향후 경제성장을 이

끌 고부가가치산업, 기술지식집약형 첨단산업으로 육성중

- 주요 방사선 의료기기의 세계시장은  2014년도 17.1 B$ 규모이며, 5%

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는  136.6M$ 규모로 파악됨

＊ 의학분야에서는  PET, SPECT, CT 가 가장 큰 시장이며, GE 헬스

케어, Philips 헬스케어, Siemens 글로벌기업이 분할하고 있음

- 핵의학영상장비 세계시장은 PET, SPECT, CT가 대표적이며, 해상도가 

우수한 MRI가 결합된 MRI/PET, MRI/SPECT 등 융합장비로 대체되고 

있음

- 주요 방사선핵의학장비인 PET 8,440M$, CT 3,803M$, SPECT는 

1,643M$ 수준이며 9% 성장이 예상됨

＊ [출처 :　NanoMarkets Report- Radiation Detection Markets: 2014-2021 (2014)]

- 이중 MRI가 결합된 장치는  3,260M$이며, 특히 PET/MRI 2,221M$, 

PET/CT/MRI 826 M$, SPECT/MRI 213M$ 임.

<그림 3-1-6 의료용 방사선영상장치 세계시장 규모(출처: Radiation Detection 

Markets: 2014-2021, Nano Market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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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 등 핵의학 영상기기와 융합기기의 수입의존도가 기술의 고난이도

로 증가하고 있어 기술 종속 우려

- 각종 질병 진단에 유용한 PET 기기는 핵의학 핵심 장비로서 사용률

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도입률 또한 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

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 천억원대의 외화를 소모하고 있음

- PET 관련 시장 수요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기술장벽 해소에 

어려움

○ 국내 핵의학 진단 영상장치의 시장규모 지속적 확대

- 수입 원가 기준 2012년 PET을 포함한 국내 핵의학진단영상장치의 시

장 규모는 약 466억 원으로, 7년간(2005~2012년) 11.0% 성장하였으며, 

향후 2016년에는 약 547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핵의학영상진단장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은 3

개 업체(Siemens, GE, Philips)에서 322대(약 3,000 억원)를 수입하였

음. 특히, PET/CT는 7년(2005~2012) 동안 연간 평균 22.2대를 꾸준하

게 수입하고 있음

<표 3-1-4 국내 핵의학영상진단장치 시장규모와 전망(출처: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05~2012)>

 

2. 기술개발 동향 

가. 해외 기술개발현황 

○ 핵의학 영상기기 연구개발은 GE, Philips, Siemens 등 글로벌 대기업 위

주로 전신체용 PET 제품화는 완료되었지만 국내에는 시장진입에 성공 

사례가 없음

- Philips 헬스케어는 세계최초로 TOF(time-of-flight) 측정이 가능한 전

신체용 PET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PET과 MRI를 나란히 배치하여 

해부영상과 기능영상을 동시에 얻는 분리형 융합영상기기 시판 중 

- GE 헬스케어는 시스템 안정도가 높고 촬영 대상자의 움직임 보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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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킨 PET/CT 개발. 현재 핵의학 영상기기 시장

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 Siemens는 신호대 잡음비가 우수한 PET과 128 슬라이스 CT를 결합

한 PET/CT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MRI 안에 PET을 삽입한 일체형 

융합영상기기 판매 중 

○ 방사선센서 기술이 발전함에 PET 등 핵의학 영상장비가 바뀌고 있으

며, 최근 섬광체형에서 반도체형으로 기술의 전환기에 있음

- 방사선센서 기술은 섬광체/PMT 기반에서 섬광체/APD 또는 섬광체

/Si-PM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CZT 등 화합물 반도체형으로 기

술개발 될 전망임

   

<표 3-1-5 방사선센서별 특성 비교>

  

○ 1.5T 이상의 고자기장 MRI용으로 소구경 뇌전용 PET을 경쟁적 개발 

중임

- 미국의 BNL 연구소에서는 1.5T급 흉부용 PET/MRI를 개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LYSO/APD 기반의 RatCAP PET 계측기를 활용함

＊ Tuebingen 대학(독일), RWTH 대학의 HYPER Imaging Project 등에

서는 3T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PET 영상장치를 개발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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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Tuebingen 대학(독일) LSO/APD 장착형 전신형 PET/MRI (위) 사용된 

센서 조감도>

- 웨스트버지니어대학(미국)에서는 실리콘 광증배관을 사용하여 PET 검

출기를 소형화함으로써 머리에 씌울 수 있는 헬멧 형태의 PET을 개

발함

- 고베대학(일본)에서는  PET 갠트리 기구 설계를 개선함으로써 촬영대

상자의 뇌 인근에 장착할 수 있는 PET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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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PET/MRI 개발의 역사 (출처: B. J. Picher, European J of Nucl. Med. 

Mol. Imagi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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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해외논문동향

<그림 3-1-9 3T용 HYPER 영상프로젝트 (RWTH 대학)>

<그림 3-1-10 개발중인 PET 시스템과 PET/MR 시스템의 민감도, 공간해상도 

tradeoff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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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해외특허동향

○ 포트폴리오로 본 기술발전 추이 

<그림 3-1-11 PET, MRI, PET/MRI 관련 특허 건수 및 증가율 변화>

- 의료용 및 산업용 PET, MRI, PET-MRI 관련 특허를 4개 구간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을 때 1990년부터 특허출원이 시작되었으며, 1995년 이

후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2년대 이후 증가세가 다소 주

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버블의 크기는 출원인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1990년 이후부터 버블의 

크기가 갈수록 급격히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신규 출원

인들이 상기 분야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기술발전도 측면에 볼 때, 이 기술분야의 특허활동 단계는 현재 성장

기에서 성숙기의 경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당분간 이 

분야의 특허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의 특허출원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으

며,국내·외의 특허출원 동향을 면밀히 살펴본 후 우리의 강점분야와 

공백기술분야를 집중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전략적인 특

허출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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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연도별 특허동향

<그림 3-1-12 PET, MRI, PET/MRI 관련 국가별, 연도별 특허동향>

- 의료용 및 산업용 PET, MRI, PET-MRI 관련 분야는 전반적으로 특허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의 경우 2007년에 특허

활동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국은 동 기술분야에서 전세계의 약 6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시계열적으로 살펴볼 때 2006 ~ 2009년에 활발하게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본은 1995년부터 꾸준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활동을 보이며 미

국의 경우 2002년 이후부터 활발한 특허활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

타 유럽이나 한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에 비해 빈약한 특허실적을 보

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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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출원인국적별 특허동향 

<그림 3-1-13 PET, MRI, PET/MRI 관련 특허의 국가별 출원인국적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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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 및 산업용 PET, MRI, PET-MRI 관련 분야의 특허점유율은 미

국 출원인이 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어서 일본 34%, 네덜란드 및 

기타 12% 순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국가별 출원인 분석 결과, 한국에서는 한국국적 출원인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 출원인으로는 미국 20%, 네덜란드 20%, 중국 

10%의 순으로 나타남

- 미국 출원인은 자국뿐 만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에서도 비교적 높

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 출원인 역시 일본, 유럽에서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국적을 가진 출원인은 타 국가에서의 특허권 보유가 5% 이하의 

매우 미미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해외 특허출

원이 권장되며, 아울러 세계적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 핵심분

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출원인별 특허동향 

<그림 3-1-14 PET, MRI, PET/MRI에 관련된 특허의 출원인별 특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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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출원인 기준으로 기술분야별 소분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Koninklijke Philips (필립스)사는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고 파악됨

- Toshiba사 역시 마찬가지로 동 분야를 비교적 폭넓게 연구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됨

3. 국내외 환경 분석

○ 국내 환경 변화：국가적 미래 방사선 기기개발을 위한 전략적 개발 포

트폴리오가 필요함

- 최근 방사선 기술개발사업에 일부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으나, 대부분 

방사선 이용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방사선 기기개발 사업에는 극히 

일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체 방사선 기술 측면에서 볼 때 기형적

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기존의 방사선 기기 개발 관련 과제도 각각의 단위 연구비 규모가 제

한적이고 프로젝트 추진이 여러 부서에 의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방사선기기연구시설이 건설중에 있어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

한 시점임

- 지난 10 년간 방사선 기기의 국내 시장규모와 방사선 기기 업체 수가  꾸

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부족하여 국내 기업체의 시장점

유율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

-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증대로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거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기

술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융합형 신개념 의료영상 및 진단 기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

○ 국외 환경 변화：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다국적 기업체가 시장 및 기

술을 선점

- 신기능, 고성능의 방사선과 융합된 기기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일본의 Hammamtsu나 Toshiba, 유럽의 Philips, Siemens, 미국의 GE, 

Varian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과 시스템으로 특화 되어 세계 시장 

및 기술을 선점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과 부품기업의 전략적 제휴로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입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후발주자로 자체적인 사업체계 구축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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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어야함.

○ SWOT분석

<표 3-1-6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개발을 위한 SWOT 분석>

 (현안 시급성) 전 세계적으로 조기진단을 통한 치매, 암 등의 난치성 질병
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조기진단 시장의 형성에 
따라 가장 유망한 조기진단법인 핵의학영상 진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시장 
선점이 시급

 (정책 타당성) 첨단 핵의학기기 개발을 통한 난치병의 조기검진은  조기치
료의 실질적이고 유효한 방안으로 노령화에 더불어 급속한 증가에 따른 사
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주도의 연구수행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

 (투자 효율성) 난치병의 조기진단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국
산 PET/MRI 융합 기기 개발로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가능

강점요인(S) 약점요인(W)

 국가적 전문 방사선기기 연구 시설 구축 중
 국내의 우수한 전자, 통신, 로봇 등 관련 기
술의 성숙

 진단방사선 및 핵의학 영상 등 방사선기기 
활용기술이 성숙함

 국가적 지원 및 기업의 헬스케어 산업을 신
수종 사업으로 추진 중

 창조경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비발전 분야
의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

 국내의 중소기업의 자본력 약함
 국내 기술력 기업 및 전문성 부족
 전문 인력의 양성 체계 미비
 시장 돌파력이 약함
 방사선의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

기회요인(O) 위협요인(T)

 고령화, 난치성 질환의 증가에 따른 방사선 
진단기술의 적용 확대

 세계시장의 확대에 따른 기회 증가
 방사선기술의 안정성 확보로 의료, 산업 등 
적용 범위 확대

 의료분야의 진입장벽으로 시장 진
입의 어려움

 다국적 기업 수준의 자본력과 기술
력

 다국적 기업의 부품 공급 수준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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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가. 국내 기술개발현황

○ 국내 PET/MRI 등 진단 영상기기개발 분야 연구개발 동향

- 7T 초고자장 MRI를 이용한 HRRT-PET와 SiPM을 이용한 MRI 호환가

능한 뇌전용 PET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수행중임 

- 삼성전자(주) HME 사업부와 아이솔테크놀로지(주)는 CT와 MRI 상품

화 준비와 PET-MRI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음 

＊ MRI 내에 장탈착이 가능하며, 실리콘 광증배관을 사용하여 종래 광

전자증배관 기반 PET으로는 구성이 불가능한 PET-MRI 융합영상기

기 개발

<그림 3-1-15 PET-MRI 융합영상기기 개념도>

- 서강대-한국과학기술원-서울대-나노펩 공동연구팀은 실리콘 광증배관

을 이용한 뇌전용 MR 호환 PET을 개발하여 PET 핵심 기반 기술을 

축척해오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은 실리콘 

광증배관 (SiPM)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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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실리콘 광증배관 (SiPM)과 SiPM으로 획득한 스펙트럼>

- 서강대는 광전자증배관 기반의 소형 PET을 개발하였고, 서울대 연구

팀은 소동물용 MR 호환 PET을 개발하는 등 뇌전용 PET 개발 및 상

용화에 필요한 국내 기반 기술은 구축된 상황임

＊ 광전자증배관과 두층 섬광결정을 사용하여 감마선 검출 깊이를 측

정할 수 있는 소동물용 PET 개발

<그림 3-1-17 소동물용 PET 시제품 모형>

- 감마카메라 및 SPECT(단일광자방출 CT)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학기술

원, 서강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등에서 기존의 NaI 섬광체와 

PSPMT(위치민감형 광증배관) 및 coded aperture collimator 연구 등 

기초연구개발이 수행된 적이 있음

＊ 평판형 Nal(TI) 섬광결정과 위치 민감형 광전자증배관(PSPMT)을 이

용하여 갑상선질환, 유방암 진단 등 작은 장기나 병변의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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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마카메라 개발

- 차세대 PET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합물 반도체형 신형 센서 소재와 

센서가 개발 중임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CdTe, CdZnTe, TlBr 등 반도체 기반의 차

세대 핵의학 장비의 센서에 장착할 목적으로 개발 중임

       

<그림 3-1-18 CdZnTe 단결정과 픽셀 센서>

○ 국내 기술 수준 

중점 기술 요소 기술 기술 
완성도

국내 
수준
(세계 
대비%)

개발 방안

국내 기술 
보유 기관

외국의 우수기술
보유기관국내

개발 

외국
공동
개발

외주 
개발

PET/

MRI

고성능 PET 센서 

기술
70 80 ○

성균관대, 

서울대, 

KAERI

Siemens, GE, 

Philips,

고성능 PET 

신호처리 기술
90 70 ○

성균관대, 

서울대,

서강대

Siemens, GE, 

Philips,

PET용 겐트리 기술 40 90 ○ 성균관대
Siemens, GE, 

Philips,

검출기 보정 및 PET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70 80 ○

성균관대, 

인제대,

서울대

Siemens, GE, 

Philips,

PET/MRI 융합 

소프트웨어 기술
40 80 ○

성균관대, 

인제대, 

서울대

Siemens, GE, 

Philips,

PET/MRI 시스템 

통합기술
50 60 ○

서울대

서강대

Siemens, GE, 

Philips,

<표 3-1-7 방사성동위원소사용 의료영상기기 기술수준 및 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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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현황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관 사업 

-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은 본 과제 내용인 치매진단 프로브 대량생산을 

위한 초전도 소형 사이클로트론 개발, 차세대 방사선센서 소재 개발, 

TOF정보를 이용한 영상복원 및 보정 알고리즘 기술 개발과 연관성

이 높음

○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관 사업

-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중 차세대 분자영상시스템기술

개발과제의 목표는 뇌전용 MRI 삽입형 PET을 개발하는 것임

＊ 이를 위해 MR 호환 PET 반도체 센서 및 신호처리방법 개발, 융합

영상기기용 MRI RF 코일 개발 등이 진행되었음

＊ PET-MRI 호환성 확보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제작비용

은 고려되지 않았음 

- 본 과제에서는 저선량 PET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가

의 보급형 뇌전용 PET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임

＊ MR호환 PET 광전소자 및 신호처리회로 핵심기술 등을 본 과제와 

연계 활용 가능  

○ 보건복지부의 연관 사업 

- 한국 알츠하이머치매 뇌영상 선도연구(K-ADNI사업)은 2012년도부터 

진행 중인 뇌영상 이니셔티브(ADNI)사업의 일환으로 500명 이상의 피

험자를 대상으로 뇌영상 자료, 뇌척수액 샘플, 혈액샘플 등을 반복적

으로 수집하여 DB 구축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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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표 3-1-8 PET/MRI 기술의 변화>

구분
MRI PET 
분리형

MRI 삽입형 
뇌전용 PET

일체형 
PET/MRI

B-free 
PET/MRI
(제안기술)

개념도

센서기술
섬광체/PMT 

결합형
섬광체/APD 

반도체 결합형
섬광체/APD 
반도체결합형

화합물 
반도체형

장점 개별기술 활용
기존 장치 
사용으로 
경제적임

전신형 
PET/MRI 

전신형 
PET/MRI

단점

시간이 오래 
걸림

영상 융합시 
왜곡심함

크기제한으로 
뇌만 사용가능

고자기장 안됨
(1.5T)

고자기장 가능
(7T)

개발기관
필립스,GE, 
지멘스

필립스, GE, 
지멘스

필립스, GE, 
지멘스

-

<표 3-1-9 CT의 발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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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0 CT 기술의 변화>

투과형
(상용화)

2중 투과형
(세계최고)

투과/산란 조합형
(미래기술)

투과형
(미래기술)

원리도

장
단
점

영상
2차원

(투과흡수)
2.5차원

(2중 슬릿)
3차원

(단일광자추적기술)
2차원

전자가속기
이중 에너지형 

(6/9MeV)
이중 에너지형

(6/9MeV)
단일 에너지형
(제약없음)

필요없음

유/무기물 
분리

x x O O

스캔속도 1 ~5 ~1/2 2

핵심기술
소형전자가속기

(S-밴드)

소형전자가속기
(S-밴드)

전자빔 분리기술

소형전자가속기(S-밴
드)

고속방사선영상처리
기술

우주선 위치 
추적 영상기술

해외연구기관 ORNL(미국) NUTECH(중국) KAERI(한국) LANL(미국)

개발단계 상용화/개발중 개발중 개발 중 개발 예정

○ 차세대 분자영상 시스템 기술개발 및 뇌전용 PET 시스템 사업화(산업부)

- 기존 과제의 목표는 뇌전용 MRI 삽입형 PET을 개발하는 것으로 반

도체센서를 이용한 최초의 PET 개발과 MRI호환성 향상 연구를 수행

하였으나 경제성과 성능 최적화는 미흡

- 연관 과제에서 축적된 MR 호환 PET 광전소자 및 신호처리회로 핵심 

기술을 신개념 PET/MRI 일체형 장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표 3-1-11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과제명(부처) 선행과제 제안 과제

뇌전용 PET 시스템

(산업부)

뇌전용 MRI 삽입형 

PET 원형 개발

전신용 자기장 영향없는 PET/MRI 

일체형 시제품을 제작
방사선기술개발사

업 (교과부)
소동물용 PET 개발

인체 전신용 PET/MRI 융합장치개

발
K-ADNI사업

(보복부)
MRI로 뇌지도 작성 장치개발시 고려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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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술과 제안 기술간의 연계도

<그림 3-1-19 기존 기술과 제안 기술간의 연계도>

제 4 절 사업의 목표 및 주요내용

1.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가. 최종목표

1-1 자기장에 영향 없는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 7T 이상 고자기장에서도 PET의 영상이 왜곡이 없이 얻을 수 있는 센

서 핵심기술 개발

○ 자기장 영향없는  PET/MRI 영상기기 원리규명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MRI와 핵의학영상장치(PET, SPECT 등) 이종 장치를 융합한 일체형 

장치를 구성함에 있어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를 적용한 신

개념 의료 영상장치를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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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0 자기장 영향없는 방사선 영상장치 개념도>

※ 해외 특허 : PCT/KR2014/002602, 국내 특허 : 10-2013-0166828

1-2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SPECT/CT 융합시스템 기술 개발

○ 3차원 광자추적을 할 수 있는 방사선 영상 센서 핵심기술 개발

○ 에너지 분리와 3차원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SPECT, CT 개발

- 핵의학영상장치(PET, SPECT 등) 이종 장치를 융합한 일체형 장치를 

구성함에 있어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신개념 의료 영상장치를 개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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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개념도>

나. 세부기술 내용

<표 3-1-12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개발 세부기술 내용>

과제명 핵심기술명 주요 연구 개발 내용

자기장에 
영향 
없는(B-free)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B-free 반도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발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설
계 및 전산 모사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제
작

B-free) PET 장치 
핵심 요소 기술 개
발

 B-free PET용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B-free PET용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B-free PET용 방사선 영상처리 모듈 제작 및 통
합

고자기장 MRI 모
사 테스트 장치 제
작 및 PET 모듈 
성능평가

 1~ 7T 가변형 자기장을 발생 장치 개발
 B-free PET 영상장치 영상왜곡 시험 및 평가

B-free PET/MRI 
영상 융합 장치 기
술개발 

 B-free PET/MRI 설계 및 제작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B-free PET/MRI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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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별 연구 목표

<표 3-1-13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개발 단계별 연구 목표>

핵심기술 1단계 2단계

자기장에 
영향 없
는(B-fre
e) 핵의학 
영상 융
합 시스
템 기술 
개발

B-free 반도
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기
술 개발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제작

 B-free PET용 영상 모듈  

보완

B-free PET 
장치 핵심 요
소 기술 개발

 B-free PET용 영상 모듈 

제작 

 B-free PET용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B-free PET용 방사선 영

상처리 모듈 제작 및 통
합

고자기장 MRI 
모사 테스트 
장치 제작 및 
PET 모듈 성
능평가

 1~ 7T 가변형 자기장을 발

생 장치 개발

 B-free PET 영상장치 영

상왜곡 시험 및 평가

B-free PET/
MRI 영상 융
합 장치 기술
개발 

 B-free PET/MRI 설계

 B-free PET/MRI  제작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B-free PET/MRI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에너지 분리
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
술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
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
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모듈 설
계 및 전산 모사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모듈 제
작

에너지분리 광자추
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장치 핵심 요
소 기술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신호처리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고속 (10 Mcps 급) 저잡음 신호처리 ASIC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에너지분리 광자추
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기
술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설계 및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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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분리형 3
차원 SPE
C T / C T 
영상장치 
기술개발

에 너 지 분 리 
광자추적형 3
차원 방사선 
영상센서 기
술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

원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

원 단일 센서 모듈 제작

에 너 지 분 리 
광자추적형 3
차원 방사선 
영상 장치 핵
심 요소 기술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

원 방사선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고속 (10 Mcps 급) 저잡음 

신호처리 ASIC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

원 방사선 신호처리 전자회
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

차원 방사선 영상처리 모
듈 제작 및 통합

에 너 지 분 리 
광자추적형 3
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
치 기술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

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설계 및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

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시험 및 성
능평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

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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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과제) 자기장에 영향 없는(B-free)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표 3-1-14 (1-1과제) 1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 
연구목표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제작

 B-free PET용 영상 모
듈 제작 

연도별 
연구내용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설계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제작

 B-free PET용 영상 모
듈 제작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전산 모사

 1~ 7T 가변형 자기장
을 발생 장치 설계

 1~ 7T 가변형 자기장
을 발생 장치 개발

연도별 
주요결과물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결
과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B-free PET용 영상 모
듈 

예산 30 40 50

<표 3-1-15 (1-1과제) 2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도별 
연구목표

 B-free PET/MRI 요소  
제작

 B-free PET/MRI  제작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연도별 
연구내용

 B-free PET용 영상 
모듈  보완

 B-free PET용 전자회
로 및 신호처리 모듈 
통합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B-free PET용 전자회
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B-free PET용 방사선 
영상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B-free PET/MRI 시스템 
동물 시험  및 보완

 B-free PET/MRI 설계
 B-free PET 영상장치 
영상왜곡 시험 및 평
가

 B-free PET/MRI 시스템 
임상 적용 및 보완

연도별 
주요결과물

 B-free PET/MRI 요소 
모듈

 B-free PET/MRI 시작
품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성적서

예산 60 7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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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과제)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개발

<표 3-1-16 (1-2과제) 1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 
연구목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단일 
센서 모듈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모듈 제작 

연도별 
연구내용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단일 
센서 모듈 설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단일 
센서 모듈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모듈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단일 
센서 모듈 전산 모사

연도별 
주요결과물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결과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단일 
센서 모듈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모듈 

예산 30 40 50

<표 3-1-17 (1-2과제) 2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연도별 
연구목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모듈 요소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장치 시스템 시험 

연도별 
연구내용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모듈  
보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T용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통합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용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용 방사선 영상처
리 모듈 제작 및 통합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동물 시험  및 보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설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영상왜곡 시험 
및 평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임상 적용 및 보완

연도별 
주요결과물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요소 모듈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시작품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시험 성적서

예산 60 7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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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의 성과목표

<표 3-1-18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개발 과제의 성과목표>

중점추진 분야 원천기술 개발 첨단방사선장비 특허  SCI급 논문

자기장에 영향 
없는(B-free)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6 2
국내 20
해외 10

50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개

6 2
국내 20
해외 10

50

 

마. 개발목표

○ (1-1과제) 자기장에 영향 없는(B-free)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표 3-1-19 (1-1과제)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목표
국내최고수준
(기업/기관명)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현재 달성목표

1 PET 해상도 mm 4 2 -
2

(Phillips 
Healthcare)

2
PET/MRI의 자기장
세기

Tesla 1.5 7 - 1.5

3 PET/MRI 해상도 mm3 4 2 -
2

(Phillips 
Healthcare)

4 Sensitivity % 3 6 -
3

(Cambridge 
PET/MRI)

5 센서형태
섬광체/
반도체

반도체
기반

-
섬광체/반도체(

APD)

6 일체형 여부 분리형 일체형 -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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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과제)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개발

<표 3-1-20 (1-2과제)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목표
국내최고수준
(기업/기관명)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현재 달성목표

1 에너지분해능 % 5 3 - 3

2 해상도 um 500 200 - 200

3 노이즈 e 500 150 - 150

4 Sensitivity % 3 6 - 3

5 센서형태
섬광체/
반도체

반도체
기반

-
섬광체/반도체

(APD)

6 입체영상 2차원 3차원 - 3차원

바. 개발 기술 예상 성과물 및 파급 성과

<그림 3-1-22 일체형 PET/MRI 융합영상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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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3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SPECT/CT>

사. 스핀오프 파급 성과

  

<그림 3-1-24 PET과 MRI 분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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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저가 고성능 CT 부착형 PET 개념도>

<그림 3-1-26 에너지분리 광자주척형 방사선 센서를 이용한 Compton Camera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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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내용 및 예산

○ (1-1과제) 자기장에 영향 없는(B-free)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6년간)

- 총사업비 : 300 억원 ( 국비 : 225억원, 민간  75억원)

<표 3-1-21 (1-1과제) 연도별 예산>

세 부 과 제 명

기 간
예산 [억원]

[차년도]

1 2 3 4 5 6 국고 민간 합계

1

B-free 반도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발 41 14 55

1-1
자기장에 평행한 (ExB=0) 단일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모사

11 4 15

1-2 자기장에 평행한 (ExB=0) 단일센서 모듈 제작 30 10 40

2

B-free PET 장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102 33 135

2-1 B-free PET용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38 12 50

2-2
B-free PET용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41 14 55

2-3
B-free PET용 방사선 영상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23 7 30

3

B-free PET/MRI 영상 융합 장치 기술개발 56 19 75

3-1 B-free PET/MRI 설계 및 제작 34 11 45

3-2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11 4 15

3-3
B-free PET/MRI 시스템 동물시험 및 
임상적용

11 4 15

4

고자기장  MRI 모사 테스트 장치 제작 및 PET 
모듈 성능평가

26 9 35

4-1 1~7T 가변형 자기장 발생장치개발 15 5 20

4-2 B-free PET 장치 영상왜곡 시험 및 평가 11 4 15

총 액 225 75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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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과제)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6년간)

- 총사업비 : 265 억원 ( 국비 : 199억원, 민간  66억원)

<표 3-1-22 (1-2과제) 연도별 예산>

세 부 과 제 명

기 간
예산 [억원]

[차년도]

1 2 3 4 5 6 국고 민간 합계

1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발

41 14 55

1-1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11 4 15

1-2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모듈 
제작

30 10 40

2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시스템 
핵심 요소 기술 개발

102 33 135

2-1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38 12 50

2-2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신호처리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통합

41 14 55

2-3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23 7 30

3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기술 개발

56 19 75

3-1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설계 및 제작

34 11 45

3-2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11 4 15

3-3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11 4 15

총 액 199 66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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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체계도

<그림 3-1-27 자기장 영향 없는 핵의학영상시스템 기술 개발 체계도>

<그림 3-1-28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개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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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3 자기장영향없는 방사선영상기기 기술체계>

기술체계 기술
성숙도

기술 
유형

상대적
중요성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미래 
방사선 
영상장
치기술
개발

자기장 영
향없는 방
사선 영상
시스템

화합물 반도체형 PET 센서 G B 3

고속 PET 신호처리 기술 G E 4

PET 검출기 보정 및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M E 4

PET/MRI 일체형 겐트리 기술 E K 5

다양한 상용 MRI에 부착 가능한 겐트리 
및 하드웨어 기술

E K 4

고분해능 고민감도 PET/MRI 시스템 기술 G E 5

PET/MRI 융합 소프트웨어 및 PET 제품화 
기술

G P 2

에너지 분
리형 3차원 
SPECT/CT 
영 상 장 치 
기술개발

화합물 반도체형 SPECT/CT 센서 G B 3

고속 SPECT/CT 신호처리 기술 G E 4

SPECT/CT 검출기 보정 및 소프트웨어 핵
심기술

M E 4

SPECT/CT 일체형 겐트리 기술 E K 5

다양한 상용 CT에 부착 가능한 겐트리 및 
하드웨어 기술

E K 4

고분해능 고민감도 SPECT/CT시스템 기술 G E 5

SPECT/CT 융합 소프트웨어 및 제품화 기
술

G P 2

○ 기술성숙도: 태동기(E), 성장기(G), 성숙기(M), 쇠퇴기(A)

○ 기술유형: 중요기술(K), 중점기술(E), 기반기술(B), 상용기술(P)

- 중요기술(Key technology): 기술경쟁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향후 세계시장

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확보가 필요한 요소기술

- 중점기술(Emphasis technology): 우리나라가 일정수준 이상의 위치에 있는 기술로서 

경쟁력 있는 차별화요소가 될 가능성이 큰 기술

- 기반기술(Base technology): 해당산업에서의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만 경쟁우위의 원천은 아닌 기술(특허성이 없음)

- 상용기술(Product technology): 경쟁사들이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기술

○ 상대적 중요성: 해당분야에서의 정책 및 경제사회적 중요도를 표시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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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차트

<표 3-1-24 B-free PET 개발 WBS Chart>

주활동 세부활동 시장요구성능 기술 spec 소요기간

자기장 영향없는 
방사선 영상시스템

공간분해능(mm) 2 2

72개월
에너지분해능(%) 10 10

민감도(cps/kBq) 2 2.5

잡음등가계수율(kcps) 63 65

에너지 분리형 3
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개
발

공간분해능(mm) 0.1 0.1

72개월에너지분해능(%) 5 3

민감도(cps/kBq)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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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과제 추진전략 및 체계

1. 과제추진체계

 

가.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 기술개발추진체계

- 주관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보건부

- 참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기연구원, 표준연구원, 대학, 산업체

 

<그림 3-1-29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개발 추진체계>

○ 부처별 추진체계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참여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형 핵의학기기 핵심기술개발 연구를 담당

＊ 보건복지부는 진단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핵의학 기

술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사업 수행

＊ 기술의 성숙화 속도를 높이고 사회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기술별 개념에 대해 소요부처가 주도적으로 활용 개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맞추어 원천기술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 부처

가 연계협력하여 추진

＊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용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원천기술/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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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술을 연계하고 시스템화하여 보건복지부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활

용성과 유연성 확보 

<그림 3-1-30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개발 연구의 부처별 역할>

○ 역할 분담

- 미래창조과학부는 센서/아날로그 ASIC 핵심기술개발 등 핵심원천기술 

연구를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방사선영상 진단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비

한 검진용 PET/MRI 및 유사 핵의학 영상장비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인허가 관련 연구 지원을 수행  

- 보건복지부는 연령별 일반인, 종적 연구와 횡적으로 많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핵의학 영상 기반의 바이오마커 개발 및 핵의학 기술 평가

시스템 개발 연구를 지원

＊ 궁극적으로  방사선영상 진단기술이 기술적/안정적 장애 요소 없이 실용

화되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난치성 질환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신개념의 방사선영상진단융복합시스템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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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5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개발 연구의 부처별 역할분담>

부처명
사유 및 
근거

역할 분담

사업 수행 성과 활용

주관
부처

미래
창조
과학부

원천기술 
개발

 방사선 센서 등 원천 
핵심기술 개발

 방사선 센서 원천기
술 확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협력
부처1

산업통상
자원부

상품화 연구 
및 의료기기 
인허가

 일체형 시스템 상품
화 모델개발

 영상기기기술 선점 및 
사업화를 통한 신시
장 창출

협력
부처2

보건
복지부

중개임상 
연구지원

 핵의학기기 기반 검
진 임상시험 및  
DB 구축

 검진을 통한 예방 및 
치료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부담 해소

<그림 3-1-31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개별 연구의 부처간 지원 기술 개발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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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전략 및 방법

○ 사업 추진방안

- 단계별 추진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기술상용화-조기진단 평가시스템

으로 연계되는 단계적 사업 추진과 기술의 완성도 및 안정성, 조기진

단 적합성 및 유효성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연구 진행

- 최종적으로 핵의학기기 핵심기술개발, PET/MRI, SPECT/CT 상용화 기

술개발 및 조기진단 평가시스템 연구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효

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함

- (1단계) 핵심 원천 기술 및  영상기기 상용화 연구

＊ 방사선영상시스템기술 개발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과 전임상 검

증시스템을 확보하여 영상기기 구조 최적화에 집중 연구 수행

- (2단계)  핵의학 영상기기 상용화를 통한 핵의학기술 평가시스템 구축 

＊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기학학적 구조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PET/MRI, SPECT, CT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제품의 성능평가 및 

검증연구 수행

＊ 신개념 핵의학 영상진단기기를 기반으로 핵의학 기술의 임상중재 

시스템 구축

○ 기존사업의 성과 연계 및 활용방안

- 기 개발된 차세대 분자영상 시스템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화사업에 연계

＊ 기존 사업의 목표는 개발팀을 중심으로 기 개발된 반도체 센서 및 

신호처리방법 개발 등을 활용하여 경제성과 성능 최적화  기술 개발

에 주력

＊ 연관 과제에서 축적된  광전소자 및 신호처리회로 핵심 기술과 지

적재산권을 시스템 개발에 활용

- 기 확보된 표지화합물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의 영상검진기술 상

용화와 진단을 염두에 두고 연구 수행

＊ FDG F-18 및 FC119S (3상임상 승인, 2014), SPECT용 동위원소의약

품 같은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어 그 연구성과물을 연

계하여 PET용 진단제와 MRI 조형제 상용화와 조기진단 연구에 이 

원천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함

＊ 기 확보되고 있는 표지화합물 원천기술과 연계하여 고효율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가속기 개발과 더불어 실용화를 위한 표지화

합물 합성장치 연구결과를 연계하여 최적화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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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로드맵 및 연차별 기술개발내용 

<그림 3-1-32 (1-1과제) 사업 추진계획 체계도>

<그림 3-1-33 (1-2과제) 사업 추진계획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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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관리 및 평가계획

       

가. 단계별 성과지표

<표 3-1-26 (1-1과제) 단계별 성과지표>

실행
단계

제 1 단계
설계 및 요소기술 확보기

(2015년 ~ 2017년)

제 2 단계
제품개발기

(2018년 ~ 2020년)

주요
결과

 B-free용 화합물 반도체형 PET 
센서 설계 및 전산모사

 B-free용 단일 센서 모듈 제작
 B-free PET용 영상 모듈 제작
 B-free PET용 전자회로 및 신호
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B-free PET용 방사선 영상처리 
회로 제작 및 모듈 통합

 1~7 T 가변형 자기장 발생장치
개발

 B-free PET MRI 설계 및 제작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B-free PET/MRI 시스템 영상왜
곡 시험 및 평가

 B-free PET/MRI 시스템 동물시
험 및 임상적용

평가
의
주안
점

 B-free용 화합물 반도체형 PET 
센서 설계 및 전산모사 수행 여
부

 B-free용 단일 센서 모듈 제작 
여부

 B-free PET용 영상 모듈 제작 
여부

 B-free PET용 전자회로 및 신호
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여부

 B-free PET용 방사선 영상처리 
회로 제작 및 모듈 통합 여부

 1~7 T 가변형 자기장 발생장치
개발 여부

 B-free PET MRI 설계 및 제작 
여부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여부

 B-free PET/MRI 시스템 영상왜
곡 시험 및 평가 여부

 B-free PET/MRI 시스템 동물시
험 및 임상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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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7 (1-2과제) 단계별 성과지표>

실행
단계

제 1 단계
설계 및 요소기술 확보기

(2015년 ~ 2017년)

제 2 단계
제품개발기

(2018년 ~ 2020년)

주요
결과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
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
일 센서 모듈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신호처리 전자회로 및 신호
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설계 및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평가
의
주안
점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
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여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
일 센서 모듈 제작 여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신호처리 전자회로 및 신호
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여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설계 및 
제작 여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여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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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기술별 평가지표 

<표 3-1-28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개발 연구 핵심기술별 평가지표>

핵심기술 평가지표

B-free 반도체
형 방사선 영상
센서 기술 개발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결과의 시스템 적용 가능여부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성능 결과의 
시스템 적용 가능여부

B-free PET 장
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B-free PET용 영상 모듈의 성능 결과의 시스템 적용 가능
여부

 B-free PET/MRI 요소 모듈의 성능 결과의 시스템 적용 가
능여부 

고자기장 MRI 
모사 테스트 장
치 제작 및 PET 
모듈 성능평가

 1~ 7T 가변형 자기장을 발생 장치의 자기장 발생 여부
 고자기장 내에서 동작 가능여부

B-free PET/MRI 
영상 융합 장치 
기술개발 

 B-free PET/MRI 시작품의 통합 및 구동 여부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성적의 제안 사양 달성 여부
 B-free PET/MRI 시스템 임상 적용 가능성 여부

에너지분리 광
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센
서 기술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
산 모사 결과의 시스템 적용 가능여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모듈 성능 결과
의 시스템 적용 가능여부

에너지분리 광
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장
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모듈 제작 여
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신호처리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여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여부

에너지분리 광
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
합 장치 기술개
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설
계 및 제작 여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
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적용 가능 여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
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결과보고서의  적용 가능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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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차별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지표

○ (1-1과제) 자기장에 영향 없는(B-free)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표 3-1-29 (1-1과제) 연차별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지표>

연
도

투입예
산

(억 원)
주요 연구개발 활동

유형 성과지표 무형
성과
지표

SCI 
논문

특허 기타 성과물

15 30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설계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전산 모사

5

국내
(3)
국제
(1)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결과 

원천기
술확보
(센서 
기술)

16 40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제작

 1~ 7T 가변형 자기장을 발생 
장치 설계

10

국내
(3)
국제
(1)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결과

17 50

 B-free PET용 영상 모듈 제작 
 B-free PET용 영상 모듈 제작 
 1~ 7T 가변형 자기장을 발생 
장치 개발

10

국내
(3)
국제
(2)

B-free PET용 
영상 모듈

18 60

 B-free PET용 영상 모듈  보
완

 B-free PET용 전자회로 및 신
호처리 모듈 제작

 B-free PET/MRI 설계

10

국내
(3)
국제
(2)

B-free 
PET/MRI 요소 
모듈

19 70

 B-free PET용 전자회로 및 신
호처리 모듈 통합

 B-free PET용 방사선 영상처
리 모듈 제작 및 통합

 B-free PET 영상장치 영상왜
곡 시험 및 평가

10

국내
(4)
국제
(2)

B-free 
PET/MRI 
시작품

20 50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B-free PET/MRI 시스템 동물 
시험  및 보완

 B-free PET/MRI 시스템 임상 
적용 및 보완

5

국내
(4)
국제
(2)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성적서

신개념 
의료영
상기기
제품화 
기술

최
종

300  B-free PET/MRI 시스템 개발 20

국내
(20)
국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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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과제)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개발

<표 3-1-30 (1-2과제) 연차별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지표>

연
도

투입
예산
(억 원)

주요 연구개발 활동
유형 성과지표 무형

성과
지표

SCI 
논문

특허 기타 성과물

15 30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단일 센서 모듈 설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단일 센서 모듈 전산 
모사

5

국내
(3)
국제
(1)

에 너 지 분 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단일 
센서 모듈 설계 
및 전산 모사 
결과 

원천기
술확보
(센서 
기술)

16 40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단일 센서 모듈 제작

10

국내
(3)
국제
(1)

에 너 지 분 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단일 
센서 모듈 

17 50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다중 센서 모듈 제작

10

국내
(3)
국제
(2)

에 너 지 분 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다중 
센서 모듈

18 60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모듈  보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용 전자회
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설계

10

국내
(3)
국제
(2)

에 너 지 분 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요소 모듈

19 70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T용 전자
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통합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용 방사선 
영상처리 모듈 제작 및 통합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영상왜곡 
시험 및 평가

10

국내
(4)
국제
(2)

에 너 지 분 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시작품

20 50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동물 시
험  및 보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
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임상 적
용 및 보완

5

국내
(4)
국제
(2)

에 너 지 분 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시스템 시험 
성적서

신개념 
의료영
상기기
제품화 
기술

최
종

300  B-free PET/MRI 시스템 개발 20

국내
(20)
국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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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요예산 및 인력

1. 총예산 및 단계별예산 

○ (1-1과제) 자기장에 영향 없는(B-free)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표 3-1-31 (1-1과제) 연차별 총 예산>

(단위：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B-free 
PET

B-free 반도체형 방사선영상센서 기술
개발 

30 15 10 0 0 0 55

B-free  PET 장치 핵심 요소 기술 개
발

0 25 30 40 40 0 135

B-freePET/MRI영상융합장치기술개발 0 0 5 10 20 40 75

고자기장  MRI 모사 테스트 장치 제
작 및 PET 모듈 성능평가

0 0 5 10 10 10 35

인력 15 20 20 20 20 20 115

합계 30 40 50 60 70 50 300

- 재원 구분

<표 3-1-32 (1-1과제) 재원 구분별 단계별 총 예산>

(단위：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1단계
소계

2018년 2019년 2020년
2단계
소계

총계

정 부 22.5 30.0 37.5 90 45.0 52.5 37.5 135 225

지자체 - - - - - - - - -

민 간 7.5 10.0 12.5 30 15.0 17.5 12.5 45 75

계 30 40 50 120 60 70 50 18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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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과제)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개발

<표 3-1-33 (1-2과제) 연차별 총 예산>

                                                         (단위：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에너지
분리형 
3 차 원 
SPECT/
CT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발 

30 15 10 0 0 0 55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시스템 핵심 요소 기술 개발

0 25 30 40 40 0 135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기술개발 

0 0 5 10 20 40 75

인력 12 15 18 20 20 20 105

합계 30 40 45 50 60 40 265

- 재원 구분

<표 3-1-34 (1-2과제) 재원 구분별 단계별 총 예산>

(단위：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1단계
소계

2018년 2019년 2020년
2단계
소계

총계

정 부 22 30.0 34 86 38 45 30 113 199

지자체

민 간 8 10.0 11 29 12 15 10 37 66

계 30 40 45 115 50 60 40 15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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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 장비 및 시설  

<표 3-1-35 미래형 방사선 영상기기 개발 연구 예상 소요 장비 및 시설>

시설 및 장비 규   격 용   도 확보 방안

시
설

고자기장 발생시설 100 m2 고자기장 
발생장치

설계/구축

부품 세척/조립실 150m2  부품세척/조립
기존시설
활용

방사선 차폐시설 10mCi
PET용 동위원소 

사용
기존시설
활용

장
비

고자기장 발생시설 1 ~ 7T
고자기장 
발생장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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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성과활용

○ 연구 성과활용 및 신기술 개발을 연계로 의료영상 분야 신시장 창출 

및 국가기술경쟁력 제고 

- 치매 및 난치성 질환의 조기검진 핵의학 융합 영상기기 상용화 기술

과 연계한 보건기술을 기반으로 국민건강검진 및 국민 선진의료 보

건에 이바지함 

- 기 개발된 PET, SPECT, CT 핵심 기술 등을 진보시켜 PET/MRI, 

SPECT/MRI, SPECT/CT 등을 개발하고, 기수행과제로 취득한 국내외 

특허를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PET기반 융합 영상장치를 상용

화함

○ 단계적 시장진입 방법 모색

- 완성도 높은 기술을 연구계 중심으로 개발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

기업에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상품화하여, 순차적으로 PET, 

PET/MRI, SPECT/MRI, SPECT/CT 영상진단 세계 시장 등에 진입방법 

적극 모색

- 첨단 의료 장비 제조업이 가능한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의 기

술 이전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 상품화를 통해 국제 시장 선

점 및 경쟁력 제고

2. 기대효과

○ (기술적 효과) 차세대 치매 조기진단용 영상기기 시스템 기술 선점

- 첨단 PET/MRI, SPECT/MRI, SPECT/CT 장치의 핵심 영상모듈 기술 자

체확보

- 고자기장용 전신용 PET/MRI과 3차원 SPECT/CT의 개발은 핵의학영상

장치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함

- PET에 최적화된 화합물 반도체 기반의 영상센서의 최적화 및 양산기

술화 기술을 습득하여 유사 기술 분야의 핵의학영상기기 뿐만 아니

라 비파괴검사용 방사선 영상장비, 우주망원경 등 개발에도 이용가능

- 보급형 진단 PET/MRI 및 SPECT/CT 시스템이 상용화 된다면 이를 통

한 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등 총체적인 국가 관리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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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계가 가능할 것임

○ (경제적 효과) 방사선 의료기기 자체생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

감 및 효율화 가능 

- 첨단 핵의학 장비 확보를 통한 토종 핵의학 영상장치 기업 육성기반 

마련

- 국산장비 개발로 전량 수입에 의한 국민의료 보험비 경감 및 선진 국

민 보건 기술 기반 마련

- 주요 방사선 의료기기의 세계시장은  2014년도 17.1 B$ 규모이며, 5%

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는  136.6M$ 규모의 시장을 진입하

여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함

- 특히, GE 헬스케어, Philips 헬스케어, Siemens 글로벌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됨

- 본 사업의 성공완료 시 국내 시장에서 수입가격의 하락 및 고가의 핵

의학영상진단의료장비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사회적 효과) 노령인구가 증가할수록 퇴행성 뇌질환과 암 등 환자의 

유병율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새

로운 진단기기 개발은 국민 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 치매, 암 등 난치성 질환은 환자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의

료적사회적 비용의 지출 및 간병으로 인한 부담을 야기하므로, 조기

진단을 통한 질병 악화의 지연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

회 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 필수적임

- 노령층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시기를 연장하고 사회복지비용의 효과

적 집행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잠재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가

계경제의 파탄을 미연에 방지

- 현재 PET, SPECT, CT을 이용한 진단은 제한적인 보급률과 고비용 

때문에 이용 가능한 국민 비율이 낮으나, 자체기술 개발에 따른 보급

형 핵의학기기를 개발하고 상품화함으로써 국민이 첨단 진단 방법의 

선진의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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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분야 개발 제품 및 기술 파급 제품군

원자력 산업
방사선 감시장치, 개인용 선량계, 원전수거물 센터 환경감시용 
계측기 등

화공/소재 산업
초정밀 소재개발, 산업용 신소재, 분자 박막처리기기, 고분자 
개질처리기기 등

나노 산업
반도체 물성 검사장치, 나노입자크기측정장치, 신소재 물성평가 장치, 
중성자 영상분석장비, 나노입자 제조장치 등

의료/생명 산업

전임상 양전자 방출 영상장치(PET), DR, 컴퓨터 토모그라피(CT), 
감마카메라, 유방진단용 마모그라피장치, 사이버나이프, IGRT, IMRT, 
토모세라피, 근접치료장치, 위상대비 X선 영상장치, 마이크로빔, 
식품조사기기, 의료 기기 멸살균, 식물 육종, 방사성 의약품, 
인공심장 박동기, 고기능성 우주/특수식품 제조 등

녹색 산업 

라돈 측정장치, 토양, 수질 오염 분석 장치, 전자 소자(WEEE), 완구 
제조사 중금속 오염(RoHS) 측정 장치, 환경유해물질 정화기기, 
태양전지/2차전지/연료전지 소재용 나노입자, 바이오에탄올 공정처리 
등

비파괴

산업용 CT, 수화물 비파괴 탐지장치, 유체 공정 분석장치, 방사선 
밀도계, 비접촉 두께 측정기, 엑스선 형광 성분 분석장치, 비접촉 
섬유 중량 측정기, 반도체 패키지 검사기기, LCD 검사기기, 
타이어/엔진 검사기기, 석유화학 공정 추적자시스템 등 

보안
수화물 비파괴 검색기, 원격 핵물질 탐지기, IAEA 사찰 계측기, 
개인용 핵물질 분석장치, 핵테러 감지장치, 컨테이너 검색기 등

우주/항공 산업 
우주감마선망원경, 우리별 과학위성 탑재체, 외계생명체 탐색장치, 
달자원 탐사 위성용 계측기, 항공기 방사선 피폭감지기 등

<표 3-1-36 개발기술 관련 적용가능한 방사선융합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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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RFP

1. 중과제 RFP

RFP 번호 1-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영상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자기장에 영향 없는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7T의 고자기장에서 신호의 왜곡없이 PET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장치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도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발
-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전하의 신호를 자기장의 왜곡

없이 획득 가능한 기술 개발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B-free) PET 장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 B-free용 모듈 설계기술 확보 및 센서 신호획득을 위

한 핵심 신호처리 회로 기술 개발

 고자기장 MRI 모사 테스트 장치 제작 및 PET 모듈 성능
평가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B-free PET/MRI 영상 융합 
장치 기술개발 

기대 성과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RI 의
료영상기기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향상 

 구조적으로 작고 가벼운 검출기를 이용한 고성능 PET핵
심기술 개발

 상용 MRI에 부착하여 PET/MRI 기능-해부영상을 얻을 수 
있는 신개념 부착형 PET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간 및 
연구비

 300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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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1-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영상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에너지 분리와 3차원 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SPECT, 
CT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
발
- 방사선 센서에서 입사된 방사선의 에너지 분해가 가

능하고, 센서내에서의 광자 거동 추적이 가능한 방사

선 영상센서 기술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장치 핵심 요
소 기술 개발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장치 구동

에 필수적인 핵심 신호처리 회로 기술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기
술 개발
- 에너지 분리와 3차원 영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SPECT/CT 개발

기대 성과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RI 의
료영상기기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향상 

 구조적으로 작고 가벼운 검출기를 이용한 고성능 
SPECT, CT 핵심기술 개발

 상용 SPECT, CT의 기능-해부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
는 신개념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간 및 
연구비

 265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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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과제 RFP

RFP 번호 1-1-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영상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자기장에 영향 없는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도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기
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도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기
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도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조사 및 개발

- 반도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문헌조사

-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전산 모사

-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설계 및 성장 

기술 개발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도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제작

- 방사선 센서에 사용되는 반도체 성장 및 제작

- 제작된 반도체를 이용하여 PET 시스템에 적합한 센

서 제작

- 자기장에 평행한(E x B = 0) 단일 센서 모듈 제작

기대 성과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RI 의

료영상기기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향상 

 구조적으로 작고 가벼운 검출기를 이용한 고성능 PET핵

심기술 개발

 상용 MRI에 부착하여 PET/MRI 기능-해부영상을 얻을 수 

있는 신개념 부착형 PET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간 및 
연구비

 55억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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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1-1-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영상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자기장에 영향 없는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B-free) PET 장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B-free) PET 장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B-free) PET 장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 B-free PET용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 B-free PET용 전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 제작된 모듈을 통한 PET 시스템화

- B-free PET용 방사선 영상처리 모듈 제작

- B-free PET 시스템 통합작업 및 영상 획득

기대 성과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RI 의

료영상기기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향상 

 구조적으로 작고 가벼운 검출기를 이용한 고성능 PET핵

심기술 개발

 상용 MRI에 부착하여 PET/MRI 기능-해부영상을 얻을 수 

있는 신개념 부착형 PET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간 및 
연구비

 135억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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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1-1-3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영상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자기장에 영향 없는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고자기장 MRI 모사 테스트 장치 제작 및 PET 모듈 성능

평가

연구개발
목    표

고자기장 MRI 모사 테스트 장치 제작 및 PET 모듈 성능

평가

주요내용 및 
범위

 고자기장 MRI 모사 테스트 장치 제작

- 1 ~ 7T 가변형 자기장 발생 장치 개발

- 신호획득을 위한 경사자장 발생부 개발

- 신호획득을 위한 피험체용 coil 개발

 고자기장 내에서의 PET 모듈 성능평가

- B-free PET 시스템과의 통합

- B-free PET 영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획득 시험

기대 성과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RI 의

료영상기기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향상 

 구조적으로 작고 가벼운 검출기를 이용한 고성능 PET핵

심기술 개발

 상용 MRI에 부착하여 PET/MRI 기능-해부영상을 얻을 수 

있는 신개념 부착형 PET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간 및 
연구비

 75억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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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1-1-4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영상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자기장에 영향 없는 핵의학 영상 융합 시스템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B-free PET/MRI 영상 융합 장

치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B-free PET/MRI 영상 융합 장

치 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 B-free PET/MRI 영상 융합 

장치 기술 개발

- B-free PET/MRI 설계 및 제작

- B-free PET/MRI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 B-free PET/MRI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 B-free PET 영상장치와 MRI 영상 동시 획득 시험

- PET 영상 및 MRI 영상 융합 기술 개발

- 최종 획득 영상의 영상왜곡 정도 평가

기대 성과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RI 의

료영상기기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향상 

 구조적으로 작고 가벼운 검출기를 이용한 고성능 PET핵

심기술 개발

 상용 MRI에 부착하여 PET/MRI 기능-해부영상을 얻을 수 

있는 신개념 부착형 PET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간 및 
연구비

 35억/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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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1-2-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영상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센서 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설계 및 전산모

사

- 반도체형 방사선 영상센서 문헌조사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반도체 방사선 센서 내

부에서의 전하 거동 전산모사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반도체 방사선 센서 설

계 및 성장 기술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모듈 제작

- 방사선 센서에 사용되는 반도체 성장 및 제작

- 제작된 반도체를 이용하여 SPECT 시스템에 적합한 

센서 제작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단일 센서 모듈 제작

기대 성과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RI 의

료영상기기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향상 

 구조적으로 작고 가벼운 검출기를 이용한 고성능 

SPECT, CT 핵심기술 개발

 상용 SPECT, CT의 기능-해부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

는 신개념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간 및 
연구비

 55억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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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1-2-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영상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시스템 핵심 요

소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시스템 핵심 요

소 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모듈 제작 및 

보완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센서 모듈 

제작 및 보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센서 신호처리 전

자회로 및 신호처리 모듈 제작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센서용 신호처

리 및 전자회로 모듈 설계 및 제작

- 고속 (10 Mcps 급) 저잡음 신호처리 ASIC 개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센서 영상처리 모

듈 제작

- 에너지 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센서로부터 획

득한 신호를 이용하여 영상처리가 가능한 DAQ 시스

템 개발

기대 성과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RI 의

료영상기기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향상 

 구조적으로 작고 가벼운 검출기를 이용한 고성능 

SPECT, CT 핵심기술 개발

 상용 SPECT, CT의 기능-해부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

는 신개념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간 및 
연구비

 135억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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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1-2-3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영상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에너지 분리형 3차원 SPECT/CT 영상장치 기술 개발

세부과제명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설

계 및 제작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설계 및 제작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

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시험 및 성능평가

- 에너지분리 광자추적형 3차원 방사선 영상 융합 장치  

시스템 동물 시험 및 임상 적용

- SPECT 및 CT 영상 융합 기술 개발

- 최종 획득 영상의 영상왜곡 정도 평가

기대 성과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RI 의

료영상기기 상품화에 필요한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향상 

 구조적으로 작고 가벼운 검출기를 이용한 고성능 

SPECT, CT 핵심기술 개발

 상용 SPECT, CT의 기능-해부영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

는 신개념 핵심기술 개발

연구기간 및 
연구비

 75억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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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과제 미래형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발

제 1 절 과제개요

1. 과제의 추진근거

○ 방사선기기 시장은 의료·보안검색·국방·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구기반 부재로 90% 이상

을 수입에 의존

- ‘12년 세계 시장규모: 700억 불, 연 17% 고속 성장

＊ 세계시장 규모 대비 우리나라 시장은 연 1조원 대로 매우 미미함

＊ 선진국의 경우 ‘80년대부터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현재는 

소수 글로벌 기업체들이 우리나라 시장 주도

＊ 우리나라는 실버층 증대 및 의료산업 확대로 방사선치료기와 방사

선 진단영상장치의 수요가 급증하며, 테러방지 강화에 따른 방사선 

보안검색기 수요 계속적 증가

＊ 시장의 확장성에 비춰 국내 자생 능력 확보 시급

 <그림 3-2-1 방사선기기 세계 시장 규모(Frost&Sullivan, BCC Reserach, 

International Nuclear Societies Counci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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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의료기기 산업을 향후 경제성장을 이

끌 고부가가치산업, 기술지식집약형 첨단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인 

의료기기 R&D 지원

-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의료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 이 분야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국가연구개발 

투자는 여전히 미비하며, 의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선진

국대비 60% 수준으로 아직은 미흡한 실정

- 현재 국내 의료기기 수출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기기 수입

이 수출보다 2배 이상 높은 구조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음. (2006년 무역수지 적자：9.82억불) (자료：2007년 의

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방사성동위원소(RI)사용 의료영상기기(SPECT, PET)는 생체의 기능영

상을 제공함으로써 생명현상 규명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종양, 뇌·

신경계질환, 심장질환 등 질병 진단에 우수한 성적을 보여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사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미래형 가속기 연구개발의 중요성

- 가속기는 타 분야의 기술발전과 맞물려, 급속한 속도로 발전되어 왔

으며, 현재 새로운 방식의 가속기시설에 대한 설계 및 건설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 대표적인 예로 e+e- collider와 muon collider가 있으며, 유럽의 CERN, 

DESY, 미국의 Brookhaven, Argonne, Fermilab, JLab, SLAC, 일본의 

KEK 등이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

- 이 밖에도 FEL, 초전도체 등을 이용한 가속기 부품 개발, 플라즈마 

웨이크 필드를 이용한 가속방법에 대한 연구, 수십 GHz 대의 초고주

파를 사용한 가속기 개발 연구 등 현재 가속기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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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의 정의

○ K-band 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신 개념 방사선 발생장치 

핵심기술과 초고주파 발생장치 개발기술을 확보하여 기술집약적인 차

세대 성장동력사업 창출

○ 미래형 가속기 기술 개발을 통한 고성능 초경량 다목적 치료기 기반 

기술 개발

○ 초경량 고주파 전자가속기를 이용, 이동이 가능하며, 나아가 부착하여 

치료가 가능한 신개념 환자 중심 방사선 치료기 기술 개발

<그림 3-2-2 미래형 고주파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실 개념도 (출처: SWT 

그룹)>

3. 과제의 기술범위

○ 미래형 고주파 전자가속기 핵심요소 기술 개발

- 수 MW 출력이 가능한 K-band 급 고출력 고주파 발생장치

(Magnetron type) 원천기술 개발

- 초고주파 대역의 가속관 및 고주파 부품 가공기술 확보

○ 초고주파 대역의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기술 개발

-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자동제어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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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기반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운영기록 자동저장 시스템

○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성능측정 시스템 개발

- 빔 에너지, 전류, 에미턴스 등 전자가속기의 성능측정 표준모델 개발

○ 고성능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발생 기술

- 초고출력 레이저와 상대론적 플라즈마의 상호작용에 의한 첨단 방사

선 발생 기술 개발

- 방사선원에 따른 고성능 타겟 설계 및 제작 기술, 양성자빔 에너지 

변조 기술, 전자빔 에너지 가변 기술, 다중 방사선 발생용 연속 타겟 

공급 장치 개발 

○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 500 TW, 10 Hz 초고출력 레이저 개발

- 레이저 변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장치, 자동 정렬 및 집속 시스

템, 에너지 안정화 기술

○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 레이저빔 전송을 주로 하여 기존의 갠트리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갠트리 장치 개발

- 레이저빔 전송 및 제어 시스템, 다중 방사선 분리 장치, 에너지 선택 

장치, 방사선 조사 시스템, 방사선 차폐 장치 개발

○ 실시간 다중 방사선 계측 장치

- 광대역 에너지의 양성자빔 및 전자빔 측정 시스템, X-선 영상 장치, 

다중 방사선 선량 분포 측정 장치 개발

○ 펄스형 방사성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를 통한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

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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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술 내용

<표 3-2-1 미래형 방사선 치료기기 개발 세부기술 내용>

과제명 핵심기술명 주요 연구 개발 내용

암 치료용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개발

미래형 고주파 
발생장치 

핵심기술 개발

 K-band 대역의 고출력 고주파 발생장치 설계 기술개
발

 수 MW 대역의 출력이 가능한 고주파 발생장치 시스
템 제작 기술 확보

미래형 고주파 
전자가속기 

부품 가공기술 
개발

 K-band 대역의 고주파 전자가속기 가속관 가공기술 개
발

 K-band 대역의 고주파 부품 제작기술 확보
  - 도파관, Circulator, window 등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및 제어 
기술 개발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및 시운전 기술 확
보

 웹기반 운영기록 자동저장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고주파 전자가속기 성능측정 시스템 개발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고성능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발생 장치 개발

 방사선원에 따른 고성능 타겟 설계 및 제작 기술 개
발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전자빔 기반 X-선 발생 기술 개발
 레이저유도 양성자빔 에너지 분포 변조 기술 개발
 레이저유도 전자빔 에너지 가변 기술 개발
 다중 방사선 발생용 타겟 공급 시스템 개발
 실시간 플라즈마 계측 장치 개발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개발

 5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레이저 변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장치 개발
 레이저빔 자동 정렬 및 집속 시스템 개발
 레이저 에너지 안정화 기술 개발
 레이저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개발

 레이저빔 전송 및 제어 시스템 개발
 다중 방사선 분리 장치 개발
 방사선 에너지 선택 장치 개발
 방사선 차폐 장치 개발
 방사선 조사 시스템 개발
 갠트리 요소 통합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실시간 다중 
방사선 계측 
장치 개발

 광대역 에너지 양성자빔 측정 시스템 개발
 광대역 에너지 전자빔 측정 시스템 개발
 X-선 영상 장치 개발
 다중 방사선 선량 분포 측정 장치 개발
 계측 장치 통합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 개발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
 레이저유도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량 분포 예측 전산 
시스템 개발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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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술별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대안

<표 3-2-2 미래형 방사선치료기기 개발 세부기술별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대안>

기술구분 기존기술의 문제점 개발될 기술의 핵심 특징

고주파 
발생장치

 치료기에 적용 가능한 K-band급 
초소형 고주파 발생장치는 현재 
개발되어있지 않으며, 현재 활용
중인 고주파 발생장치들은 전량 
해외 수입품이기 때문에 암치료
기의 100% 국산화에 한계가 있
음

 치료용 방사선의 고주파 에너지
원으로 미국, 일본, 스웨덴, 영국 
등 몇몇 선진국만이 보유한 첨단
기술로, 국내기술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할 고
부가 가치 아이템 확보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현재 치료용 고주파 전자가속기
의 가장 높은 주파수는 X-band 
급으로 사이버나이프, CLINAC 
등의 치료기에 적용되고 있으나, 
무게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컴팩
트한 장비 제작에 한계가 있음

 기존 X-band급 대비 최대 3배의 
무게 및 크기를 줄여, 신개념 방
사선 치료기를 국내기술로 확보 
가능하며, 미래형 암치료기의 기
술우위 확보를 통해 새로운 세계
시장 개척 및 국가 방사선기기 
위상 제고

다중방사선 
발생 장치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가속기 등
의 장치를 달리 사용

 장치의 일부인 타겟의 종류를 바
꿈으로써 다중 방사선 발생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초고출력 레이저는 실험실 수준
에서 주로 사용되어 상업적 용도
의 안정화 수준에 이르지 못함

 레이저 변수 측정, 자동 정렬 등
을 통해 상업적 수준의 안정화 
획득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기존의 암치료 갠트리는 고에너
지의 양성자빔을 계속 전송하여
야 하므로 중량이 약 200 ton에 
달하면서, 위치 정확도를 1 mm
로 유지해야 함

 대부분의 빔전송을 레이저로 하
여 중량을 대폭 축소하며, 레이
저빔 정렬을 통해 위치 정확도 
향상

실시간 다중 
방사선 계측 

장치

 펄스형 방사선을 사용하면서 방
사선량을 실시간 계측하는 장치 
부재

 방사선 계측 소재 개발 및 성능 
시험을 통해 비간섭적인 실시간 
방사선량 측정 장치 개발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펄스형 방사선에 대한 생물학적 
효과 연구 미비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실험과 
모델 수립을 통해 레이저유도 방
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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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개발 필요성

1. 기술적 필요성

○ 초소형초경량의 고성능 고주파 전자가속기 개발 필요

- 현재 사용하는 산업용 및 의료용 고주파 전자가속기는 장비의 크기 

및 무게의 제약 사항과 높은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의 문제로 인하

여 한정된 분야에서만 전자가속기의 사용이 이루어졌음.

- 지속적인 고에너지 전자빔 조사 및 X선 이용 응용분야의 요구로 인

하여 다양한 산업 및 의료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초경량의 고성능 고주파 전자가속기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

고 있음.

- 최종적으로 휴대용 컴퓨터와 같이 초소형초경량 고성능 고주파 전자

가속기 장치를 이동형으로 사용함으로써, 가속기 장치를 사용하기 위

한 물리적 제약 사항을 없애고 산업 및 의료용 분야를 넘어 국방 분

야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가속기 개발

이 반드시 필요함.

○ 초소형초경량 고주파 전자가속기 개발을 위한 초고출력 신개념 초고주

파 발생장치 개발 필요

- 고주파 전자가속기의 경우 고주파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를 가속

시키는데, 국내의 경우 수 MW 대의 고출력 고주파 발생장치 개발 

기술이 전무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미래형 고주파 전자가

속기 기술 개발에 한계가 있음.

- 기존 레이더 및 가속기에 사용하는 고주파 발생장치는 기존 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소형화 장치를 제작하고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형 창조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원천기술 개

발 및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 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 사용을 사용하는 가속관 개발을 통한 미래형 

고주파 전자가속기 개발 필요

- 기존 고주파 전자가속기는 가속관 및 고주파 발생장치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비교적 높아 소형화 및 경량화 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이 존

재하였음. 

- 현재 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의 경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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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전자가속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낮은 주파수 대역 

(S-band, 2856 MHz)의 가속기에서 높은 주파수 대역 (X-band, 9.3 

GHz)의 가속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외 연구개발 기관 또한 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의 고주파 전자가속기용 가속관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저중량 보급형 입자빔 암치료기 개발

- 현재 입자빔 암치료 장치는 성능이 우수함에도 약 200톤에 달하는 갠

트리의 중량 때문에 장치 비용의 고가로 대중적인 이용이 어려움

- 입자빔 암치료 장치의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갠트리의 중량

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형 입자빔 암치료

기 개발 필요 

- 특히, 다양한 방사선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암치료 장치 

개발로 암의 종류 및 위치에 따른 최적화된 암치료 서비스 제공

○ 실시간 방사선량 분포 측정을 통한 치료 선량 최적화

- 입자빔 암치료와 동시에 X-선 영상 및 방사선량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개발로 방사선 조사의 정확성 향상 기술 개발

- 펄스형 방사선의 방사선량 실시간 측정으로 치료 선량 최적화

2. 사회경제적 필요성

○ 고주파 전자가속기의 미래 발전가능성과 성장률을 통한 국산화가 필요

함.

- 국내에서 고주파 전자가속기를 포함한 방사선 발생장치의 시장규모는 

매년 15~20% 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나, 전체 제품의 95%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고주파 전자가속기와 같은 고부가가치 방사선 

발생장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함.

- 현재 고주파 전자가속기는 크게 산업분야와 의료분야에서 주로 사용

되는데, 대표적으로 비파괴 검사장비와 암치료장비에 사용되고 있음.

- 암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고주파 전자가속기 이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최근 치료 기술과 기기 개발의 발전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현재 대형 가속기 기반 방사선 치료장비는 해외 제품의 의존

도가 매우 높으며 국내 개발 역시 전무한 수준임. 하지만 지속적인 

암 발병률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하여 가속기 기반 방사선 치료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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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암 치료용 가속기 기반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2011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0대 이상 설치/재설치 되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수입 대체와 차

세대 의료기기 시장 선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림 3-2-3 우리나라 연도별 전자선형가속기 이용기관 수 추이(Yano 

Research, Nondestructive Testing, 2010.)>

- 고주파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

가 크게 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

임. 특히 첨단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으며 중국, 대만, 인도 등 다양한 개

발 국가에서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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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비파괴 검사장비를 이용한 컨테이너 물류보안 시장 전망 (연간 

45%성장)>

○ 차세대 고주파 가속기 개발을 위한 가송기술 및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자립 및 시장선점이 반드시 필요함.

- 고주파 가속기는 전 세계적으로 소형화 및 경량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방

사선 발생장치를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세계적인 추세인 방사선 기기 기술 이용 산업 역량 강화 및 핵심 원

천기술 확보를 통한 차세대 방사선 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며, 더불어 시장선점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

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 

○ 미래 방사선 시장 개척 및 선점을 위한 차세대 레이저 유도 방사선 원

천 기술 확보

- 레이저유도 방사선은 첨단 과학 기술로서, 미래의 방사선 기술로 주

목을 받고 있음.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한 첨단 방사선의 원천 기

술을 확보하여 미래 방사선 시장을 새롭게 개척함과 동시에 국가 경

쟁력을 확보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을 구축하여야 함

- 레이저유도 방사선은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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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나 국내의 기술 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 앞으

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나 국내에 구축된 우수한 인프라, 인력, 장

비, 그리고 경험등으로 볼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

3. 정책적 필요성

○ 차세대 초소형초경량 고주파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 기기 대중화 

및 기술 선도

- 현재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 이용 산업 분야, 암 치료용 의료

기기 분야는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용하고 있음.

- 현대 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노령인구의 증가와 수명연장에 따라 암 

발생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세대 

전자가속기 이용 방사선 치료기기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적이고 환자 친화적인 차세대 방사

선 기기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차세대 초소형초경량 고주파 전자가속기 개발을 통해 방사선 기기의 

대중화를 통한 이미지 재고와 기술 선도를 통한 시장 선점을 이룩함

으로써 창조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의료용 차세대 고주파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선진 의료기술 대중화 및 

의료비용 현실화

○ 산업용 차세대 고주파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산업 기술 역량 확보 및 

방사선 이용 기술 발전

○ 미래 방사선 이용 기술 첨단장비 개발 및 시장 선점을 통한 방사선 기

술 선진국 진입

- 현재의 방사선 시장은 주로 선진국들의 기술에 의존해 왔으며, 장치 

개발도 기존 장치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 추격형’방식이었음. 날

로 확대되어가는 미래의 방사선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

해서는 ‘기술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전에는 없던 도전적인 첨단 

방사선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투자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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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현황 및 환경분석

1. 시장 및 산업 동향

○ 세계 핵의학영상진단장치 시장규모는 점진적으로 높은 성장률 예측 

- 2013년 세계 방사선 치료기 시장은 46.7 억달러로 2018년까지 연평균 

6.04%로 성장하여 약 62.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방사선 치료 기기 시장은 꾸준히 상승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종

양학 연구 및 여러 가지 기술적 진보로 인하여 시장의 규모는 계속 

획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기존에는 치료, 진단 및 계획 등 치료에 관한 각종 단계들이 따

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모든 단계를 하나의 장치로 진행할 수 있는 

Cyberknife, Gamma Knife, Tomo Therapy 등등의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산업은 더욱더 활기를 띄기 시작함

- 2013년도 까지는 인체의 외부에서 빔을 입사하여 치료를 받는 

External beam radiation 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Internal beam 

radiation therypy 혹은 Brachytherapy를 통한 내부 및 단거리치료법

이 개발되면서 방사선 치료기기 분야는 새로운 파이를 개척할 수 있

게 됨

<그림 3-2-5 세계 방사선 치료기 시장 전망 (US$ Billion) (TechNavio Analysis)>



- 148 -

<그림 3-2-6 세계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분류 도표 (TechNavio Analysis)>

<그림 3-2-7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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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 시장 현황

 

<그림 3-2-8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 시장 전망 (US$ Billion) (TechNavio 

Analysis)>

- 2013년 전 세계 방사선 치료기기 시장에서 전체의 76.9 % 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 항목

은 3D-CRT, IMRT, IGRT, VMAT, SRT, 양성자 치료기 등으로 세분화 

될 수 있으며 주로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사람의 몸 바깥에서 빔을 

입사하여 치료를 시도하는 방법임

-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의 세계시장은 2013년도에 35.9 억 

달러에서 2018년 48.6 억달러로 매년 6.24 퍼센트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에서 주로 사용되는 선형가속기의 눈

부신 발전으로 최근 관련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 중으로 특히 Gamma 

knife, Cyberknife, TomoTherapy 등의 초소형 장치가 급격히 증가하

고있는 실정

- 또한 최근 유럽 및 북미에서의 의료기기 정책이 방사선 치료기기에 

대해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시장의 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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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선형가속기 시장의 지속적인 증가

<그림 3-2-9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선형가속기 시장 예상 (US$, Billion)>

- External beam radiation therapy에서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선형가속

기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기기 시장은 2013년 29.7억달러에서 2018년 

38.8억 달러로 5년 평균 5.49 퍼센트의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부터 방사선 치료에 많이 이용되었던 선형가속기 분야의 지속적

인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은 훨씬 효율적이며 정확한 암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임

- 선형가속기는 현재 3D-CRT, IMRT, IGRT, VMAT, SRT, 등에 사용 중

에 있으며 비록 장치의 가격이 비싸고 규모가 거대할지라도 전 세계

적인 추세는 병원에서의 선형가속기의 사용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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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세계 방사선 치료기기 현황

<그림 3-2-10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세계 방사선 치료기기 현황>

- 세계 방사선 의료 기기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그리고 

일본이 있으며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

함

- 미국은 전체 시장의 37 퍼센트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을 가진 나라

로 최근 암 발병률 증가와 우수한 기술의 방사선 치료기기 도입으로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 중 하나임

- 독일은 전체 시장의 8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시장 확대는 

진보된 기술의 방사선 치료기의 개발로 인하여 촉진되고 있음

- 현재 독일에서는 IMRT의 사용이 두드러짐

- 전체 시장에서 5 퍼센트를 차지하는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다르게 

암 치료기 시장이 증대되는 이유로 고 연령화를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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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치료기기 기업 현황

<그림 3-2-11 방사선 치료기기 관련 기업 현황>

- 세계 방사선 치료기 시장은 크게 4개의 주요 업체와 나머지 영세 업

체들이 경쟁하는 구도로 이루어짐

- Varian Medical Inc., Elekta AB, Accuray Inc 및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Inc. 등 의 주요 업체들은 오랜 기간 서로 경쟁하며 최고

의 위치를 고수해 오고 있으며 이를 뒤따라서 Best Theratronics Ltd., 

Brainlab AG, C.R. Bard Inc. Eckert & Ziegler BeBIG, GE Healthcare 

Ltd, Hitachi America Ltd, Ion Beam Applications SA, Philips 

Healthcare, RaySearch Laboratories AB 등등의 수 규모 업체가 뒤를 

쫒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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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 동향 

가. 해외 기술개발현황

○ CERN에서 개발 중인 Compact Linear Collider(CLIC)

- SLAC, Fermilab, DESY, KEK와 같은 연구소에서 최대 1 TeV대역의 

전자-양전자 충돌형 가속기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속기는 상

대적으로 가벼운 Higgs boson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을 제공해줄 것이

며 더 가벼운 초대칭성 입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

임

- CLIC 시설의 고주파계(RF system)은 가속관의 종단 cell에서 최종적으

로 100 MV/m 이상의 가속구배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며, CLIC CDR

에서는 고주파 가속관의 공진 주파수는 12 GHz로 설계되었으며, 이 

전기장 형성을 위해서 대략적으로 200 MW/m의 RF power를 발생시

키기 위해서 고주파 발생장치로 DBA(Drive Beam Accelerator), 

PETS(Power Extraction and Transfer Structure) 그리고 CR(Combiner 

Ring) 등을 접목시킴 

<그림 3-2-12 CLIC 시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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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 기술은 첨단 과학을 이용하는 기술로 세계적

으로 연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기술임

- 레이저 유도에 의한 탁상형 다중 방사선 발생 기술은 미국, 영국, 일

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 고밀도 플라즈마를 이용한 핵융합 연구의 

일환으로 규모가 큰 고에너지 레이저를 사용하여 2000년대 초부터 

연구개발을 선도하여왔음

- 2000년 세계 최초로 미국의 LLNL (Lawrence Livermore Nat'l Lab.)에

서 레이저 유도에 의한 약 60 MeV의 양성자빔 발생이 실증된 직후, 

과학적인 관심사와 함께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인식되어 

세계의 유수한 연구기관에서 경쟁적인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산업적인 목적으로 규모가 작은 탁상형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연구

개발 또한 여러 선진국이 선도하여 발생 원리 개발, 계측 장치 개발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 왔음

- 극초단 X-선 분야는 특히 상당한 진척이 있어서 레이저 유도 극초단 

x-선을 이용하여 재료, 자성체, 반도체 등에서 발생하는 초고속 현상

의 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증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최근에는 방사선 기기로써의 산업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효율

이 높은 극초단 X-선 펄스 발생 및 계측제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고 중국은 후발로 참가하였지만 꾸준한 성과를 얻고 있음

- 이온빔 발생 기술은 암치료 장치 등 뚜렷한 활용 목표를 가지고 있지

만 발생원리의 복잡성, 아이디어 구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술 개

발의 속도가 느리게 이루어져 왔음

-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이를 획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

가 제시되고 있고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실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앞

으로 2-3년 내에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기관고유사업으로 관

련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레이저 선행펄스 활용 기술, 복합구조의 

타겟 개발 등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음. 관련 특허도 5건 보유 

중이며, 최근에는 미국특허 1건을 출원하였음.

○ 미래 첨단 방사선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

-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장치는 21세기 첨단 과학을 이용

하는 기술로서, 새로운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방사선 장치를 개발

하는 것임.

-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원천기술 확보의 목적으로 레이저 

유도 방사선의 의료 분야 활용을 위해 생물학적 영향 분석 연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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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정밀 방사선량 계측 기술 개발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고 미국

에서는 방사선 전송 및 방사선량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또한 최근 EU에서는 100 PW 급의 초고출력레이저 (ELI: Extreme 

Light Infrastructure) 구축 및 응용 기술 개발을 위한 범유럽 프로젝

터를 시작하는 등 학술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첨단 방사선 분야

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중임.

나. 관련 해외논문동향

○ 국내외 각 연구기관의 레이저유도 이온빔 발생 연구 현황

<그림 3-2-13 레이저의 세기에 따른 레이저 유도 양성자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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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국내외 각 연구기관의 레이저유도 이온빔 발생 연구 실적>

연구기관 방식 레이저 사양 및 이온빔 성능

LLNL (미국)(1)
고에너지 레이저를 100 μm 두께의 플라스틱 
타겟에 집속

레이저: 423 J, 0.5 ps
양성자빔: 60 MeV

LANL (미국)(2) 10 ~ 50 μm 두께의 두꺼의 Pd 사용
레이저: 25 J, 0.5 ps
Pd 이온: 225 MeV

F-SU (독일)(3)
Ti 포일에 코팅된 얇은 마이크로 구조의 
양성자원을 사용하여 에너지 폭이 좁은 
양성자빔 발생

레이저: 3x1019 W/cm2, 80 fs
양성자빔: 1.2 MeV
         (폭: 0.3 MeV)

LANL (미국)(4)
Pd을 가열하여 형성된 얇은 탄소층을 에너지 
폭이 좁은 탄소이온빔 발생

레이저: 20 J, 0.6 ps
탄소이온빔: 36 MeV
           (폭: 6 MeV)

MBI (독일)(5)

LS-RPA
(Light-Sail Radiation Pressure Acceleration)
원편광을 가진 초고강도 레이저와 수십 
나노미터 두께의 타겟을 사용

레이저: 3x1019 W/cm2, 30 fs
양성자빔: 13 MeV
탄소이온: 71 MeV

LANL (미국)(6)
BOA (Break-Out Afterburner)
펄스폭이 수 백 펨토초인 레이저와 매우 얇은 
타겟을 사용

레이저: 1023 W/cm2, 100 fs
탄소이온빔: 500 MeV

CLA (영국)(7)
HB-RPA (Hole-Boring RPA)
원편광을 가진 초고강도 레이저의 피스톤 역할

레이저: 1023 W/cm2, 100 fs
양성자빔: 400 MeV (예측)

FDR (독일)(8)
단면적의 지름이 2 μm로 유한한 크기의 
타겟을 이용하여 가속 정전기장 증대

레이저: 1020 W/cm2, 300 fs
양성자빔: 75 MeV (예측)

MPI (독일)(9)
LinPA (Linear Plasma Acceleration)
수십 나노미터 두께의 타겟을 이층구조로 사용

레이저: 1.4x1022 W/cm2, 33 fs
양성자빔: 400 MeV (예측)

JAEA (일본)(10)
레이저 선행펄스에 대한 저항이 큰 밀도가 
낮은 foam 타겟 사용

레이저: 1020 W/cm2, 40 fs
양성자빔: 26 MeV

LANL (미국)(11)
RPA + BOA (Break-Out Afterburner)
원편광을 가진 초고강도 레이저와 이층구조의 
타겟을 결합

레이저: 1021 W/cm2, 60 fs
양성자빔: 400 MeV (예측)

KAERI 
(한국)(12-15)

플라스틱 타겟에서의 가속 원리인 ARIE 
(Acceleration by Resistively Induced Electric 
field) 개발

레이저: 2.2x1018 W/cm2, 30 fs
양성자빔: 1.3 MeV

레이저 선행 펄스 효과 분석
레이저: 2.4x1018 W/cm2, 30 fs
양성자빔: 1.5 MeV
          3x109 개/shot

ARIE 효과를 이용한 Al-coated Mylar 타겟
레이저: 1.6x1019 W/cm2, 30 fs
양성자빔: 4.7 MeV

진공층이 있는 이층구조 타겟
레이저: 2x1019 W/cm2, 30 fs
양성자빔: > 20 MeV (예측)

(1) R. A. Snavely et al., Phys. Rev. Lett. 82, 2945 (2000).

(2) M. Hegelich et al., Phys. Plasmas 12, 056314 (2005).

(3) H. Schwoerer et al., Nature 439, 445 (2006).

(4). M. Hegelich et al., Nature 439, 441 (2006).

(5) A. Macchi et al., Phys. Rev. Lett. 94, 165003 (2005); Steinke et al., Laser Part. Beams 28, 215 (2010).

(6) L. Yin et al., Laser Part. Beams 24, 291 (2006).

(7) A. P. L. Robinson et al., Plasma Phys. Control. Fusion 51, 024004 (2009).

(8) T. Kluge et al., Phys. Plasmas 17, 123103 (2010).

(9) M. Grech et al, New J. Phys. 11, 093035 (2009).

(10) T. Najanura et al., Phys. Plasmas 17, 113107 (2010).

(11) C.-K. Huang et al., Phys. Plasmas 18, 056707 (2011).

(12) K. Lee et al., Phys. Rev. E 78, 056403 (2008).

(13) K. Lee et al., Phys. Plasmas 16, 013106 (2009).

(14) K. Lee et al., Phys. Plasma 18, 013101 (2011).

(15) K. N. Kim et al. Phys. Plasma 21, 0431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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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각 연구기관의 레이저유도 X-선 발생 연구 현황

<표 3-2-4 국내외 각 연구기관의 레이저 유도 극초단 X-선 발생 연구 실적>

연구기관 방식 레이저 사양 및 x-선 특성

JAEA (일본)(1) Xe 클러스터의 Coulomb explosion
레이저: 1019 W/cm2, 40 fs
X-선: 30 keV, 3x1010 photons/sec
     100 fs

ILE (일본)(2) 100 μm 두께의 Mo, Ag 고체 타겟
레이저: 30 TW, 58 fs
X-선: Mo-17 keV, Ag-22 keV

IOP (중국)(3) Ar 및 Kr 클러스터

레이저: 1018 W/cm2, 60 fs
X-선: Ar-2.96 keV, 2.5x1011 photons/J
     Kr-12.7 keV, 8x108 photons/J
     < 100 fs

LANL(미국)(4) Ar 클러스터
레이저: 40 fs, 1 Hz, 1 J
X-선: 0.4 - 0.415 nm

LULI(프랑스)(5) Se, V/Al
레이저 : 100 TW(~26 J), 300fs - 33ps
X-선: 0.76 - 0.81 nm

GIST (한국)(6) Ag x-ray 레이저
레이저: 2 J, 8 ps
X-선 레이저: 13.9 nm

KAERI (한국)(7-8)

레이저 가속 전자빔을 이용한 감마
선 발생

레이저: 2x1019 W/cm2, 30 fs
감마선: < 30 MeV, Au activation 실증

Al/C8D8 고체타겟
레이저: 2x1019 W/cm2, 30 fs
고속 플라즈마 분석 및 x-선 발생 분석
고속 중성자 발생

(1) Y. Hayashi et al., Opt. Lett. 36, 1614 (2011).

(2) Z. Zhang et al., Opt. Express 19, 4560 (2011).

(3) L. Zhang et al., Opt. Express 19, 25812 (2011).

(4) J. Colgan et al., High Density Physics 7, 77 (2011).

(5) S. Bastiani-Ceccotti et al., High Density Physics 6, 99 (2010).

(6) H. T. Kim et al., APL 98, 121105 (2011).

(7) S. H. Park et al., SPIE newsroom (2011).

(8) S, Lee et al., J. Korean Phys. Soc. 60, 4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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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 해외특허동향

○ 국가별 연도별 특허 동향

<그림 3-2-14 레이저 유도 방사선 기술 국가별 연도별 특허 동향>

- 레이저유도 방사선 기술은 21세기에 새롭게 발현한 기술로 특허출원

의 수는 많지 않으나, 최근 꾸준한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출원인의 국가별 특허 동향

<그림 3-2-15 레이저 유도 방사선 기술 다출원인의 국가별 특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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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암치료 전문 병원인 'Fox Chase Cancer Center'에서 가장 많

은 특허 출원을 하였는데,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유렵 등에도 함께 

특허를 출원하여 원천기술 권리를 확보하려함

- 한국에서도 꾸준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

<그림 3-2-16 레이저유도 방사선 기술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

- 미국의 FCCC는 레이저 가속기술, 플라즈마 발생 기술과 함께 의료용 

응용 기술로 함께 출원을 하는 등 미래 방사선 시장 선점을 위한 빠

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 주로 입자빔 발생 및 플라즈마 발생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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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환경 분석

○ 국내 환경 변화：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치료기 기술 개발이 미비함

- 국내에서는 레이저유도 양성자빔 발생을 위한 독창적인 고성능 타겟

을 개발하는 등, 고출력 레이저와 이를 이용한 다양한 방사선 발생기

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암치료 장치에 요구되는 성능

의 입자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주로 발생 기술 자체에 집중되어 왔으며, 암치료 장치와 

연계한 연구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발생 장치 외에 필요

한 장치 개발은 전무함. 

-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증대로 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거대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기

술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는 융합형 신개념 의료영상 및 진단 기술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집중적 지원과 개발 의지가 빈약함

○ 국외 환경 변화：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기업체가 시장 및 기술을 선

점

- 신기능, 고성능의 방사선 기기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시장을 

주도

- 질환에 대한 분자단위의 이해와 조기 진단을 위한 융합형 첨단 의용

기술개발 경쟁의 가속화

- Varian, Elekta, Thoshiba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과 시스템으로 

특화 되어 세계 치료기기 시장 및 기술을 선점

- 전반적으로 레이저유도 입자빔을 암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EU에서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의 양성자빔을 

이용한 암치료 장치를 개발하고자 시도 중임

- 단순히 발생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빔전송 및 계측 기술, 펄스형 방

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와 같은 암치료와 연계한 종합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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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분석

<표 3-2-5 미래형 방사선 치료기기 개발 연구 SWOT 분석>

강점요인(S) 약점요인(W)

 X-band급 방사선 치료기 원천기술 확보
를 통한 신개념 방사선 치료기 기술개발
의 교두보 확보

 급속도로 높아져 가는 암치료용 방사선기
기의 수요

 고성능 타겟 기술 등 독창적인 기술 보
유

 가속기 관련 기술 경험 및 인력 보유
 의료용 장치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성

 고주파 발생장치의 경우 개발경험이 없
는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세계시장
 의료용 장치 개발을 위한 체계 부족
 실시간 계측 장치 기술 부족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 
부족

기회요인(O) 위협요인(T)

 신개념 방사선기기 개발을 통한 시장 
개척

 선진국 만이 보유한 핵심기술 습득
 세계적으로 연구 개발 초기 단계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됨
 독창적인 원천기술 개발로 경쟁력 확보 
가능

 기술선도 기업의 견제
 기술개발의 높은 난이도
 미국, 일본, EU에서 국가적인 연구개발 
투자

 거대 연구 시설을 이용한 의료장치 개
발 진행

 기술의 파급성으로 경쟁 상대 증가 추
세

 (현안 시급성) 전 세계적으로 수명연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증가로 
암의 조기진단을 통한 조기치료 및 제3국의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기 보급 계
획의 확대 등의 시류에 맞추어 미래 첨단 방사선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 차세대 첨단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의료장치 개발이 시급

 (정책 타당성) 신개념 암치료기 개발읜 인간의 수명연장에 따른 암 발병률 증가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
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주도의 연구수행과 정책적 지원과 암 발생
률이 33%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 저렴하고 우수한 성능의 암치료 장치는 국민의 
삶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치료로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주도의 연구수행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

 (투자 효율성) 선진국에서 수년 이내에 기술개발이 확실시 되는 신개념 방사선 발
생장치의 개발의 ‘기술 추격형’에서 ‘기술 선도형’으로 국가 연구 개발 정책
이 요구되는 시점에, 첨단 과학을 활용하고 새로운 방사선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레이저유도 방사선은 국가주도의 과감한 투자로 암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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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가. 국내 기술개발현황

○ 국내 의료용 가속기 등 방사선 발생장치 분야 연구개발 동향 

- 암 치료용 고주파 전자가속기 분야의 경우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기연구원 등 출연연을 중심으로 C-, X-band

급 소형장치를 개발 중에 있음

- 대부분 설계 위주의 연구개발로 전자가속기의 핵심인 가속관과 고주

파 발생장치를 동시에 국산화 한 기관은 없는 실정이며, 특히 고주파 

발생장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방사선 암 치료기술이 광자선 치료 기술에서 입자선 치료 기술의 도

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감에 따라, 광자선 치료에서 활발히 연

구되던 실시간 종양추적 기술이 입자선 치료 분야에 융합 적용되어 

방사선 치료 분야의 핵심 기술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된 원천기

술을 획득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방사선의학 분야는 세계적 기술 수준에 진입하고 있으며, 

향후 집중적 연구 투자에 따라 우수 기술의 선점이 가능한 수준에 

있음

○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 기술 분야 연구개발 동향

- 초고출력 레이저 기술 및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 기술은 주로 정부

출연(연)과 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초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음 

＊ 광주과학기술원은 1 PW 급 레이저를 구축하여 1 GeV의 전자빔 발생, 80 

MeV 양성자빔 발생에 성공하였으며, 특히 우수한 레이저 기술과 타겟 제

작 기술, 그리고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전기연구원은 20 TW 레이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체 타겟의 밀도 

변조를 이용한 고성능의 전자빔 발생 기술을 개발하였음

＊ 포항공대는 독일의 MPI (Marx-Plank Institute)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극

초단 X-선 발생 기술을 확보하여, 아토초 시간대의 초고속 물성 분석 연

구를 수행중임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30 TW의 극초단 초고출력 레이저를 자체 개발한 기

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전자빔, 양성자빔, X-선, 그리

고 중성자를 발생 기술을 개발하였음. 특히 양성자빔의 경우 양성자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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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원리 규명뿐만 아니라, 빔의 에너지 분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

는 2건의 독창적인 타겟 구조를 개발하였음

<그림 3-2-17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진공이 있는 이중층 타겟’ 구조 

(왼쪽) 및 양성자빔 스펙트럼 계산 결과 (오른쪽) [국내 특허 등록]>

<그림 3-2-18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이온층이 삽입된 필름 타겟’ 

구조 및 양성자빔 스펙트럼 계산 결과 (오른쪽) [국내, 미국 특허 출원]>

○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응용 기술 분야 연구개발 동향

-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응용 기술 개발은 일부 산발적으로 수행

된 적이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한 상황임

- 레이저유도 X-선을 이용한 의료 영상 기술 개발은 포항공대에서 수

행한 적이 있으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 분야 응용 장치는 관심사가 매우 

높은 기술이나, 기술의 난이도와 선도 기술의 부재로 연구개발 투자

가 꺼려지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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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술 수준 

중점 
기술

요소 기술
기술 
완성도

국내 
수준
(세계

대비 %)

개발 방안

국내 기술 
보유 기관

외국의 
우수기술
보유기관

국내
개발 

외국
공동
개발

외주 
개발

C-band
RF

LINAC

전자총 및 
전원공급기

40 40 ○ PAL,
Varian, 
Nuctech

고주파 가속관 80 90 ○
PAL, 

DIRAMS
Varian, 
Nuctech

고주파 발생장치 
시스템

10 20 ○ - CPI, L3, E2V

고주파 부품 60 70 ○ - Varian, CML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제어 

50 60 ○ - Varian

X-band
RF 

LINAC

전자총 및 
전원공급기

70 80 ○
KAERI

성균관대
Varian, 
Nuctech

고주파 가속관 90 70 ○ KAERI
Varian, 
Nuctech

고주파 발생장치 
시스템

40 90 ○ - CPI, L3, E2V

고주파 부품 70 80 ○ 액티패스 Varian, CML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제어 

40 80 ○
KAERI,
성균관대

Varian

레이저
유도 
다중방
사선 
기반 
암치료 
장치 

고성능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발생 

기술

70 100 ○

한국원자
력연구원, 
한국전기
연구원, 
광주과학
기술원, 
포항공대

LLNL, MPI, 
ELI-Beamline

s, RAL, 
JAEA

<표 3-2-6 암 치료용 고주파 전자가속기 기술수준 및 개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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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LNL (미국):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 MPI (독일): Marx-Planck-Institute

* ELI-Beamlines (체코): Extreme Light Infrastructure - beamlines

* RAL (영국): 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

* JAEA (일본): Japan Atomic Energy Agency

* FCCC (미국): Fox Chase Cancer Center

* IRP (독일): Institute of Radiation Physics

나. 관련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현황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관 사업 

- 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서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과 관련하여 기초적

인 원리 파악 및 실증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임. 특히 암치료 관련한 

일부 응용 장치 기술 개발 중

기술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80 100 ○

한국원자
력연구원, 
광주과학
기술원

LLNL, 
ELI-Beamline

s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기술

50 70 ○
한국원자
력연구원

FCCC, IRP

실시간 다중 
방사선 계측 

기술
60 60 ○

한국원자
력연구원, 
광주과학
기술원

LLNL, MPI, 
ELI-Beamline

s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분석 기술 

60 50 ○
한국원자
력의학원

RAL, MPI, 
J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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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그림 3-2-19 방사선 치료기기의 현황>

입자빔 암치료 장치 기존 양성자 암치료 장치
레이저유도 방사선 기반 

암치료 장치

장치

가속기 사이클로트론 레이저가속 입자빔

중량 200톤 30톤 이하 (추정)

치료방식 양성자빔 (CW)
양성자빔, 전자빔 (펄스
형)

핵심기술

- 안정적인 양성자빔 
발생
- 고중량 갠트리의 
고정밀 제어를 통한 조사 
방식

- 안정적인 방사선 발생
- 실시간 영상 및 저중량 
갠트리의 고정밀 제어를 
통한 조사 방식 개선

<그림 3-2-20 입자빔 암치료 장치 현황 및 제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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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표 3-2-7 미래형 방사선 치료기기 연구의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과제명(부처) 선행과제 제안 과제

고성능 방사선 
치료 및 영상 시
스템 기술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X-band급 고주파 전자가속기 
기반의 로봇 융합 암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개발 

(차별성)
보다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K-band 대역의 고주파 전자가속기 
개발
(연계성)
X-band급 고주파 전자가속기 개발 
경험을 신개념 방사선 발생장치 
개발에 활용가능

탁상형 다중 방
사선 발생 장치 
기술 개발
(미래창조과학부)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발생 
기술 실증 및 핵심 장치 기
술 개발

암치료 장치를 목표로 기술 개발

○ 기존 기술과 제안 기술간의 연계도

<그림 3-2-21 전자가속기 기반 암치료 장치 연구의 기존 기술과 제안 기술과의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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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레이저 유도 기반 암치료 장치 연구 개발의 기존 기술과 제안 

기술과의 연계도>

제 4 절 사업의 목표 및 주요내용

1.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가. 최종목표

2-1 암 치료용 초경량 고성능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원천기술 개

발

○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원천기술 개발

○ 수 MW 급 출력의 고주파 발생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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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의 신개념 암치료 시스템

○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발생 장치 개발

○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시스템 개발

○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시나리오 개발

나. 세부기술 내용

<표 3-2-8 미래형 방사선 치료기기 개발 연구 세부기술 내용>

과제명 핵심기술명 주요 연구 개발 내용

암 치료용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
기 시스템 
기술개발

미래형 고주파 
발생장치 

핵심기술 개발

 K-band 대역의 고출력 고주파 발생장치 설계 기
술개발

 수 MW 대역의 출력이 가능한 고주파 발생장치 
시스템 제작 기술 확보

미래형 고주파 
전자가속기 

부품 가공기술 
개발

 K-band 대역의 고주파 전자가속기 가속관 가공기
술 개발

 K-band 대역의 고주파 부품 제작기술 확보
  - 도파관, Circulator, window 등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및 제어 
기술 개발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및 시운전 기
술 확보

 웹기반 운영기록 자동저장 제어 소프트웨어 개
발

 고주파 전자가속기 성능측정 시스템 개발

레이저 유
도 다중 
방사선 기
반 암치료 
시스템 기
술 개발

고성능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발생 장치 

개발

 방사선원에 따른 고성능 타겟 설계 및 제작 기
술 개발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전자빔 기반 X-선 발생 기술 개발
 레이저유도 양성자빔 에너지 분포 변조 기술 개
발

 레이저유도 전자빔 에너지 가변 기술 개발
 다중 방사선 발생용 타겟 공급 시스템 개발
 실시간 플라즈마 계측 장치 개발



- 170 -

다. 단계별 연구 목표

<표 3-2-9 미래형 방사선 치료기기 개발 연구 단계별 목표>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개발

 5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레이저 변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장치 개
발

 레이저빔 자동 정렬 및 집속 시스템 개발
 레이저 에너지 안정화 기술 개발
 레이저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개발

 레이저빔 전송 및 제어 시스템 개발
 다중 방사선 분리 장치 개발
 방사선 에너지 선택 장치 개발
 방사선 차폐 장치 개발
 방사선 조사 시스템 개발
 갠트리 요소 통합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실시간 다중 
방사선 계측 
장치 개발

 광대역 에너지 양성자빔 측정 시스템 개발
 광대역 에너지 전자빔 측정 시스템 개발
 X-선 영상 장치 개발
 다중 방사선 선량 분포 측정 장치 개발
 계측 장치 통합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 개발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
 레이저유도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량 분포 예측 
전산 시스템 개발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세부과제 핵심기술 1단계 2단계 3단계

암 치료용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개발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원천기술 
개발

 전자총, 고주파 가
속관 설계

 고주파 부품 제작 
기술 

 고주파 가속관 가
공기술 확보

 고주파 가속관 제작
 고주파 부품 제작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수 MW 급 
출력의 
고주파 
발생장치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고주파 발생장치 
설계 기술 

 고주파 발생장치 
제어 기술

 고주파 발생장치 
제작 기술

 고주파 발생장치 통
합 기술

 고주파 전자가속기-
발생장치 통합 성능
평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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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유
도 다중 방
사선 기반 
암치료 시
스템 기술 
개발

고성능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발생 장치 
개발

 고성능 타겟 설계 
및 제작 기술 개
발

 30 MeV 급 양성
자빔 발생 기술 
개발

 100 MeV 급 전자
빔 발생 기술 개
발

 전자빔 에너지 가
변 기술 개발

 실시간 플라즈마 
계측 장치 개발

 100 MeV 급 양성자
빔 발생 기술 개발

 레이저 유도 양성자
빔 에너지분포 변조 
기술 개발

 전자빔 기반 100 
keV 급 X-선 발생 
기술 개발

 연속 타겟 공급 장치 
개발

 200 MeV 급 양성자
빔 발생 기술 개발

 레이저유도 방사선 
안정화 기술 개발

 레이저유도 다중방사
선 장치 통합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개발

 1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레이저 변수 실시
간 모니터링 장치 
개발

 300 TW, 10 Hz 레이
저 개발

 레이저빔 자동정렬 
및 집속 시스템 개
발

 레이저 변수 실시간 
제어 장치 개발

 500 TW, 10 Hz 레이
저 개발

 레이저 통합 제어 시
스템 개발

 레이저 에너지 안정
화 기술 개발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개발

 레이저빔 전송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전자빔 및 양성자
빔 선택적 분리장
치 개발

 X-선 분리 장치 개
발

 방사선원에 따른 에
너지 선택 장치 개
발

 방사선 차폐 장치 개
발

 방사선 조사 시스템 
개발

 갠트리 요소 통합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실시간 
다중 
방사선 

계측 장치 
개발

 실시간 광대역 에
너지 양성자빔 측
정 시스템 개발

 실시간 광대역 에
너지 전자빔 측정 
시스템 개발

 실시간 X-선 분광 
장치 개발

 실시간 X-선 영상 
장치 개발

 실시간 양성자빔 에
너지 분포 측정 장
치 개발

 실시간 다중 방사선
량 분포 측정 장치 
개발

 계측 장치 통합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 
개발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펄스형 방사선원
의 선량 특성 분
석

 전산 모사를 통한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 효
과 분석

 세포모델링을 통한 
세포사멸효과 연구

 세포실험을 통한 펄
스형 방사선원의 세
포생존곡선 분석

 레이저유도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량 분포 
전산 시뮬레이션 시
스템 개발

 펄스형 방사선을 이
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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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과제)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개발

- 1단계

<표 3-2-10 (2-1과제) 1단계 연도별 연구목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 
연구목표

고주파 전자가
속기 개념설계

고주파 전자가
속기 부분품 및 
고주파 발생장
치 설계

고주파 전자가속
기 부품 가공기
술 확보

고주파 발생장치 
모듈 제작
및 고주파 전자
가속기 부품 가
공

연도별 
연구내용

사양설계
각 부픔별 공학
설계

고주파 전자가속
기 각 부품별 가
공기술

발생장치 모듈별 
제작 및 성능평
가

물리설계
발생장치 공학
설계

고주파 발생장치 
전산모사

고주파 전자가속
기 부품 시험가
공

연도별 
주요결과물

설계도 설계도
가공기술 노하우
전산모사결과

발생장치 모듈 
부분품

예산 15억원 15억원 40억원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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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표 3-2-11 (2-2과제) 2단계 연도별 연구목표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도별 

연구목표

고주파 발생장치 통합 
및 성능평가 및 고주
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상세설계

고주파 전자가속기 부
품 제작 및 제어프로
그램 설계

고주파 전자가속기 부
품 통합 성능시험

연도별 

연구내용

고주파 전자가속기 상

세설계

고주파 전자가속기 부

품 제작

고주파 전자가속기 부
품 통합 및 시작품 개
발

고주파 전자가속기 부

품 가공
제어프로그램

전자동 제어를 통한 

성능시험

고주파 발생장치 통합 
및 시험

연도별 

주요결과물

 상세설계 및 발생장
치 시작품

 성능시험 결과

 고주파 전자가속기 
부품별 시작품

 성능시험 결과
 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작품

예산 80억원 80억원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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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과제)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 1단계 

<표 3-2-12 (2-2과제) 1단계 연도별 연구목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 
연구목표

레이저 유도 다중방사선 기반 
암치료 장치 설계

고성능 타겟 개발 3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연도별 
연구내용

 고성능 타겟 설계용 전산 시
스템 구축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장치 
설계

 레이저유도 전자빔 발생용 
타겟 장치 설계

 실시간 플라즈마 계측장치 
설계

 고성능 타겟 설계 및 특성 
분석

 고성능 타겟 제작 기술 개
발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장
치 제작 및 성능 테스트

 레이저유도 전자빔 발생용 
타겟 장치 제작

 실시간 플라즈마 계측장치 
제작 및 성능 테스트

 3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기
술 개발

 100 MeV 급 전자빔 발생 기술 
개발

 전자빔 에너지 가변 기술 개
발

 레이저유도 플라즈마 실시간 
계측 및 분석

 100 TW, 10 Hz 레이저 설계
 레이저 에너지 실시간 모니
터링 장치 개발

 레이저 전단부 제작 및 성
능 테스트

 레이저 펄스 압축기 제작
 레이저 펄스폭 실시간 모
니터링 장치 개발

 레이저 선행펄스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개발

 1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및 성능 테스트

 레이저 변수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통합

 레이저빔 전송 장치 설계
 전자빔 및 양성자빔 분리 장
치 설계

 레이저빔 전송 장치 제작
 전자빔 및 양성자빔 분리 
장치 제작

 레이저빔 전송 장치 성능 시험
 전자빔 및 양성자빔 분리 장
치 성능 시험

 광대역 에너지 양성자빔 측정 
시스템 설계

 양성자빔 측정 소자 개발

 광대역 에너지 양성자빔 측
정 시스템 제작

 광대역 에너지 전자빔 측
정 시스템 설계

 전자빔 측정 소자 개발

 광대역 에너지 양성자빔 측정 
시스템 성능 시험

 광대역 에너지 전자빔 측정 
시스템 제작 및 성능 시험

 펄스형 방사선원 선량 분석 
모델 개발

 펄스형 방사선원 선량 특성 
분석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
포사멸 효과 분석용 전산 
모델 개발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 사
멸 효과 분석 모델 개발

연도별 
주요결과물

 30 MeV 급 레이저유도 디중
방사선 암치료기 개념 설계
도

 고성능 타겟 구조
 레이저 펄스폭 실시간 모니
터링 장치

 레이저 선행펄스 실시간 모
니터링 장치

 레이저빔 전송 장치
 광대역 에너지 양성자빔 측
정 시스템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
사멸 효과 분석용 전산 모
델

 3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100 MeV 급 전자빔 발생
 100 TW, 10 Hz 레이저
 전자빔 및 양성자빔 분리 장치
 광대역 에너지 전자빔 측정 시
스템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 사
멸 효과 분석 모델

예산 70억원 100억원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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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표 3-2-13 (2-2과제) 2단계 연도별 연구목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도별 
연구목표

실시간 에너지 분포 측정 
장치 개발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개발 1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연도별 
연구내용

 양성자빔 에너지분포 변
조용 타겟 설계 및 특성 
분석

 100 MeV 급 양성자빔 발
생용 타겟 설계

 전자빔 기반 X-선 발생
용 타겟 장치 설계

 연속 타겟 공급 장치 설
계

 양성자빔 에너지분포 변
조용 타겟 제작

 레이저유도 양성자빔 에
너지분포 변조 기술 개
발

 100 MeV 급 양성자빔 발
생용 타겟 제작

 전자빔 기반 100 keV 급 
X-선 발생 기술 개발

 연속 타겟 공급 장치 제
작

 1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기술 개발
 연속 타겟 공급 장치 성능 
테스트

 300 TW, 10 Hz 레이저 
설계

 레이저빔 자동 정렬 및 
집속 시스템 설계

 레이저 펄스 압축기 개선
 레이저빔 자동 정렬 및 
집속 시스템 제작 및 성
능 시험

 레이저 변수 제어 시스템 
설계

 3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및 성능 테스트

 레이저 변수 제어 시스템 제
작 및 성능 시험

 양성자빔 에너지 선택 장
치 설계

 전자빔 에너지 선택 장치 
설계

 양성자빔 및 전자빔 에너
지 선택 장치 제작 

 X-선 분리 및 에너지 선
택 장치 설계

 방사선 차폐 장치 설계

 X-선 분리 및 에너지 선택 
장치 제작 및 성능 시험

 방사선 차폐 장치 제작 및 성
능 시험

 X-선 분광용 시스템 설
계

 X-선 측정 소자 개발

 X-선 분광 장치 제작 및 
성능 시험

 X-선 영상 장치 설계
 실시간 양성자빔 에너지 
분포 측정 장치 설계

 X-선 영상 장치 제작 및 성
능 시험

 실시간 양성자빔 에너지 분포 
측정 장치 제작 및 성능 시
험

 다중 방사선 계측 장치 통합 
설계

 세포 모델링을 이용한 세
포사멸효과 연구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
포사멸 효과 측정 장치 
설계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
포사멸 효과 측정 장치 
제작

 세포실험을 통한 펄스형 
방사선원의 세포 생존곡선 
분석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
멸 효과 평가

연도별 
주요결과

물

 100 MeV 급 레이저유도 
디중방사선 암치료기 개념 
설계도

 양성자빔 에너지 분포 변
조용 타겟

 100 keV X-선 발생 기술
 연속 타겟 공급 장치
 레이저빔 자동 정렬 및 집
속 시스템

 양성자빔 및 전자빔 에너
지 선택 측정 장치

 X-선 분광 장치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
포 생존곡석 분석

 1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300 TW, 10 Hz 레이저
 X-선 분리 및 에너지 선택 장
치

 X-선 영상 장치
 방사선 차폐 장치
 실시간 양성자빔 에너지 분포 
측정 장치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 사
멸 효과 평가

예산 100억원 120억원 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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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표 3-2-14 (2-2과제) 3단계 연도별 연구목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연도별 
연구목표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개발

2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시스템 통합 및 성능 시험

연도별 
연구내용

 2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용 타겟 제작

 레이저유도 방사선 안
정화 요소 측정

 2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기술 개발

 레이저유도 방사선 안
정화 기술 개발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발생 장치 통합

 시스템 통합 및 성능 시험

 500 TW 레이저 증폭
단 제작

 레이저빔 에너지 안정
화 핵심 요소 측정

 레이저 통합 제어 시
스템 설계

 5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레이저빔 에너지 안정
화 기술 개발

 레이저 통합 제어 시스
템 제작

 방사선원에 따른 조사 
시스템 설계

 갠트리 구성 요소 통
합 제어 시스템 설계

 방사선원에 따른 조사 
시스템 제작

 갠트리 구성 요소 통합 
및 제어 시스템 제작

 실시간 방사선량 분포 
측정 장치 설계

 계측 장치 통합 및 데
이터 획득 시스템 설
계

 실시간 방사선량 분포 
측정 장치 제작

 계측 장치 통합 및 데
이터 획득 시스템 제작

 생물학적 실험을 통한 
세포 사멸효과 평가 및 
검증

 레이저유도 방사선량 
분포 예측 전산 시스템 
개발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평가

연도별 
주요결과

물

 200 MeV 급 레이저유
도 디중방사선 암치료
기 개념 설계도

 2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기술

 500 TW, 10 Hz 레이저
 실시간 방사선량 분포 
측정 장치

 레이저유도 방사선 조사 
시스템

 레이저유도 방사선량 분
포 예측 전산 시스템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기
반 암치료 시스템 통합 및 
성능 테스트 결과

 펄스형 방사선를 이용한 
암치료 계획 평가

예산 120억원 100억원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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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의 성과목표

○ (2-1 과제)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개발

<표 3-2-15 (2-1과제) 성과 목표>

중점추진 분야 원천기술 개발 첨단방사선장비 특허  SCI급 논문

초경량 고주파 
전자가속기

6 1
국내 5
국제 5

15

K-band 고주파 발생장치 3 1
국내 5
국제 5

7

○ (2-2 과제)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표 3-2-16 (2-2과제) 성과 목표>

중점추진 분야 원천기술 개발 첨단방사선장비 특허  SCI급 논문

고성능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 기술 

7 -
국내 15
국제 5

30

레이저 유도 입자빔을 
이용한 암치료 시스템

10 1
국내 20
국제 5

30

마. 개발목표

○ (2-1 과제)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개발

<표 3-2-17 (2-1과제) 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목표 국내최고수준

(기업/기관명)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현재 달성목표

1 공진주파수 GHz 9.3 ≥ 20
9.3

(KAERI)
12

(스위스, CERN)

2 가속구배 MV/m 8 30
15

(KAERI)
50

(스위스, CERN)

3 표면 조도 nm 70 30
70

(KAERI)
30

(스위스, 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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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과제)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표 3-2-18 (2-2과제) 개발 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목표 국내최고수준

(기업/기관명)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현재 달성목표

1
양성자빔 에너
지

MeV 80 200
80

(광주과기원)

80
(대한민국, 
광주과기원)

2
양성자빔 에너
지폭 가변

% - 1-100
1-100

(한국원자력
연구원)

1
(미국, UCLA)

3
양성자빔 발생
량

nA 10 10
10

(광주과기원)

10
(대한민국, 
광주과기원)

4
실시간 방사선 
계측 기술

% 10 1
10

(한국원자력
연구원)

10
(독일, MPI)

5 갠트리 무게 ton 200 30 - -

바. 개발 기술 예상 성과물  

<그림 3-2-23 미래형 고주파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실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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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a) 저중량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암치료 시스템과 (b) 기존의 

고중량 양성자 암치료 시스템>

<그림 3-2-25 레이저 유도 다중방사선 암치료 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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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스핀오프 파급 성과 

<그림 3-2-26 고주파 가속기 및 레이저 유도를 이용한 방사선 암치료 장치에 

사용되는 치료 계획 소프트웨어>

       

<그림 3-2-27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In-room 형태의 X선 영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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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내용 및 예산

○ (2-1 과제)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6년간)

- 총사업비 : 350 억원 (미래부 300 억원, 민간  50 억원)

<표 3-2-19 (2-1과제) 사업의 내용 및 예산>

세 부 과 제 명

기 간
예산 [억원]

[차년도]

1 2 3 4 5 6 국고 민간 합계

1

미래형 암 치료용 초경량 고성능 고주파 전자가속
기 핵심기술 개발

145 25 170

1-1
수십 nm의 제작 공차를 위한 가속관 가공, 
브레이징 기술 개발

40 5 45

1-2
K-band 급 고주파 전자가속기 부품 요소 기
술 개발

40 5 45

1-3
K-band 급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및 성능
평가

65 15 80

2

미래형 암치료기를 위한 고출력 초경량 고주파 발생
장치 개발

140 20 160

2-1 K-band 급 고주파 발생장치 요소기술개발 60 8 68

2-2 K-band 급 고주파 발생장치 전원장치 개발 60 8 68

2-3 K-band 급 고출력 펄스 제어기술 개발 20 4 24

3

미래형 암치료용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제어기술 
및 평가기술 개발

15 5 20

3-1
K-band 급 고주파 전자가속기 제어시스템 개
발

5 2 7

3-2
암치료용 K-band 급 전자가속기 방사선 통합 
제어시스템 개발

5 2 7

3-3 암치료용 방사선 발생기 성능 평가 지표 개발 5 1 6

총 액 300 50 350

○ (2-2 과제)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9년간)

- 총사업비 : 900 억원 (산업부 123억원, 미래부 132억원, 복지부 45억

원, 민간  2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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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0 (2-2과제) 사업의 내용 및 예산>

세 부 과 제 명

기 간
예산 [억원]

[차년도]

1 2 3 4 5 6 7 8 9 국고 민간 합계

1

고성능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112 38 150

1-1 고성능 타겟 설꼐 및 제작 기술 개발 30

1-2 2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기술 개발 50

1-3 100 MeV 급 전자빔 발생 기술 개발 12

1-4 100 keV 급 X-선 발생 기술 개발 8

1-5
레이저 유도 양성자빔 에너지 변조 기술 
개발

20

1-6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용 연속타겟 공급장
치 개발

10

1-7 레이저유도 방사선 안정화 기술 개발 20

2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개발 225 75 300

2-1 500 TW, 10 Hz 레이저 개발 200

2-2
레이저 변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시
스템 개발

30

2-3 레이저빔 자동 정렬 및 집속 시스템 개발 30

2-4 레이저 에너지 안정화 기술 개발 20

2-5 레이저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20

3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개발 262 88 350

3-1 레이저빔 전송 및 제어 시스템 개발 50

3-2 다중방사선 분리 장치 개발 80

3-3 방사선 에너지 선택 장치 개발 70

3-4 방사선 차폐 장치 개발 50

3-5 방사선원에 따른 조사 시스템 개발 40

3-6 전송장치 통합 및 제어 기술 개발 60

4

실시간 다중 방사선 계측 장치 개발 52 18 70

4-1 광대역 에너지 양성자빔 측정 시스템 개발 10

4-2 광대역 에너지 전자빔 측정 시스템 개발 10

4-3 X-선 영상 장치 개발 20

4-4 실시간 방사선량 분포 측정 장치 개발 20

4-5
계측 장치 통합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 개
발

10

5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22 8 30

5-1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 10

5-2
레이저유도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량 분포 
예측 전산 시스템 개발

10

5-3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10

총 액 673 227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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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체계도

<그림 3-2-28 암치료용 전자가속기 개발 기술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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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기반 암치료 장치 기술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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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암치료용 전자가속기 개발 기술체계>

기술체계 기술
성숙도

기술유형
상대적
중요성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K-band 
전자가
속기 
원천기
술 개발

초경량 고성능 
고주파 전자가속기 
핵심기술 개발

고정밀 가속관 가공기술 M E 5

고정밀 가속관 
화학처리기술

G K 4

고진공 가속관 
브레이징기술

G E 5

대면적 전자총 cathode 
제작 기술

E P 3

고전압 절연체 브레이징 
기술

E E 4

고출력 초경량 
고주파 발생장치 

개발

K-band 급 고주파 발생장
치 요소기술개발

M P 4

K-band 급 고주파 발생장
치 전원장치 개발

G K 5

K-band 급 고출력 펄스 
제어기술 개발

M E 4

K-band 급 고출력 고주파 
발생장치 제어기술 개발

G B 3

암치료용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제어기술 및 
평가기술 개발

고주파 전자가속기 
제어시스템 개발

M E 4

전자가속기 통합 
제어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M E 4

전자가속기 세부 성능 
평가 지표 개발

G B 4

레이저
유도 
다중방
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고성능 레이저유도 
발생 기술

200 MeV 양성자빔 발생 
기술

E K 5

100 MeV 전자빔 발생 
기술

G E 4

100 keV X-선 발생 기술 G E 4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M E 4

연속 타겟 공급 장치 E E 4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기술

레이저빔 전송 기술 M E 4
다중방사선 전송 기술 E K 5
다중방사선 조사 시스템 E K 5
방사선 차폐 기술 M B 3
진공 기술 M P 3
전송장치 통합 및 제어 
기술

M B 3

실시간 다중 방사선 
계측 기술

실시간 다중방사선 선량 
분포 측정 기술

G K 5

실시간 X-선 영상 기술 G 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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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숙도: 태동기(E), 성장기(G), 성숙기(M), 쇠퇴기(A)

○ 기술유형: 중요기술(K), 중점기술(E), 기반기술(B), 상용기술(P)

- 중요기술(Key technology): 기술경쟁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해서 확보가 필요한 요소기술

- 중점기술(Emphasis technology): 우리나라가 일정수준 이상의 위치에 있는 기술로서 경쟁력 

있는 차별화요소가 될 가능성이 큰 기술

- 기반기술(Base technology): 해당산업에서의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쟁우

위의 원천은 아닌 기술(특허성이 없음)

- 상용기술(Product technology): 경쟁사들이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기술

○ 상대적 중요성: 해당분야에서의 정책 및 경제사회적 중요도를 표시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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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과제 추진전략 및 체계

1. 과제추진체계

가.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 기술개발추진체계

- 주관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참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대

학, 산업체

<그림 3-2-30 (2-1 과제) 기술개발의 추진체계도>

＊ 20 GHz 급 고주파 대역의 가속관 가공기술 확보

- 산업 및 의료용 소형 20 GHz 가속관 RF 가속관 요구 사양 설계

- 9.3, 20 GHz 급 가속관 acceleration cell 가공기술 및 브레이징기술 

개발

- 9.3, 20 GHz 급 가속관 bunch cell 가공기술 및 브레이징기술 개발

- 9.3, 20 GHz 급 가속관 coupler slot 미세 가공기술 개발

- nm 급 표면 조도 측정기술 개발 및 20 GHz 급 가속관 제작 공차 

관리기술 개발

＊ 20 GHz 급 고주파 발생장치 원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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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20 GHz RF 전원공급장치 (Klystron 또는 Magnetron) 요구 사

양 설계

- 대전류 전자빔 인출용 Cylinder 형 cathode 기술 개발

- Klystron 용 대전류 전자총 상세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9.3, 20 GHz 가속관 가공기술을 기반으로 Klystron 및 Magnetron 

용 가속관 구조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고주파 제어용 AFC 제작기술 개발 및 Collector 제작기술 개발

- (2-2 과제)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그림 3-2-31 (2-2 과제) 기술개발 추진체계>

○ 부처별 추진체계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참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 (2-1 과제)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개발

＊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 GHz 급 고주파 네트워크 시스템 원천

기술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총괄을 수행

＊ 20 GHz 급 고주파 가속관, 발생장치 원천기술의 기술 사양 설계, 

가공 및 브레이징 기술 개발 그리고 개발 평가 지표를 수립

＊ 기술개발의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연산 3개 기관 협업을 통

해 다각도의 기술 개발 접근 방법을 채택, 개발된 기술의 검증 방법

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부처와의 연계

＊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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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암 치료용 20 GHz 급 고주파 가속기 및 발생

장치 제작기술 총괄을 담당하며, 각 연구 단계별 제작 및 연구 확

장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접목될 응용분야와의 적정성을 고

려한 연구를 수행

-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학에서는 각 연구 단계별 RF system 설계, 

제작, 브레이징 기술의 최신 정보 확보 및 선진 연구를 고려한 제

작 기술 방법 개발

-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산업체에서는 선진 기술 접목 가능성을 검토

하고, 9.3, 20 GHz 급 고주파 가속관, 발생장치 제작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 제작 평가 방법을 정립

- 궁극적으로 20 GHz 이상 대역의 고주파 가속관, 발생장치 원천기

술을 확보하고, 의료용 가속기 응용분야에 접목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표 3-2-22 (2-1과제) 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기관명 사유 및 근거
역할 분담

사업 수행 성과 활용

주관
기관

한국원
자력연
구원

S, X-band 급 
소형 고주파 

가속기 
선행기술 

개발

 20 GHz 급 가속관, 
발생장치 원천기술
개발 총괄

 가속관, 발생장치 
요소 기술 평가 

 초소형 가속기 
제작 기술 선점

 고주파 발생장치 
원천기술 개발로 
국가경쟁력 확보

협력
기관

대학

RF 시스템 
전문인력 및 
선진 연구 

교류

 20 GHz 급 가속기, 
발생장치 사양 설계

 20 GHz 급 가공, 
브레이징 선진 기술 
확보

 20 GHz 급 가속
기 선진 기술 실
현 가능성 검토

산업체 산업체

nm 급 가공 
및 브레이징 
기술 확보 및 

산업화

 20 GHz 급 가공, 
브레이징 기술 확보

 nm 급 제작 측정, 
분석 기술 확보

 nm 급 제작기술
로 국내 미세 가
공기술 확보

 THz 급 제작기
술 기반구축



- 190 -

- (2-2 과제)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 정부출연(연), 대학교 및 산업체, 특히 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신

개념의 암치료 시스템 개발

＊ 세계적으로 개발이 처음 시도되는 장치이므로, 각 연구개발 단계에

서 개발된 기술을 평가하여 차기 단계 개발 내용을 검토·수정함으

로써 최종 개발 장치의 성공가능성을 높임

＊ 특히, 개발되는 장치는 의료계에서 활용되는 장치이므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 역할 분담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고성능 레이저유도 입자빔 발생 기술,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과 관련된 가속기 기술과 로봇 기술, 그리고 방사선 

계측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체 연구 개발을 총괄하여 상

기된 분야의 기술을 주도적으로 개발

- 고출력 레이저 및 방사선 계측 장치,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통합 

제어 시스템은 관련 산업의 기술 성숙을 위하여 연구 개발단계에

서 산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 최종적인 활용 분야인 의료계에서는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

과 연구를 통한 암치료 계획 개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장치의 

의학적 신뢰성을 확보

- 세계적으로 동 분야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므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동향 파악 및 관련 인력 파견을 실시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

화하면서 고출력 레이저의 안정화 기술 등에서는 협력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장치 개발에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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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3 (2-2 과제) 사업의 기관별 역할분담>

기관명 사유 및 근거
역할 분담

사업 수행 성과 활용

주관
기관

한국원
자력연
구원

고성능 
레이저유도 
이온빔 발생 
기술, 입자빔 
광학계 
시스템, 
방사선 
계측기, 및 
로봇 기술 
보유

 사업 총괄: 시스템 
통합 및 성능 시험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초고출력 레이저 안
정화 기술 개발

 저중량 갠트리 시스
템 개발

 실시간 다중 방사선 
계측기 개발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신
개념 암치료 장
치 원천 기술 확
보

협력
기관

한국전
기연구

원

레이저유도 
전자빔 발생 
기술 보유

 100 MeV 급 전자빔 
발생 기술 개발

 레이저유도 방사
선 암치료 장치
에 활용

광주과
학기술
원, 

레이저유도 
X-선 발생 
기술, 
플라즈마 
계측 기술,
초고출력 
레이저 기술 
보유 

 100 keV 급 X-선 
발생 기술 개발

 레이저유도 방사
선 암치료 장치
의 영상 장치에 
활용

한국원
자력의
학원

이온빔에 
의한 
생물학적 
효과 분석 
임상 장치 및 
경험 보유

 펄스형 방사선을 이
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레이저유도 방사
선 암치료 장치
에 활용

산업체
관련 
산업체

펌프용 
고출력 
레이저, 
방사선 계측 
장치, 시스템 
통합 제어 
시스템 기술 
보유 업체

 초고출력 레이저 개
발

 레이저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X-선 영상 장치 개
발

 실시간 방사선량 분
포 측정 장치 개발

 암치료 시스템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레이저유도 방사
선 암치료 장치
에 활용

 레이저유도 방사
선을 이용한 초
고속 영상 장치 
개발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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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전략 및 방법

○ 사업 추진방안

- (2-1 과제)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개발

＊ 초소형 가속관, 발생장치 원천기술 확보-제작기술 선점으로 연계되

는 단계적 사업 추진과 기술의 완성도 및 안정성, 응용기술과의 적

정성 및 유효성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연구 진행

＊ 최종적으로 20 GHz 급 초소형 전자가속기를 개발하고, RF 발생장

치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전량수입 되는 초고주파, 고에너지 전자

가속기의 국가 경쟁력 확보, 비파괴검사 및 치료용 전자가속기 이용

분야와 연계하여 추진함

＊ (1단계) 20 GHz 대역 이상의 고주파 가속관 가공기술 확보

- 산업 및 의료용 요구 전자빔 사양을 고려한 9.3, 20 GHz 대역급 

고주파 가속관 설계 기술 개발

- 9.3, 20 GHz 대역급 고주파 가속관 cell별 가공 기술 확보

- nm 급 가속관 cell 브레이징 기술 확보

- 20 GHz 이상 대역의 고주파 가속관 제작 평가 지표 수립

＊ (2단계) 20 GHz 이상의 고주파 발생장치 원천기술 개발

- 9.3, 20 GHz 대역급 고주파 발생장치 요소별 기술 개발

- 미세 가공, 브레이징 기술에 기반한 고주파 발생장치 원천기술 개발

- (2-2 과제)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 기술적 난이도, 장치의 핵심 요소 및 연계에 따라 단계별 추진을 

하며, 최종 단계에서 암치료 시제품 성능 시험을 최종 목표로 연구 

진행

＊ (1단계)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및 장치 개발

- 고성능 타겟 설계 및 제작 기술, 초고출력 레이저 핵심 부분, 갠트

리 구성 핵심 요소, 그리고 실시간 계측 센서 개발 등 성공적인 

연구 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과 장치 개발에 집중

＊ (2단계) 기술 고도화 및 시스템 구성 요소 장치 개발 

- 레이저유도 방사선의 발생 기술을 고도화 하고, 레이저 진단 및 

제어, 입자빔 분리 및 실시간 계측 장치와 같은 암치료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 장치 개발 

＊ (3단계) 시스템 통합 및 성능 시험 

- 1, 2 단계를 통해 개발된 각 기술과 장치를 통합하여 암치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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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성능 시험

○ 기존사업의 성과 연계 및 활용방안

- 선행 개발되고 있는 S, X-band 급 전자가속기에 사용되는 고주파 발

생장치 개발과 연계하여, 전자가속기 전체 시스템 국산화 시도

＊ 기존 사업에서는 S, X-band 급 가속관, 소형 전자총, X-ray 발생 

표적장치를 주 요소로 개발 중이나, 전량 수입중인 고주파 발생장치

를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S, X-band 전자가속기 전체 시스템의 국

산화에 활용

- 기 방사선기기사업에서 개발된 장치 및 기술을 활용

＊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 기술은 기 사업에서 개발된 타겟을 중심으

로 고성능 방사선 발생에 주력

＊ 암치료 장치에 필요한 여러 핵심 장치들은 기 사업에서 확보한 장

치 및 경험을 활용하여 개발

＊ 핵심적인 개별 장치 및 아이디어 등은 기 구축된 장치를 이용하여 

성능 시험을 수행하면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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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로드맵 및 연차별 기술개발내용 

<그림 3-2-32 고성능 초경량 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 개발 계획>

<그림 3-2-33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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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관리 및 평가계획

       

가. 단계별 성과지표

○ (2-1 과제)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개발

<표 3-2-24 (2-1 과제) 단계별 성과지표>

실행
단계

제 1 단계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및 
발생장치 요소기술 연구개발

(2018년 ~ 2020년)

제 2 단계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및 
발생장치 제작 및 통합 평가 

기술개발 
(2021년 ~ 2023년)

주요
결과

 K-band 급 고주파 가속관 설
계 기술 확보

 K-band 급 전자총 설계 기술 
확보

 수백 nm 급 가속관 브레이징 
기술 확보

 K-band 급 고주파 발생장치용 
대전류 전자총 원천기술 확보

 K-band 급 고주파 발생장치용 
Drift tube 및 RF 증폭 원천기
술 확보

 K-band 급 고주파 발생장치 
구동을 위한 제어기술 확보

 K-band 급 고주파 bunch, 
acceleration cell 부분품 제작

 K-band 급 coupler cell 및 slot  
제작

 K-band 급 도파관, circulator, 
load, dummy load 등 RF 
component 제작

 K-band 급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및 성능 평가

 K-band 급 고주파 발생장치용 
요소기술 통합 및 성능 평가

 K-band 급 전자가속기, 발생장
치 성능평가 기술 확보

평가의
주안점

 K-band 급 고주파 가속관 설
계의 타당성

 K-band 급 가공 및 제작 공차
의 적성성

 K-band RF 발생장치 원천기술 
사양선정의 타당성

 K-band RF 발생장치 요소기술 
세부 특성의 적정성

 K-band 급 고주파 가속관 제작 
공차 측정 평가

 K-band 급 고주파 부분품류 RF 
전송 특성 평가

 K-band 급 전자가속기 성능 평
가

 K-band 급 RF 발생장치 성능 
팡가

 K-band 급 전자가속기, 발생장
치 성능 평가 지표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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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과제)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표 3-2-25 (2-2 과제) 단계별 성과지표>

실
행
단
계

제 1 단계
핵심 원천 기술 확보 

및 장치 개발
(2016년 ~ 2018년)

제 2 단계
기술 고도화 및 시스템 구성 

요소 장치 개발
(2019년 ~ 2021년)

제 3 단계
시스템 통합 및 성능 시험

(2022년 ~ 2024년)

주
요
결
과

 3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기술 개발

 100 MeV 급 전자빔 발
생 기술 개발

 1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레이저빔 전송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전자빔 및 양성자빔 선
택적 분리장치 개발

 실시간 광대역 에너지 
양성자빔 및 전자빔 측
정 시스템 개발

 전산 모사를 통한 펄스
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
사멸 효과 분석

 1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기술 개발

 레이저 유도 양성자빔 에너
지분포 변조 기술 개발

 전자빔 기반 100 keV 급 X-
선 발생 기술 개발

 연속 타겟 공급 장치 개발
 3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레이저 변수 실시간 제어 장
치 개발

 방사선원에 따른 에너지 선
택 장치 개발

 방사선 차폐 장치 개발
 실시간 X-선 영상 장치 개발
 세포실험을 통한 펄스형 방
사선원의 세포생존곡선 분석

 2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기술 개발

 500 TW, 10 Hz 레이저 개
발

 레이저 에너지 안정화 기술 
개발

 방사선 조사 시스템 개발
 실시간 다중 방사선량 분포 
측정 장치 개발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 계획 개발

 시스템 통합 및 성능 시험

평
가
의
주
안
점

 30 MeV 양성자빔 발생
 100 MeV 전자빔 발생
 1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레이저빔 전송 및 제어
시스템 성능 시험 결과

 전자빔 및 양성자빔 분
리장치 성능 시험 결과

 광대역 에너지 입자빔 
계측 시스템 성능 시험 
결과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 사멸 효과 분석 
결과

 100 MeV 양성자빔 발생
 양성자빔 에너지 변조 수준
 100 keV X-선 발생
 연속 타겟 공급 장치 성능 
시험 결과

 3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레이저 변수 실시간 제어 성
능 시험 결과

 방사선원에 따른 에너지 선
택 장치 성능 시험 결과

 방사선 차폐 장치 제작 여부
 실시간 X-선 영상 장치 성능 
시험 결과

 펄스형 방사선원의 세포생존
곡선 분석 결과

 200 MeV 양성자빔 발생
 500 TW, 10 Hz 레이저 개
발

 레이저 에너지 안정화 성능 
시험 결과

 방사선 조사 시스템 성능 
시험 결과

 실시간 다중 방사선량 분포 
측정 장치 성능 시험 결과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 계획의 평가 결과

 전체 시스템 성능 시험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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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기술별 평가지표 

○ (2-1 과제)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개발

<표 3-2-26 (2-1 과제) 핵심기술별 평가지표>

핵심기술 평가지표

X-band 급 
가속관 가공 
기술

 Nose corn을 활용한 high gradient 가속 cell 가공 여부
 1.2 : 1 수준의 coupling 계수를 갖는 번처 cell 가공 여부
 표면 조도 수백 nm 급 표면 처리 기술 개발 여부

X-band 급 
가속관 브레이징 
기술

 제작 공차 수백 nm 급인 브레이징 기술 개발 여부

X-band 급 RF 
발생장치용 
전자총 원천 
기술

 빔 인출 전류 수 A 급 전자총 구조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여부

 수십 A/cm2 급 전류 밀도를 갖는 cathode 기술 개발 여
부

X-band 급 RF 
발생장치용 Drift 
tube 원천 기술

 RF 증폭 효율 수십 % 이상의 drift tube, collector 구조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여부

 X-band RF Duty 0.0005 이상의 증폭 기술 개발 여부

K-band 급 
이상의 고주파 
가속관 가공 
기술

 Nose corn을 활용한 high gradient 가속 cell 가공 여부
 1.2 : 1 정도의 coupling 계수를 갖는 번처 cell 가공 여부
 표면 조도 수 nm 급 표면 처리 기술 개발 여부

K-band 급 
고주파 가속관 
브레이징 기술

 제작 공차 수십 nm 급인 브레이징 기술 개발 여부

K-band 급 RF 
발생장치용 
전자총 원천 
기술

 빔 인출 전류 수 A 급 전자총 구조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여부

 수십 A/cm2 급 전류 밀도를 갖는 cathode 기술 개발 여
부

K-band 급  RF 
발생장치용 tube 
원천 기술

 RF 증폭 효율 수십 % 이상의 tube, collector 구조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여부

 K-band 급 RF Duty 0.0005 이상의 증폭 기술 개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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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과제)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표 3-2-27 (2-2 과제) 핵심기술별 평가지표>

핵심기술 평가지표

고성능 타겟 설계 및 제작 기술
 타겟 설계용 플라즈마 전산 시스템 구축
 타겟 제작 정밀도: 0.5 μm

2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기술

 최대에너지 200 MeV 양성자빔
 발생량: 1010 protons/shot
 에너지 변조: 10 - 50%

100 MeV 급 전자빔 발생 기술
 최대에너지 100 MeV 전자빔
 발생량: 1010 electrons/shot
 에너지 가변: 10 - 100 MeV

100 keV 급 X-선 발생 기술
 전자빔 기반 100 keV X-선
 발생량: 1012 photons/shot
 선폭: 1%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용 연속 
타겟 공급 장치

 1회 장착: 1,000 shot
 타겟 위치 정밀도: < 10 μm
 타겟 이송 속도: 5 cm/s

500 TW, 10 Hz 레이저
 500 TW, 10 Hz
 30 fs
 신호대잡음비: 10-8

레이저 변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반복율: 10 Hz
 레이저 펄스폭 및 선행펄스 실시간 측정
 펄스폭 정확도: < 5 fs
 선행펄스 dynamic range: 1010, 시간 영역: 1 ns

레이저 에너지 안정화 기술  에너지 안정화: < 1%, 1 시간

레이저빔 전송 및 제어 시스템
 레이저빔 전송 거리: 50 m
 레이저빔 정렬 정확도: < 2 cm @ 집속경

다중방사선 분리 장치
 전자빔 및 양성자빔 분리
 저중량 설계

방사선 에너지 선택 장치
 전자빔: 10 - 100 MeV, 10 MeV 간격
 양성자빔: 50 - 200 MeV, 10 MeV 간격
 X-선: 10 - 100 keV, 10 keV 간격

방사선 조사 시스템
 빔크기 조절: 1 - 10 cm
 Stirring 기능

광대역 에너지 입자빔 측성 
시스템

 전자빔 에너지: 10 - 100 MeV, 측정량 정확도: < 1%
 양성자빔 에너지: 50 - 200 MeV, 측정량 정확도: < 1%

실시간 X-선 영상 장치
 동작속도: 10 Hz
 해상도: < 1 mm

실시간 방사선량 분포 측정 
장치

 동작속도: 10 Hz
 해상도: < 1 mm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 결과

레이저유도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량 분포 예측 전산 
시스템

 방사선량 분포 예측 전산 결과의 정확성 (실험치와 비교)

레이저유도 방삿너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암치료 계획에 대한 전문 의사의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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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차별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지표

○ (2-1 과제)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개발

<표 3-2-28 (2-1 과재) 연차별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지표>

연
도

투입예
산

(억 원)
주요 연구개발 활동

유형 성과지표 무형
성과
지표

SCI 
논문

특허
기타 
성과물

16 30
미래형 암기료기용 고주파 전자가속
기 & 발생장치 개념설계

5

국내
(1)
국제
( )

개념
설계도

개념설계
완료

17 40
K-band 급 고주파 발생장치 모듈 제
작 및 고주파 전자가속기 부품 가공

6

국내
(2)
국제
( )

상세
설계도 

& 
가공기
술 

&부분
품

상세설계
완료 & 부품 
가공품

18 50
미래형 암치료기용 고주파 발생장치 
통합 및 성능평가

4

국내
(1)
국제
(1)

고주파 
발생장
치 

시작품

원천기술 확보

19 80
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상세설계 
& 발생장치 통합 및 성능평가

3

국내
(2)
국제
(1)

상세
설계도 

& 
시작품

상세설계
완료 & 발생장치 
시작품

20 80
고주파 전자가속기 부품 제작 및 제
어프로그램 설계

3

국내
(1)
국제
(2)

제어프
로그램

제어프로그램

21 70
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통합 및 
성능시험

3

국내
(2)
국제
(3)

성능시
험 결과

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작품

최
종

350 24

국내
( )
국제
( )

미래형 암치료기용 
고주파 전자가속기 
상용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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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과제)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표 3-2-29 (2-2 과제) 연차별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지표>

연
도

투입
예산
(억 
원)

주요 연구개발 활동

유형 성과지표
무형
성과
지표

SCI 
논문

특허
기타 
성과물

16 70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 장치 설계
 레이저유도 전자빔 발생 타겟 장치 설계
 100 TW, 10 Hz 레이저 설계
 레이저빔 전송 장치 설계
 전자빔 및 양성자빔 분리 장치 설계
 양성자빔 측정 센서 개발
 펄스형 방사선원 선량 분석 모델 개발

3

국내
(1)
국제
(0)

개념설
계/설
계도

17 100

 고성능 타겟 설계 및 특성 분석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장치 제작 및 성능 
시험

 실시간 플라즈마 계측장치 제작 및 성능 시
험

 레이저 전단부 및 펄스 압축기 제작
 레이저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개발
 레이저빔 전송 장치 제작
 전자빔 및 양성자빔 분리장치 제작
 광대역 에너지 양성자빔 측정시스템 제작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 효과 분석용 
전산 모델 개발

4

국내
(2)
국제
(1)

시작품 
제작

18 100

 3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100 MeV 급 전자빔 발생
 레이저유도 플라즈마 실시간 계측 및 분석
 1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레이저빔 전송장치 시험
 전자빔 및 양성자빔 분리 장치 성능 시험
 광대역 에너지 입자빔 측정 시스템 성능 시
험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 효과 분석 
모델 개발

6

국내
(3)
국제
(1)

원천기
술 
확보

19 100

 100 MeV 급 양성자빔 타겟 설계
 양성자빔 에너지분포 변조용 타겟 설계
 연속 타겟 공급 장치 설계
 300 TW, 10 Hz 레이저 설계
 레이저빔 자동 정렬 및 집속 시스템 설계
 입자빔 에너지 선택 장치 설계
 X-선 측정 소자 개발
 X-선 분광 시스템 설계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 효과 측정 
장치 설계

7

국내
(4)
국제
(1)

원천기
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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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0

 양성자빔 에너지분포 변조 기술 개발
 1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용 타겟 제작
 100 keV 급 X-선 발생
 연속 타겟 공급 장치 제작
 레이저빔 자동 정렬 및 집속 시스템 제작
 레이저 변수 제어 시스템 설계
 입자빔 에너지 선택 장치 제작
 X-선 분리 및 에너지 선택 장치 설계
 방사선 차폐 장치 설계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 효과 측정 
장치 제작

8

국내
(4)
국제
(1)

시작품 
제작

21 120

 1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연속 타겟 공급 장치 성능 시험
 3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레이저 변수 제어시스템 제작 및 성능 시험
 X-선 분리 및 에너지 선택 장치 제작
 방사선 차폐 장치 제작
 X-선 영상 장치 설계
 실시간 양성자빔 에너지 분포 측정 장치 제
작

 펄스형 방사선에 의한 세포사멸 효과 평가

8

국내
(5)
국제
(1)

시작품 
세작 
및 
성능평
가

22 120

 2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용 타겟 제작
 레이저유도 방사선 안정화 요소 측정
 500 TW 레이저 증폭단 제작
 레이저빔 안정화 핵심 요소 측정
 방사선원에 따른 조사시스템 설계
 실시간 방사선량 분포 측정 장치 설계
 생물학적 실험을 통한 세포사멸 효과 평가 
및 검증

8

국내
(5)
국제
(1)

성능평
가

23 100

 200 MeV 급 양성자빔 발생
 레이저유도 방사선 안정화 기술
 500 TW, 10 Hz 레이저 개발
 레이저빔 안정화 기술
 방사선원에 따른 조사 시스템 제작
 실시간 방사선량 분포 측정 장치 제작
 레이저유도 방사선량 분포 예측 전산 시스템 
개발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8

국내
(5)
국제
(2)

성능평
가/제
어프로
그램

24 70
 시스템 통합 및 성능 시험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평가

8

국내
(6)
국제
(2)

제품개
발

최
종

900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기반 신개념 암
치료 장치

60

국내
(35)
국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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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요예산 및 인력

1. 총예산 및 단계별예산 

○ (2-1 과제)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술개발

- 1단계

<표 3-2-30 (2-1 과제) 1단계 단계별 예산>

2016 2017 2018 계

고성능 초
경랑 초고
주파 전자
가속기 시
스템 기술

개발

암 치료용 초경량 고성능 고주
파 전자가속기 핵심기술 개발

7 15 20 42

고출력 초경량 고주파 발생장
치 개발

20 20 25 65

미래형 암치료용 고주파 전자
가속기 통합제어기술 및 평가
기술 개발

3 5 5 13

인력 15 15 20 50

합계 30 40 50 120

- 2단계

<표 3-2-31 (2-1 과제) 2단계 단계별 예산>

2019 2020 2021 계

고성능 초
경랑 초고
주파 전자
가속기 시
스템 기술

개발

암 치료용 초경량 고성능 고주
파 전자가속기 핵심기술 개발

70 70 60 200

미래형 암치료용 고주파 전자
가속기 통합제어기술 및 평가
기술 개발

10 10 10 30

인력 10 10 10 30

합계 80 80 7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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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구분

<표 3-2-32 (2-1 과제) 예산별 재원구분>

(단위：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정 부 25 35 40 70 70 60 300

지자체 - - - - - - 0

민 간 5 7 8 10 10 10 50

계 30 42 48 80 80 70 350

○ (2-2 과제) 레이저 유도 다중 방사선 기반 암치료 시스템 기술 개발

<표 3-2-33 (2-2 과제) 연도별 예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레이저
유도 
다중방
사선 
기반 
신개념 
암치료 
장치

고성능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11.6 16.7 16.7 16.7 20 20 20 16.7 11.6 150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개발

24 33 33 33 40 40 40 33 24 300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개발

26.5 39 39 39 47 47 47 39 26.5 350

실시간 방사선 계측 장치 
개발

5.5 8 8 8 9 9 9 8 5.5 70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2.4 3.3 3.3 3.3 4 4 4 3.3 2.4 30

인력 30 35 35 35 40 40 40 35 30 320

합계 70 100 100 100 120 120 120 100 7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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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구분

<표 3-2-34 (2-2 과제) 예산별 재원구분>

(단위：억원)

구 분 2016년2017년2018년
1단계
소계

2019년2020년 2021년
2단계
소계

2022년2023년 2024년
3단계
소계

총계

정 부 52.5 75 75
202.
5

75 90 90 255 90 75 52.5
217.
5

675

지자체

민 간 17.5 25 25 67.5 25 30 30 85 30 25 17.5 72.5 225

계 70 100 100 270 100 120 120 340 120 100 70 29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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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 장비 및 시설  

<표 3-2-35 미래형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발을 위한 소요 장비 및 시설>

시설 및 장비 규   격 용   도
확보 
방안

시설

부품 정밀가공실 250 m2 가속기 부품 
정밀가공

설계/구축

부품 세척/화학실 150m2 가속기 
부품세척/후처리

설계/구축

부품 소결/접합실 250 m2 가속기 부품 
소결/브레이징

설계/구축

부품 계측/조립실 150m2 가속기 부품 정밀 
계측실

설계/구축

가속기 측정 실험실 350 m2

전자가속기/고주
파발생장치 성능 

평가
설계/구축

청정실 500 m2 초고출력 레이저 
설치

설계/구축

방사선 차폐 실험실 500m2 갠트리 설치 및 
시험

설계/구축

장비

CNC, 밀링, 연삭기, 연마기 
드릴, 선반 등 정밀가공 

장비
-

가속기 부품 정밀 
가공

구매

화학 세정용 jig -
가속기 부품 

후처리
구매

고온 진공열처리 장치
Brazing 진공로

-
가속기 부품 
열처리/조립

구매

3차원측정기, 표면 
정밀측정, SEM, TEM, AFM 

등 정밀 측정기계
-

가속기 부품 
계측/표면 정밀 

계측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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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성과활용

○ 연구 성과활용 및 신기술 개발 활용 의료 및 산업용 고주파 미래 기술 

선점 및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 20GHz 이상의 고주파 가속관 및 발생 장치 개발을 통한 초소형 초경

량 원천 기술을 구현 방위 산업체, 항공 운수업체 및 소형 의료용 치

료기 분야에 활용함

- 초경량 고주파 기술 확보를 통해 이동형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항공 

및 물류검사, 대테러 방지용 폭발물 검사 등 산업 분야에 적용

○ 단계적 시장진입 방법 모색

- 완성도 높은 기술을 연구계 중심으로 개발하여 방위산업체 및 의료 

장비 기업체에 이전하고 상품화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기기 및 비파괴 검사 장비 시장을 국내 기술 및 제품으로 대체

- 방사선 치료기기 및 비파괴 검사 장비 등을 순차적인 상품화를 통하

여  개발 기술 검증 및 세계 시장 비교 우의 확보  

○ 신개념 보급형 암치료 장치 상용화 추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및 장치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 이전 혹

은 산업체와 연계한 보급형 암치료 장치 상용화 추진

○ 극초단 방사선 활용 장치 개발

- 초고속 물질 분석 및 생명 현상 연구를 위한 첨단 방사선 응용 장치 

개발에 활용

2. 기대효과

○ (기술적 효과) 차세대 초소형 고주파 전자가속기 원천 기술 확보 

- 초소형 가속기 개발은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이동형 비파괴 검사 시스

템에 활용될 전망임

- 기존의 대형 고정식의 비파괴 검사 장치의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한

계를 극복하여 차세대 비파괴 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임  

＊ S-band를 활용한 이동형 비파괴 검사 장치와 비교하여 현장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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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우수하고 가속관의 소형화에 따른 냉각 장치 및 전원의 소형화 

가능

- 방사선 치료기의 핵심 부품으로서 가속관 소형화를 통해 치료 방법 

및 구동에 제약이 줄고 기기 설계에 자유도를 높여 국내 방사선 치

료기 기술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 가속관 소형화에 따른 방사선 치료기의 이동성 및 소형화를 실현하며 

병원 중심의 의료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

템 구축에 이용 할 수 있음

- 20GHz 대역의 고주파 선형 가속기 및 발생장치 개발 시 요구되는 

RF 제어 기술 ,정밀 가공 , 계측 제어 기술 등은 가속기 및 고주파 

관련 분야 이외에도 아날로그/RF 집적회로 , 반도체 , 정밀 기구 설

계 등 타 분야에 기술 발전에도 이바지함

- 고주파 발생 장치 개발은 가속기 자체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 K-band 

대역의 레이더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에도 이용 가능

-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의료 장치 개발로 차세대 첨단 

방사선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종합적인 

장치를 개발하는 것으로 적용 범위에 따라 다양한 방사선 응용 장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음 

 

○ (경제적 효과) 차세대 초소형 고주파 전자가속기 원천 기술 확보에 따

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및 효율화 가능

- 초소형 고주파 전자 가속기를 핵심으로 하는 방사선 치료 기기의 경

우 국내 기술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며 치료 기기는 100% 수입에 의존

하고 있으며 2010 원자력 의학 포럼 자료의 경우 2005년 ~ 2009년 

한국에서는 총 63대의 가속기를 수입 하였으며 수입 비용은 약 

4000~5000억으로 추산 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가 요구되며 전 

세계적으로 한해 800만대 이상의 방사선 치료기기가 설치 또는 재설

치 되고 있음

- 20GHz 대역의 고주파 선형 가속기 및 발생장치 개발기술의 확보는 

국내 방사선 치료기 수입으로 발생하는 국비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더불어 초경량 고주파 선형가속기의 개발을 통해 해외 의료기기장비 

업체와 핵심 기술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음

- 새로운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 활용 장치 개발로 기존의 방사선 장

치를 대체하거나 신개념의 방사선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미래 첨단 

방사선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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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미래 첨단 방사선 시장에서 국가 경쟁

력을 확보하여 창조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표 3-2-36 연간 치료기 수요량 조사>

수요처 국명 수요량

방사선 치료 기관 및 중대형 병원 미국 172.3 $M

방사선 치료 기관 및 중대형 병원 유럽 175.1 $M

방사선 치료 기관 및 중대형 병원 아시아 태평양 83.1  $M

- 국내 비파괴 검사시장은 현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

년에는 5590억 원으로 성장이 예측되며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를 보

이고 있음

- 2013년 방사선 투과검사 및 초음파 방법을 합한 검사비중이 68%이상

을 차지하며 이중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의 장비 국산화 및 유지보수

가 가능함 

- 초소형 고주파 전자가속기의 개발은 현 방사선 투과 검사 장비 국산

화 대체효과와 기존에 수행하지 못하였던 협소한 공간에서 비파괴 

공간에서의 검사를 가능하게 하여 추가적인 방사선 기기 수요창출을 

기대 할 수 있음

<표 3-2-37 국내외 비파괴 검사 장비 시장전망 (출처: 국내 비파괴 검사 협회, 

세계 비파괴 검사장비 시장 2010)>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성장률
(09~15)

국내
(억원) 

4,052 4,275 4,510 4,758 5,020 5,296 5,587 5.5%

세계 
(백만달러)

3,121 3,308 3,506 3,717 3,940 4,176 4,427 6%

○ (사회적 효과) 차세대 초소형 고주파 전자가속기 원천 기술을 이용한 

의료 지역 불평등 해소 및 타 분야 기술 개발 유도 

- 2011년 기준 대도시 지역 암 또는 신생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의 경우 대도시 10만명당 17.97명 이며 군 지역은 2011년 23명으로 

오히려 군 지역이 높음 

- 방사선 치료기의 경우 대당 40 100억의 고가/고부가가치 장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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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구입비용이 크며 특정 인구 밀집 지역에 장비 불균형이 발생함

- 초소형 고주파 전자가속기의 경우 이러한 치료기기의 이동성을 보장

하며 치료 부분에 있어 유동성이 보장되어 지역에 따른 의료 불평등

을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방사

선 치료 분야에 있어 환자 중심적 진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고주파 선형 가속기 및 발생장치의 경우 복합적인 기술 분야의 집성

체로서  전자, 기계, 재료, 광학, 정보통신, 임상의학, 생명과학 분야 

등 다방면의 기술 융복합 시도 및 구현 효과를 기대 할수 있음

- 우수한 성능의 입자빔 암치료 장치를 보급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

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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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RFP

1. 중과제 RFP

RFP 번호 2-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암 치료용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
술개발

연구개발
목    표

암 치료용 고성능 초경량 방사선 치료기 기술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원천기술 개발
- K-band 대역의 고주파 전자가속기 가속관 가공기술 

개발
- K-band 대역의 고주파 부품 제작기술 확보
＊ 도파관, Circulator, window 등

 미래형 고주파 발생장치 핵심기술 개발
- K-band 대역의 고출력 고주파 발생장치 설계 기술개

발
- 수 MW 대역의 출력이 가능한 고주파 발생장치 시스

템 제작 기술 확보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및 제어 기술 개발 
-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및 시운전 기술 확보
- 웹기반 운영기록 자동저장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 고주파 전자가속기 성능측정 시스템 개발

기대 성과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해 
K-band 대역의 암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상품화에 필
요한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제고

 구조적으로 작고 가벼운 K-band 대역의 고주파 전자가
속기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전자가속기 분야 기술우위 확
보

 미래형 고주파 발생장치에 필수적인 고주파 발생장치 원
천기술 확보를 통한 암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완전 
국산화 달성

연구기간 및 
연구비

 350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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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2-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기반 신개념 암치료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목    표

레이저 유도 다중바아선을 이요한 신개념의 보급형 암치료 
시스템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발생 장치 개발
- 고에너지 양성자빔, 전자빔, X-선 발생 기술 개발

- 연속 타겟 공급 장치 개발

-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개발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시스템 개발
-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개발 

- 실시간 방사선 계측 장치 개발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

-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기대 성과
 보급형 레이저유도 방사선 기반 암치료 장치 원천 기술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900억원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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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과제 RFP

RFP 번호 2-1-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암 치료용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
술개발

세부과제명
미래형 암 치료용 초경량 고성능 고주파 전자가속기 핵심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암 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용 K-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원천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수십 nm의 제작 공차를 위한 가속관 가공, 브레이징 기
술 개발
- 고정밀 가속관 가공기술

- 고정밀 가속관 화학처리기술

- 고진공 가속관 브레이징기술

 K-band 급 고주파 전송계 요소 기술 개발
- 초고주파 주파수 보정 제어시스템

- 초고주파 발생장치 LLRF 시스템

 K-band 급 전자총, 고주파 가속관의 요소 기술 개발

기대 성과
 구조적으로 작고 가벼운 K-band 대역의 고주파 전자가
속기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차세대 방사선 치료기용 고주
파 전자가속기 기술우위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170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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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2-1-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암 치료용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
술개발

세부과제명
미래형 암치료기를 위한 고출력 초경량 고주파 발생장치 
개발

연구개발
목    표

K-band 급 고출력 초경량 고주파 발생장치 및 시스템 개
발

주요내용 및 
범위

 K-band 급 고주파 발생장치 요소기술개발
- 고주파 발생원 설계 및 제작기술개발

- 고주파 발생장치 통합 및 성능평가

 K-band 급 고주파 발생장치 전원장치 개발
- 고전압 고출력 모듈레이터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 고출력 안정 및 주파수 동조 장치 개발

 K-band 급 고출력 펄스 제어기술 개발

기대 성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던 고주파 발생장치의 순수 국내기
술 개발을 통해 방사선 발생장치 완전 국산화 달성 및 
수입 기기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160억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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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2-1-3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암 치료용 고성능 초경량 초고주파 전자가속기 시스템 기
술개발

세부과제명
미래형 암치료용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제어기술 및 평가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K-band 급 고주파 전자가속기 기반 암치료용 방사선 발생
장치 통합제어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K-band 급 고주파 전자가속기 제어시스템 개발
- 고주파 전자가속기 부품제어 인터페이스 확립

-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 제어시스템 개발

 암치료용 K-band 급 고주파 전자가속기 방사선 통합 제
어시스템 개발
- 방사선 안전을 위한 고주파 전자가속기 방사선 통합 

제어시스템 개발

 암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성능 평가 지표 개발
- 암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성능평가 기준 확립

- 암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성능평가 지표 개발

기대 성과
 K-band 급 미래형 고주파 전자가속기 통합제어시스템 
및 방사선발생장치 성능평가 기준 및 지표 개발을 통해 
개발된 암치료기의 정량적 성능기준 제시

연구기간 및 
연구비

 20억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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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2-2-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기반 신개념 암치료 시스템 개발

세부과제명 고성능 레이저유도 다중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고성능 타겟 개발로 암치료에 요구되는 다중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고성능 타겟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
- 타겟 설계용 플라즈마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전산해석

- 타겟 제작 정밀도: 0.5 μm

 양성자빔 발생 기술 개발
- 에너지: < 200 MeV 

- 발생량: 1010 protons/shot

- 에너지 변조: 10 - 50%

 전자빔 발생 기술 개발
- 에너지: < 100 MeV 

- 발생량: 1010 electrons/shot

- 에너지 가변: 10 - 100 MeV

 연속 타겟 공급 장치 개발
- 1회 장착: 1,000 shot

- 타겟 위치 정밀도: < 10 μm

- 타겟 이송 속도: 5 cm/s

 레이저유도 방사선 안정화 기술 개발
- 방사선 발생 안정화: < 1%

기대 성과  고성능 레이저유도 방사선 발생 원천 기술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150억원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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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2-2-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기반 신개념 암치료 시스템 개발

세부과제명 초고출력 레이저 안정화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초고출력 레이저 개발 및 장시간 안정 동작 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초고출력 레이저 개발
- 500 TW, 10 Hz, 30 fs

- 신호대잡음비: 10-8

 레이저 변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개발
- 동작속도: 10 Hz 

- 측정값: 펄스폭 및 선행펄스

- 펄스폭 정확도: < 5  fs

- 선행펄스 측정대역: 1010, 시간영역: 1 ns

 레이저 에너지 안정화 기술 개발
- 에너지 안정화: < 1% 

- 동작시간: 1 시간

기대 성과
 안정적인 레이저유도 방사선 개발에 필수적인 레이저 원
천 기술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300억원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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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2-2-3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기반 신개념 암치료 시스템 개발

세부과제명 저중량 갠트리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목    표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갠트리 시스템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레이저빔 전송 및 제어 시스템
- 전송 거리: 50 m

- 레이저빔 정렬 정확도: < 2 cm @ 집속경

- 제어 속도: 10 Hz

 다중 방사선 분리 장치
- 전자빔, 양성자빔, X-선 분리 

- 저중량

 방사선 에너지 선택 장치
- 전자빔: 10 - 100 MeV, 10 MeV 간격

- 양성자빔: 50 - 200 MeV, 10 MeV 간격

- X-선: 10 - 100 keV, 10 keV 간격

 방사선 조사 시스템
- 방사선원에 따른 조사 시스템 개발

- 빔크기 조절: 1 - 10 cm

- Beam stirring 기능

기대 성과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통합된 응용 시스템 제시

연구기간 및 
연구비

 300억원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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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2-2-4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기반 신개념 암치료 시스템 개발

세부과제명 실시간 다중 방사선 계측 장치 개발

연구개발
목    표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장치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광대역 에너지 입자빔 측정 시스템
- 입자빔 계측용 센서 개발

- 전자빔 에너지: 10 - 100 MeV, 정확도: < 1%

- 양성자빔 에너지: 50 - 200 MeV, 정확도: < 1%

 실시간 X-선 영상 장치
- 동작속도: 10 Hz 

- 해상도: < 1 mm

 실시간 방사선량 분포 측정 장치
- 동작속도: 10 Hz 

- 해상도: < 1 mm

기대 성과
 레이저유도 방사선의 실시간 조사량 측정 및 인체 영상 
장치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300억원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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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2-2-5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미래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개발

중과제명 레이저유도 다중방사선 기반 신개념 암치료 시스템 개발

세부과제명 펄스형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연구개발
목    표

레이저유도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분석 및 암치료 시나
리오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펄스형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 연구
- 펄스형 방사선의 세포사멸 효과 모델 수립

- 펄스형 방사선의 세포사멸 효과 분석 전산 모델 수립

- 세포실험을 통한 세포 생존곡선 분석 및 평가

 레이저유도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량 분포 예측 전산 시
스템 개발
- 실험과의 비교를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레이저유도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 계획 개발
- 전문의 평가

기대 성과
 새로운 펄스형 레이저 유도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효
과의 학술적인 연구 결과 및 이를 이용한 암치료 계획

연구기간 및 
연구비

 300억원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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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과제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자가

속기를 이용한 RI 생산시스템 개발

제 1 절 과제개요

1. 과제의 추진근거

○ 핵의학 진단을 위한 방사성의약품 및 방사성동위원소(RI)의 수요 증가

- 전세계 방사성의약품/동위원소 시장은 2008년부터 매년 평균 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는 47.3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됨  (자료: Global Nuclear Medicine Market in PET/SPECT 

Imaging & Therapy, MarketsandMarkets)

- Tc-99m이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Tc-99m의 90% 

이상이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등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생산되고 있음

○ 방사성동위원소 공급 부족에 따라 대안 마련 필요 

- 그러나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원자로가 가동 중지됨에 따라 Tc-99m의 

새로운 공급 루트 개발 및 대체 RI 생산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

해짐

- 국내에 의료용 RI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와 서울 소재 및 권역별 대형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클로트론이 

있으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

- 연구용 원자로는 물론이고 현재 병원에 공급되어 있는 사이클로트론

은 자체가 대형시설이며 차폐시설이 필요하여, 보급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심함

-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하면 기존의 상전도 전자석에 비해 훨씬 작은 

크기로 같은 세기의 자기장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이클로트론의 

소형화를 위해서는 초전도 사이클로트론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광자(감마선) 조사 방법으로 RI를 생산할 수 있는 대용량 전자

빔 가속기 기반 제동복사 감마선 조사시설을 구축하면, 중성자 조사 

방법(연구용 원자로) 및 양성자 조사 방법(사이클로트론)과 상호보완

적인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다양한 RI의 효율적인 생산 및 공급이 가

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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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의 정의
  

○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을 개발함으로써 공간 

제약이 적은 사이클로트론의 보급 및 이를 통한 의료용 RI의 원활한 

생산/공급

○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제동복사 감마선 조사시설 및 이를 이용한 

RI생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용 원자로, 사이클로트론과 더불

어 상호보완 및 효율적 RI 생산/공급체계 구축

3. 과제의 기술범위

가.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 초전도 전자석 개발

- 사이클로트론 적용 초전도 전자석 개발

- 초전도 전자석용 극저온 냉각장치 개발

 

○ RF 시스템 개발 

- RF 공진시스템 개발

- 초소형 고신뢰도 RF 증폭 시스템 개발 

○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개발 

- 대전류 양성자빔 인출 및 조사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 운영/제어프로그램 개발 

-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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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폐 기술 개발

- 소형화를 위한 자체차폐 장비 개발

- 사이클로트론 외부 방사선량 평가

○ 시스템 최적화 및 제품화 

- 사이클로트론 시스템 통합 및 성능평가

-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 인허가 및 제품화 추진 

나.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 대용량 전자가속기 개발

- 50 MeV, 100 kW급 전자가속기 개발

- 전자 source, RF, 전자석 개발 

 

○ 제동복사 표적 개발

- 빔에너지 및 물질에 따른 제동복사 생성 시뮬레이션

- 최적물질 선정 및 제동복사 표적 제작

- 전자선 조사를 통한 제동복사 감마선 생성, 측정 및 평가

○ 차폐기술 개발

- 전자선, 감마선, 중성자 복합방사선 차폐기술 개발

- 차폐 후 방사선량 평가

○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템 개발 

- RI생산용 감마선 조사 스테이션 개발

- RI 자동이송 시스템 개발

○ 시스템 최적화 및 제품화

- 감마선 조사시설 통합 및 성능평가

-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 인허가 및 제품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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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술 내용

<표 3-3-1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RI생산시스템 개발 세부기술>

과제명 핵심기술명 주요 연구 개발 내용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
자가속기를 이
용한 RI생산시
스템 개발

초소형 초전도 
사 이 클 로 트 론 
개발 

 - 초전도 전자석 설계 및 제작기술 
 - RF 공진 시스템 및 초소형 고신뢰도 RF 증
폭 시스템
 - High intensity 빔인출 시스템 및 표적시스
템 
 -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로그램
 - 자체차폐 장비

대 용 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 대용량(고에너지, 대전류) 전자가속기 설
계 및 제작

 - 제동복사 표적 설계 및 제작
 - 차폐시설 설계 및 제작
 -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템 

○ 세부기술별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대안

<표 3-3-2 세부기술별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대안>

기술구분 기존기술의 문제점 개발될 기술의 핵심 특징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상전도 전자석 사용으로 필요 
자기장 대비 전자석 크기가 
매우 큼

초전도 전자석 개발로 전자석 
및 사이클로트론 크기의 획기
적 소형화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시설임

국내 최초로 감마선을 조사를 
통한 RI 생산시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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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개발 필요성

1. 기술적 필요성

○ 초전도 사이클로트론의 연구/개발 필요

- IBA 등 사이클로트론 제조사들은 다수의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관련 

특허 및 기술을 보유하고 상용화에 힘쓰고 있으나, 국내에는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설계/제작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기술적으로 뒤

쳐져 있는 상황

- 사이클로트론용 초전도 전자석 개발은 사이클로트론 소형화의 핵심기

술로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

○ 다양한 RI 생산법의 확보 필요

- 현재 중성자 조사를 이용하여 RI를 생산하는 연구용 원자로와 양성자 

조사를 이용하여 RI를 생산하는 사이클로트론은 국내에 존재하나, 감

마선을 조사를 이용하여 RI를 생산하는 시설 및 관련 연구는 없는 상

황

- 중성자 조사법, 양성자 조사법, 감마선 조사법은 RI 생산 측면에서 각

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생산가능 핵종에도 차이가 있어, 다양한 RI

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모든 생산기반을 갖추는 것이 유리하

며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표 3-3-3 RI 생산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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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필요성

○ 의료용 RI의 공급을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

- 초전도 초소형 사이클로트론을 개발하면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보급

이 불가능했던 중·소형 병원에도 사이클로트론 설치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의료용 RI의 생산/공급이 안정화

-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RI생산시설의 경우, 가장 널리 쓰이며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99mTc같은 준안정상태의 이성체 핵종을 (,  )반

응을 통해 쉽게 생산할 수 있어 공급의 자립화 및 외화 절감에 기여

- RI생산시설의 다원화로 희귀 의료용 RI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해짐

3. 정책적 필요성

○ 핵의학 진단 및 치료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초소형 사이클로트론의 보급을 통해 중·소형 병원에서도 진단 및 치

료가 가능해져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기회 확대 

- 핵의학 진단을 통한 암, 알츠하이머병 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에 기여함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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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현황 및 환경분석

1. 시장 및 산업 동향

○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규모는 점진적으로 높은 성장률 예측 

- 2010년 전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규모는 약 32.1억 달러이며, 2015년

까지 연평균 8.1%로 성장하여 약 47.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됨

<표 3-3-4 세계 방사성의약품 시장규모 (출처: Global Nuclear Medicine Market 

in PET/SPECT Imaging & Therapy, Markets and Markets)>

○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시장의 수입의존성 

-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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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5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수입액 (출처: 2012 방사선 이용통계,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단위: 천원)

 

○ 국내 사이클로트론 보급 현황

- 국내 의료용 사이클로트론은 서울 소재 및 권역별 대형병원에 국한되

어 있어 중·소형 병원에의 소형 사이클로트론 보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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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국내 사이클로트론 설치 현황 (출처: 2012 방사선 이용통계, 

한국방사선진흥협회)>

 

2. 기술개발 동향 

가. 해외 기술개발현황

○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 SIEMENS, GE, IBA, 스미토모 등과 같은 다국적 의료기기 메이저 회

사를 중심으로 소형 사이클로트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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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모형>

○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 미국

＊ MIT에서는 28 MeV, 1.84 mA 급의 전자가속기와 텅스텐 제동복사 표적시

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 육군 방사선생물학 연구소(Armed Force Radiobiology Research Institute)

는 45 MeV, 5.4 kW급 전자가속기와 탄탈륨 제동복사 표적 시스템을 보유

하고 있음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는 60 MeV, 4 A급 전자가속기와 탄탈륨 

제동복사 표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

＊ 아이다호 가속기센터는 5 kW, 30 MeV급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감마선 조

사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중국 과학기술대학(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of China)에

서는 200 MeV, 3 A급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감마선 조사시설을 보

유하고 있음 

- 일본 토호쿠 대학에서는 60 MeV급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감마선 조

사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나. 관련 해외논문동향

○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 미국 MIT에서는 28 MeV, 1.84 mA 급의 전자가속기와 텅스텐 제동복

사 표적을 이용하여 감마선을 생성하고, 100Mo의 (, n) 반응, 238U의 
238U(, f)99Mo 광핵분열 반응을 통해 99Mo/99mTc를 생산하는 연구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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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음

- 미국 육군 방사선생물학 연구소는 45 MeV, 5.4 kW급 전자가속기와 

탄탈륨 제동복사 표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심장근육 영상

(myocardial imaging)용 방사성의약품에 쓰이는 43K를 44Ca(, p)43K 반

응을 통해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중국 과학기술대학에서는 200 MeV급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18F, 
15O, 11C 등과 같은 PET용 동위원소를 (, n) 반응을 통해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일본 토호쿠 대학에서는 60 MeV급 전자가속기를, 미국 아이다호 가

속기센터에서는 30 MeV, 5 kW급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68Zn(, 

p)67Cu 반응을 통해 방사선면역치료 분야에 각광을 받고 있는 핵중 

중 하나인 67Cu를 생산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다. 관련 해외특허동향

○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소형 사이클로트론 개념에 대한 특허가 1970

년대부터 꾸준히 등록되고 있음

＊‘Superconducting cyclotron’, Clifford B. bigham, 1975 

＊‘Superconducting cyclotron neutron source for therapy’, Clifford 

B. bigham, 1975

＊‘Rotatable superconducting cyclotron adapted for medical use’, 

Henry G. Blosser, 1985

＊‘Superconducting medical cyclotron’, Henry G. Blosser, 1987

＊‘Cyclotron with yokeless superconducting magnet’, Martin N. 

Wilson, 1990

＊‘Compact isochronal cyclotron’, Andre E. P. Laisne, 1996

＊‘Superconducting cyclotron for use in the production of heavy 

isotopes’, Martin Finlan, 1999

- 최근 몇 년간에도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사이클로트론에 대한 특허 

4건이 등록됨 

＊‘Compact cold, weak-focusing, superconducting cyclotron’, 

Timothy A. antaya, 2012

＊‘Superconducting neutron source’, Alexander R. Vaucher, 2013

＊‘Compact superconducting cyclotron’, Yves Jonge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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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light, magnetically shielded, high-current, compact 

cyclotron’, Leslie Bromberg, 2014

3. 국내외 환경 분석

○ 국내 환경 변화：투자가 미약함에 따라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음

- 상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30 MeV 사이클로트론의 경우 기술 자립화가 

이루어졌으나,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등의 사이클로트론 개발 관련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내에 전자가속기 기반 고에너지 감마선 조사시설이 전무하여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RI생산 관련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외 환경 변화：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초전도 사이클로트론의 경우 Siemens, GE, IBA, 스미토모 등의 기업 

및 국가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의 경우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구축이 되어 있으며, 시설을 이용한 

RI생산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 

있음

4. 국내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가. 국내 기술개발현황

○ (국내 기술수준) 

- 초전도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는 초전도 전자석을 이

용한 사이클로트론 개발 관련 연구과제가 전무한 실정이며, 관련기

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이 분야의 국제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함

-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 고에너지 전자빔 가속기 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

소, EB테크 등 몇 개 산학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RI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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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감마선을 충분히 생성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함

＊ 고에너지, 대전류 전자가속기 개발에 대한 연구 및 감마선 생성을 

위한 제동복사 표적 관련 연구를 통한 기술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나. 관련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현황

○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인 ‘차세대 양성자 치료 시스템 및 통합 솔루션 

구축 방안’ 과제를 통하여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개발 추진에 관련

된 논의가 최근 시작되고 있음

-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개발과 관련된 과제는 전

무한 실정임

○ 대용량 전자빔 가속기를 이용한 RI생산용 감마선 발생시스템 개발

- 대용량 전자빔 가속기를 이용한 RI생산용 감마선 발생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과제 역시 전무한 실정임

다.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비교할 기존 과제가 존재하지 않음

○ 기존 기술과 제안 기술간의 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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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기존 기술과 제안 기술간의 연계도 (위) 1안, (아래) 2안>

제 4 절 사업의 목표 및 주요내용

1.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가. 최종목표

3-1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 3 T급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직경 1 m 미만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설계/제작 기술 개발

○ 큰 공간이 필요했던 기존의 사이클로트론과 달리 협소한 공간에도 보

급 및 RI생산이 가능한 사이클로트론의 개발 

3-2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발생시설 개발

○ 대용량 전자가속기 및 제동복사 표적을 이용한 제동복사 감마선 발생

시설 설계/제작 기술 개발 

○ 기존의 중성자 조사(하나로), 양성자 조사(사이클로트론)를 이용한 RI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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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설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감마선 조사를 통한 RI생산시

설의 개발   

나. 세부기술 내용

<표 3-3-7 사이클로트론 및 전자가속기 이용 RI생산시스템 개발 세부기술 내용>

과제명 핵심기술명칭 연구 개발 내용

초소형 초
전도 사이
클 로 트 론 
및 대용량 
전자가속기
를 이용한 
RI생산시스
템 개발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설계/제작 기술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적용 초전도 전자석 개발
 초전도 전자석용 RF 시스템 및 빔 인출 시스
템 

 자체차폐형 사이클로트론 개발
 자가 학습형 사이클로트론 운영 프로그램 개발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발생장치 

설계/제작 기술

 대용량(고에너지, 대전류) 전자가속기 개발
 제동복사 표적 개발
 복합방사선(전자빔, 감마선) 차폐시설 개발
 RI 생산 및 이송시스템 개발

다. 단계별 연구 목표

<표 3-3-8 사이클로트론 및 전자가속기 이용 RI생산시스템 개발 단계별 

연구목표>

핵심기술 1단계 2단계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설계/제작 기술

 사이클로트론용 초전도 전
자석/RF/빔인출 장치 설계

 자가학습 제어프로그램 개
발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사이클로트론 개발

 자가학습 운영/제어 프로
그램 개발

 자체차폐 장치 개발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발생장치 

설계/제작 기술

 대용량 전자가속기 설계/
제작 

 제동복사 표적 설계/제작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설계
/제작 

 RI생산 및 이송시스템 설
계/제작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 RI생산 통합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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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과제)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설계/제작 기술

- 1단계 

<표 3-3-9 (3-1 과제) 1단계 세부기술 내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 
연구목
표

 초전도 전자석 개발
 RF 시스템 개발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개발

 초전도 전자석 개발
 RF 시스템 개발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개발

 자체차폐 장비 개발

 초전도 전자석 개발
 RF 시스템 개발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개발

 자체차폐 장비 개발
 자가학습형 운영/제어 
프로그램 개발

연도별 
연구내
용

초전도 전자석 설계
초전도 전자석 설계 완
료 및 제작

초전도 전자석 제작 완
료 및 성능평가

RF시스템 설계
RF시스템 설계 완료 및 
제작

RF시스템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설계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설계 완료 및 제작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자체차폐 장비 설계 자체차폐 장비 제작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
로그램 개발

연도별 
주요결
과물

 초전도 전자석 설계도 
 RF시스템 설계도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설계도

 초전도 전자석, RF시
스템, 빔인출 및 표적
시스템 실물

 자체차폐 장비 설계도

 초전도 전자석, RF시
스템, 빔인출 및 표적
시스템 성능평가 결과

 자체차폐 장비 실물
 운영/제어프로그램

예산 40억원 45억원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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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표 3-3-10 (3-1 과제) 2단계 세부기술 내용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도별 
연구목
표

 초전도 전자석 개발
 RF 시스템 개발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개발

 자체차폐 장비 개발
 자가학습형 운영/제어 
프로그램 개발

 초전도 전자석 개발
 RF 시스템 개발
 빔인출 및 표적시스
템 개발

 자체차폐 장비 개발
 자가학습형 운영/제
어 프로그램 개발

 사이클로트론 시스템 
통합 

 최적화 및 제품화

연도별 
연구내
용

초전도 전자석 성능평가 
완료 및 개선

초전도 전자석 개발 완
료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RF시스템 성능평가 완
료 및 개선

RF시스템 개발 완료 인허가 및 제품화 추진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성능평가 완료 및 개선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개발 완료 

자체차폐 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자체차폐 장비 개발 
완료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
로그램 시범운영 및 개
선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
로그램 개발 완료

각 시스템 통합 및 성능
평가

연도별 
주요결
과물

 개선된 초전도 전자석, 
RF시스템,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자체차폐 
장비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
로트론 통합시스템

 최적화된 초소형 초전
도 사이클로트론 통합
시스템

예산 55억 70억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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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과제)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발생장치 설계/제작 기술

- 1단계 

<표 3-3-11 (3-2 과제) 1단계 세부기술 내용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 
연구목

표

 대전류 전자선 인출
부 개발

 대전류 가속용 RF시
스템 개발

 빔조절 전자석 개발
 제동복사 표적 개발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개발

 대전류 가속용 RF시스
템 개발

 빔조절 전자석 개발
 제동복사 표적 개발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개발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
템 개발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개발

 대전류 가속용 RF시스
템 개발

 빔조절 전자석 개발
 제동복사 표적 개발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개발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
템 개발

연도별 
연구내

용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설계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설계 완료 및 제작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제
작 완료 및 성능평가

대전류 가속용 RF시스
템 설계

대전류 가속용 RF시스템 
설계 완료 및 제작

대전류 가속용 RF시스템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빔조절 전자석 설계
빔조절 전자석 설계 완
료 및 제작

빔조절 전자석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제동복사 표적 설계
제동복사 표적 설계 완료 
및 제작

제동복사 표적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설
계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설
계 완료 및 제작

감마선 표적시스템 설계
감마선 표적시스템 설계 
완료 및 제작

연도별 
주요결
과물

 인출부, RF시스템, 전
자석, 제동복사 표적 
설계도

 인출부, RF시스템, 전
자석, 제동복사 표적 
실물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감마선 표적시스템 설
계도

 인출부, RF시스템, 전자
석, 제동복사 표적 성능
평가 결과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감마선 표적시스템 실
물

예산 70 8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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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표 3-3-12 (3-2 과제) 2단계 세부기술 내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도별 
연구목

표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개발

 대전류 가속용 RF시스
템 개발

 빔조절 전자석 개발
 제동복사 표적 개발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개발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
템 개발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개발

 대전류 가속용 RF시스
템 개발

 빔조절 전자석 개발
 제동복사 표적 개발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개발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
템 개발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
반 감마선 조사시스템 
통합

 통합시스템 최적화

연도별 
연구내

용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성능평가 완료 및 개선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개
발 완료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대전류 가속용 RF시스템 
성능평가 완료 및 개선

대전류 가속용 RF시스템 
개발 완료

인허가 및 제품화 추진 

빔조절 전자석 성능평가 
완료 및 개선

빔조절 전자석 개발 완료

제동복사 표적 성능평가 
완료 및 개선

제동복사 표적 개발 완료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제
작 완료 및 성능평가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개
발 완료

감마선 표적시스템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감마선 표적시스템 개발 
완료

 각 시스템 통합 및 성능
평가

연도별 
주요결
과물

 개선된 인출부, RF시스
템, 전자석, 제동복사 
표적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감마선 표적시스템 성
능평가 결과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
반 감마선 조사 통합시
스템

 

 최적화된 대용량 전
자가속기 기반 감마
선 조사시설 통합시
스템

예산 90억원 100억원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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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의 성과목표

<표 3-3-13 사이클로트론 및 전자가속기 이용 RI생산시스템 개발 사업의 

성과목표>

중점추진 분야 원천기술 개발 특허  SCI급 논문

초전도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2
국내 4
국제 2

3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발생장치

2
국내 4
국제 2

3

마. 개발 기술 예상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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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기존의 거대한 공간이 필요한 사이클로트론 및 빔라인 시스템(상), 

개발하고자하는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하)>

<그림 3-3-4 개발하고자하는 대용량전자빔 가속기를 이용한 제동복사 감마선 

발생장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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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내용 및 예산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6년간)

○ 총사업비 : 800 억원

○ (3-1 과제)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표 3-3-14 (3-1 과제) 사업의 내용 및 예산>

세 부 과 제 명

기 간
예산 [억원]

[차년도]

1 2 3 4 5 6 국고 민간 합계

1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130 130

1-1 사이클로트론용 초전도 전자석 개발 80 80

1-2
RF공진 시스템 및 초소형 고신뢰도 RF 
증폭시스템 개발

50 50

2

초소형 사이클로트론용 RI생산시스템 개발 90 90

2-1 빔인출 시스템 및 표적시스템 개발 60 60

2-2 자체차폐 장비 개발 30 30

3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로그램 개발 10

4 사이클로트론 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및 최적화 70

총 액 30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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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과제)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표 3-3-15 (3-2 과제) 사업의 내용 및 예산>

세 부 과 제 명

기 간
예산 [억원]

[차년도]

1 2 3 4 5 6 국고 민간 합계

1

대용량 전자가속기 개발 260 260

1-1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개발 60 60

1-2 대전류 가속용 RF시스템 개발 140 140

1-3 빔조절 전자석 개발 60 60

2

감마선 이용 RI생산시설 개발 110 110

2-1 제동복사 표적 개발 70 70

2-2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개발 40 40

3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템 개발 50 50

4 시스템 통합, 성능 평가 및 최적화 80 80

총 액 500 500

○ 기술체계도

<그림 3-3-5 사이클로트론 및 전자가속기 이용 RI 생산시스템 기술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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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과제 추진전략 및 체계

1. 과제추진체계

 

가.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 기술개발추진체계

- 주관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참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학, 산업체

○ 역할 분담

-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과제 추진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초전도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자가속

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가속기 핵심기술 개

발과 가속기 제작 및 성능평가를 담당

- 대학 및 산업체와의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기술 

수준 향상 및 원활한 과제 추진을 도모

나. 추진 전략 및 방법

○ 1단계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과 대용량 전

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에 집중하고, 2단계에는 성능최적

화 및 제품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 (1단계 : 1~3차년)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과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제작 원천 기술 개발

- (2단계 : 4~6차년) 통합 운영시스템 개발과 점진적 개선을 통한 성능

최적화 및 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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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로드맵 및 연차별 기술개발내용 

<그림 3-3-6 사이클로트론 및 전자가속기 기반 RI생산시스템 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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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관리 및 평가계획

       

가. 단계별 성과지표

<표 3-3-16 사이클로트론 및 전자가속기 기반 RI생산시스템 개발 단계별 

성과지표>

실행
단계

제 1 단계
설계 및 요소기술 확보기

(2016년 ~ 2018년)

제 2 단계
제품개발기

(2019년 ~ 2021년)

주요
결과

 초소형 사이클로트론용 초전도 
전자석 개발

 초전도 사이클로트론용 RF시스
템 개발

 자가학습형 사이클로트론 운영/
제어 프로그램 개발

 초소형 자체차폐 장비 개발
 대용량 전자가속기 개발
 제동복사 표적 개발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개발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템 개발

 시스템 통합 및 성능평가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 최적화

 인허가 및 제품화 

평가의
주안점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직경 < 
1 m의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제
작 여부  

 50 MeV, 100 kW급의 대용량 전
자가속기 제작 여부

 빔 인출시 차폐시설 외부 방사
선량의 기준치 이하 여부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로그램 
개발 여부

 양성자빔전류 > 100 μA, 전자
빔전류 ~ 2 mA 인출 여부

 최적화 파라미터 획득 여부
 인허가 및 제품화 추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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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기술별 평가지표 

<표 3-3-17 사이클로트론 및 전자가속기 기반 핵심기술별 평가지표>

핵심기술 평가지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용 
초전도 전자석 

개발

 최대 자기장 ∼ 3 T (hill 부분)

 전자석 직경 < 1 m 

초전도 
사이클로트론용 
RF시스템 개발

 초소형, 고신뢰도 RF 시스템 개발 여부 

자가학습형 
사이클로트론 
운영/제어 

프로그램 개발

 이전 파라미터의 자동학습 및 피드백 여부 

초소형 자체차폐 
장비 개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에 장착할 수 있는 일체형 차폐장비 개발 여

부

 차폐장비 외부 방사선량의 기준치 이하 여부 

대용량 
전자가속기 개발

 빔에너지 50 MeV, 용량 100 kW급 여부 (빔전류 ∼ 2 mA)

제동복사 표적 
개발 

 빔에너지, 표적 물질에 따른 제동복사 생성 시뮬레이션 수행 여

부 및 최적물질 선정 여부

 최적물질을 이용한 제동복사 표적 제작 여부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개발

 전자선, 감마선, 중성자를 복합적으로 차폐할 수 있는 시설 제작 

여부

 차폐시설 외부 방사선량의 기준치 이하 여부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템 개발

 감마선 조사 표적 스테이션 및 RI 자동이송시스템 제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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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차별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지표

<표 3-3-18 (3-1과제) 연차별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지표>

연
도

투입예
산

(억 원)
주요 연구개발 활동

유형 성과지표 무형
성과
지표

SCI 
논문

특허
기타 
성과물

16 40

 초전도 전자석 설계
 초전도 사이클로트론용 RF시스템 설
계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설계

국내
(1)
국제
( )

설계도

17 45

 초전도 전자석 설계 완료 및 제작 
 초전도 사이클로트론용 RF시스템 설
계 완료 및 제작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설계 완료 및 
제작

 자체차폐 장비 설계

1

국내
(1)
국제
( )

설계도 및 
실물

원천기술확
보(초소형 
사이클로트
론 설계 
기술)

18 50

 초전도 전자석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초전도 사이클로트론용 RF시스템 제
작 완료 및 성능평가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자체차폐 장비 제작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로그램 개발

1

국내
( )
국제
(1)

전 자 석 , 
RF, 빔인
출 및 표
적시스템 
실물

19 55

 초전도 전자석 성능평가 완료 및 개선
 초전도 사이클로트론용 RF시스템 성
능평가 완료 및 개선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성능평가 완료 
및 개선

 자체차폐 장비 성능평가 및 개선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로그램 시범운
영 및 개선 

1

국내
(1)
국제
( )

20 70

 초전도 전자석 개발 완료 
 초전도 사이클로트론용 RF시스템 개
발 완료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개발 완료
 자체차폐 장비 개발 완료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로그램 개발 
완료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각 시스
템 통합 및 성능평가 

국내
(1)
국제
(1)

초소형 사
이클로트
론 통합시
스템 실물

원천기술확
보(초소형 
사이클로트
론 제작 
기술)

21 40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인허가 및 제품화 추진 

국내
( )
국제
( )

최적화된 
초소형 사
이클로트
론 실물

 가속기 
제품화 기술

최
종

300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3

국내
(4)
국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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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9 (3-2 과제) 연차별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지표>

연
도

투입예
산

(억 원)
주요 연구개발 활동

유형 성과지표 무형
성과
지표

SCI 
논문

특허 기타 성과물

16 70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설계
 대전류 가속용 RF시스템 설계
 빔조절 전자석 설계  
 제동복사 표적 설계

국내
(1)
국제
( )

설계도

17 85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설계 완료 및 
제작

 대전류 가속용 RF시스템 설계 완료 및 
제작

 빔조절 전자석 설계 완료 및 제작 
 제동복사 표적 설계 완료 및 제작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설계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템 설계

1

국내
(1)
국제
( )

설계도 및 
실물

원천기
술확보(대
용량 
전자가속
기 설계 
기술)

18 85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대전류 가속용 RF시스템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빔조절 전자석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제동복사 표적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설계 완료 및 제
작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템 설계 완료 및 
제작

1

국내
( )
국제
(1)

전자석 , 
RF, 빔인출 
및 표적시스
템 실물

19 90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성능평가 완료 
및 개선

 대전류 가속용 RF시스템 성능평가 완료 
및 개선

 빔조절 전자석 제작 성능평가 완료 및 
개선

 제동복사 표적 성능평가 완료 및 개선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제작 완료 및 성
능평가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템 제작 완료 및 
성능평가

1

국내
(1)
국제
( )

20 100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개발 완료
 대전류 가속용 RF시스템 개발 완료
 빔조절 전자석 제작 개발 완료
 제동복사 표적 개발 완료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개발 완료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템 개발 완료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각 시스
템 통합 및 성능평가

국내
(1)
국제
(1)

대용량 전
자가속기 기
반 감마선 
조사시설 통
합시스템 실
물

원천기
술확보(대
용량 
전자가속
기 제작 
기술)

21 70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인허가 및 제품화 추진 

국내
( )
국제
( )

최적화된 
초소형 감마
선 조사시설 
실물

 가속기 
제품화 
기술

최
종

500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
설

3

국내
(4)
국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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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요예산 및 인력

1. 총예산 및 단계별예산 

○ 총괄

<표 3-3-20 사이클로트론 및 전자가속기 기반 RI생산시스템 개발 총예산>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자가속
기를 이용한 RI
생산시스템 개발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
발

50 80 35 55 40 40 300

대용량 전자가속
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60 100 100 140 50 50 500

인력 6 7 7 8 8 8 44

합계 110 180 135 195 90 90 800

○ 재원 구분

<표 3-3-21 사이클로트론 및 전자가속기 기반 RI생산시스템 예산 재원구분>

(단위：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1단계
소계

2018년 2019년 2020년
2단계
소계

총계

정 부 110 180 135 425 195 90 90 375 800

지자체 - - - - - - - - -

민 간 - - - - - - - - -

계 110 180 135 425 195 90 90 375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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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 장비 및 시설

<표 3-3-22 사이클로트론 및 전자가속기 기반 RI생산시스템 개발 소요 장비 및 

시설>

시설 및 장비 규   격 용   도
확보 
방안

시설

사이클로트론동 -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제작 및 
시험시  활용

기보유

건물 - 고에너지 감마선 조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

건축 필요

장비
CNC, 밀링, 드릴, 선반, 

3차원측정기 등 정밀가공, 
측정기계

- 가속관 부품제작 
기보유 

장비 활용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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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초전도 전자석과 자체차폐 기능을 부여하여 사이클로트론의 소형화가 

가능하고 설치공간의 제약이 감소하게 되어 기존에 설치되지 못하던 중

소형 병원에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대외 시장 개척과 보급이 가능

○ 초소형 사이클로트론이 중소형 병원에 보급되면 환자를 진단할 수 있

는 RI표지화합물의 공급 및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RI표지화합물 합성/임상연구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수준의 비약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소형 치료용 양성자 사이클로트론의 개발에 초전도 기술 적용이 가능

하며, 자가학습 기능이 부여된 운영/제어프로그램을 기 개발된 사이클로

트론 등에 적용하여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킴

○ 고에너지 제동복사 감마선 조사관련 기반/원천기술 확보

○ 99Mo 등 의료용 RI의 국내 공급 안정화

○ 의료용 RI 신핵종 응용을 통한 의학분야와의 공동연구 촉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한 신응용분야 개척을 통한 해당분야의 국제적 

선도 및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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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RFP

1. 중과제 RFP

RFP 번호 3-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자가속기를 이용
한 RI생산시스템 개발

중과제명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직경 < 1 m의 초소형 사이클로트
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초전도 전자석 개발
- 사이클로트론 적용 초전도 전자석 개발
- 초전도 전자석용 극저온 냉각장치 개발

 
 RF 시스템 개발 
- RF 공진시스템 개발
- 초소형 고신뢰도 RF 증폭 시스템 개발 

 이온원 개발 
- 초소형, 대전류 수소 이온원 개발 

 운영/제어프로그램 개발 
- 자가학습형 운영/제어프로그램 개발 

 차폐 기술 개발
- 소형화를 위한 자체차폐 장비 개발
- 사이클로트론 외부 방사선량 평가

 시스템 최적화 및 제품화 
- 사이클로트론 시스템 통합 및 성능평가
-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 인허가 및 제품화 추진 

기대 성과

 중·소형 병원에도 사이클로트론 보급이 가능해져 의료
용 RI 생산 및 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핵의학 진단을 통한 암, 알츠하이머 등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기여함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연구기간 및 
연구비

 300억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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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3-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자가속기를 이용
한 RI생산시스템 개발

중과제명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연구개발
목    표

대용량 전자가속기와 제동복사 표적을 이용한 RI생산용 고
에너지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대용량 전자가속기 개발
- 50 MeV, 100 kW급 전자가속기 개발
- 전자 source, RF, 전자석 개발 

 
 제동복사 표적 개발
- 빔에너지 및 물질에 따른 제동복사 생성 시뮬레이션
- 최적물질 선정 및 제동복사 표적 제작
- 전자선 조사를 통한 제동복사 감마선 생성, 측정 및 

평가

 차폐기술 개발
- 전자선, 감마선, 중성자 복합방사선 차폐기술 개발
- 차폐 후 방사선량 평가

 감마선 조사 표적시스템 개발 
- RI생산용 감마선 조사 스테이션 개발
- RI 자동이송 시스템 개발

 시스템 최적화 및 제품화
- 감마선 조사시설 통합 및 성능평가
- 통합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 인허가 및 제품화 추진 

기대 성과

 고에너지 제동복사 감마선 조사관련 기반/원천기술 확보 
및 RI공급 안정화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한 신응용분야 개척을 통한 해당
분야의 국제적 선도 및 경쟁력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500억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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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과제 RFP

RFP 번호 3-1-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자가속기를 이용
한 RI생산시스템 개발

중과제명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세부과제명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개발 및 초
소형 사이클로트론에 적용 가능한 RF 시스템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사이클로트론 적용 초전도 전자석 설계 및 제작
  - 최대 자기장 ~ 3 T (hill 부분)

  - 초전도 전자석 직경 < 1 m 

  - 초전도 전자석용 극저온 냉각장치 개발 

  

 초전도 전자석 성능평가
  - 자기장 분포 및 최대 자기장 측정

  - 자기장 세기의 장시간 안정성 평가

 RF시스템 개발 
  - RF 공진시스템 설계 및 제작

  - 초소형 고신뢰도 RF 증폭 시스템 설계 및 제작

  

 RF시스템 성능평가
  - 임피던스 매칭 및 공진주파수 미세조정 

  - RF 시스템 장시간 안정성 평가

기대 성과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제작의 기
반기술 획득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해당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 

연구기간 및 
연구비

 130억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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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3-1-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자가속기를 이용
한 RI생산시스템 개발

중과제명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세부과제명 초소형 사이클로트론용 RI생산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에 적용 가능한 빔인출 및 표적시스템 
개발 및 소형화를 위한 사이클로트론 장착형 차폐장비 개
발

주요내용 및 
범위

 빔인출 시스템 개발 
  - 대전류 양성자빔 인출이 가능한 초소형 빔인출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빔인출 성능평가 

  

 표적시스템 개발
  - 대전류 양성자빔 조사가 가능한 표적시스템 설계 및 

제작

  - 표적시스템 냉각장치 설계 및 제작

  - 조사 표적 자동이송시스템 설계 및 제작 

 초소형 자체차폐 장비 개발 
  - 설계를 위한 방사선 발생 시뮬레이션 

  - 장착형 차폐장비 설계 및 제작

  - 사이클로트론 운전시 방사선량 측정 및 피드백

기대 성과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제작의 기
반기술 획득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해당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 

연구기간 및 
연구비

 70억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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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3-1-3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자가속기를 이용
한 RI생산시스템 개발

중과제명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세부과제명 자가학습형 사이클로트론 운영/제어 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자가학습이 가능한 사이클로트론 운영/제어 프로그램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사이클로트론 운영/제어 프로그램 개발
  - 수동 피드백 방식이 아닌 자가학습형 프로그램 개발

  - 범용/사용자 적응형 프로그램 개발 

  - 이전 사이클로트론 운전 파라미터의 자동학습 및 

피드백 평가 

기대 성과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제작의 기
반기술 획득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해당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 

연구기간 및 
연구비

 10억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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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3-1-4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및 대용량 전자가속기를 이용
한 RI생산시스템 개발

중과제명 초소형 초전도 사이클로트론 개발

세부과제명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최적화 및 제품화 

연구개발
목    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의 성능 최적화 및 보급을 위한 제품
화

주요내용 및 
범위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성능평가, 최적화 및 제품화
  - 빔인출 성능 최적화 

  - 차폐장치 외부 방사선량 최소화 

  - 운영/제어프로그램 디버깅 및 최적화 

  - KINS 인허가 및 제품화 추진 

기대 성과

 초전도 전자석을 이용한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제작의 기
반기술 획득

 초소형 사이클로트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해당
분야 국가 경쟁력 향상 

연구기간 및 
연구비

 70억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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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3-2-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중과제명 감마선 조사시설용 대용량 전자가속기 개발 

세부과제명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개발 

연구개발
목    표

대용량 전자가속기를 위한 대전류 전자원 및 인출부의 개
발 

주요내용 및 
범위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개발 
  - 전자원 설계 및 제작

  - 저에너지 빔 인출, 수송, 및 입사부 설계 및 제작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성능평가 
  - 2 mA > 대전류 빔인출 성능평가

기대 성과

 고에너지 제동복사 감마선 조사관련 기반/원천기술 확보 
및 RI공급 안정화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한 신응용분야 개척을 통한 해당
분야의 국제적 선도 및 경쟁력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60억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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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3-2-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중과제명 감마선 조사시설용 대용량 전자가속기 개발 

세부과제명 대전류 가속용 RF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목    표

대전류의 전자선을 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RF시스템의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대전류 가속용 RF시스템 개발 
  - 전자 가속용 RF cavity 설계 및 제작

  - 임피던스 매칭 및 공진주파수 미세 조정 

  - RF공진의 장시간 안정성 평가

기대 성과

 고에너지 제동복사 감마선 조사관련 기반/원천기술 확보 
및 RI공급 안정화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한 신응용분야 개척을 통한 해당
분야의 국제적 선도 및 경쟁력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140억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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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3-2-3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중과제명 감마선 조사시설용 대용량 전자가속기 개발 

세부과제명 대전류 전자선 조절 전자석 개발 

연구개발
목    표

대전류의 전자선의 크기 및 궤적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석
의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대전류 전자선 조절 전자석 개발 
  - 저에너지 입사부 빔 조절용 전자석 개발

  - 고에너지 가속부 빔 조절용 전자석 개발 

  - 빔라인 선택용 전자석 개발

기대 성과

 고에너지 제동복사 감마선 조사관련 기반/원천기술 확보 
및 RI공급 안정화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한 신응용분야 개척을 통한 해당
분야의 국제적 선도 및 경쟁력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60억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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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3-2-4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중과제명 감마선 조사시설용 대용량 전자가속기 개발 

세부과제명 감마선 생성용 제동복사 표적 개발

연구개발
목    표

대전류 전자선 조사를 통해 감마선을 생성할 수 잇는 제동
복사 표적의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제동복사 표적 개발 
  - 빔에너지 및 물질에 따른 제동복사 생성 시뮬레이션

  - 최적물질 선정, 제동복사 표적 설계 및 제작

  

 제동복사 표적 성능평가
  - 전자선 조사를 통한 제동복사 감마선 생성, 측정 및 

평가 

기대 성과

 고에너지 제동복사 감마선 조사관련 기반/원천기술 확보 
및 RI공급 안정화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한 신응용분야 개척을 통한 해당
분야의 국제적 선도 및 경쟁력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70억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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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3-2-5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중과제명 감마선 조사시설용 대용량 전자가속기 개발 

세부과제명 복합방사선 차폐시설 개발

연구개발
목    표

고에너지 전자선 조사시 발생하는 다양한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차폐시설의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차폐시스템 개발 
  - 가속기의 전자선, 제동복사 표적으로부터의 감마선, 

감마선에 의한 핵반응으로 생성되는 양성자, 중성자 

등 복합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차폐할 수 있는 

차폐시스템의 설계, 제작 

  

 차폐시스템 성능평가
  - 전자선 조사시 차폐시설 외부 방사선량 평가 및 

피드백

기대 성과

 고에너지 제동복사 감마선 조사관련 기반/원천기술 확보 
및 RI공급 안정화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한 신응용분야 개척을 통한 해당
분야의 국제적 선도 및 경쟁력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40억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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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3-2-6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대용량 전자가속기 기반 감마선 조사시설 개발

중과제명 감마선 조사시설용 대용량 전자가속기 개발 

세부과제명 대전류 전자선 인출부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제동복사 감마선을 조사하여 RI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표적시스템 개발
  - 고에너지 감마선 조사가 가능한 표적시스템 설계 및 

제작

  - 표적시스템 냉각장치 설계 및 제작

  - 조사 표적 자동이송시스템 설계 및 제작 

기대 성과

 고에너지 제동복사 감마선 조사관련 기반/원천기술 확보 
및 RI공급 안정화

 고에너지 감마선을 이용한 신응용분야 개척을 통한 해당
분야의 국제적 선도 및 경쟁력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50억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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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과제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제 1 절 과제개요

1. 과제의 추진근거

○ 방사선기기 산업은 보안·검색·국방·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병목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기반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국내수요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

- 2007년 방사선기기 분야 국내시장은 1조 4천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방사선기기를 활용하는 동위원소이용기관은 2008년도 3,761개 업체가 

등록되어 매년 10% 이상 신규업체가 창출되고 있음

○ 보안검색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증대에 따라,  기존 X-ray 2차

원 센서기반 보안검색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차원 영상인식기술

과 영상-물질정보 동시획득처리기술 등 다양한 차세대 X-ray 검색장비

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음(화물검사, 휴대품검사, 컨테이너 검

사 장비 등)

- (출처) U.S. X-ray Explosive Detection Technologies & Markets 

2010-2014, Homeland Security Research Co. (2009)

○ 미국은 2007년에 『9.11 테러대책 이행 법률』을 공표하고 2016년부터 

자국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전량(100%)을 사전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금까지는 밀수감시 목적으로 1~3%만 검색) 

현재 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EU와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지속

적으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물류보안은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정

착되어 강력한 무역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9/11 테러 이후 보안검색기는 기존의 밀수감시를 위한 단순 투과영상 

정보보다 테러대비 핵물질/폭발물 탐지 등 물질구분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교역량과 미국의 컨테이너검색기 전수(100%) 방사선검

사법 등의 영향으로 검색속도의 대폭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음

○ 기존 보안검색기는 단순 X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핵물질/폭발물 탐지 

기능이 부족하고 물질구분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X선을 이용한 정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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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영상과 중성자를 이용한 물질구분 영상을 결합하면 핵물질/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 종류를 200여 단계까지 구분할 수 있

어, 기존의 단순 X선 장비에 비해 월등한 물질구분 능력을 갖출 수 있

게 될 것임 

○ 현재 국제적으로 원자력 기술은 핵발전, 핵의학, 보안검색 및 핵물질 

감시 등 그 응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핵물질 방호 이행에 대한 IAEA 

국제권고안 강화 및 핵물질 방호협약의 강화, 개정 추세와 더불어 미국

의1 테러 사태로 인한 핵물질 방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핵물질 탐지를 위한 방법으로 Gamma-ray spectrum analysis, 

Dual-energy radiography system, Backscattered X-ray imaging, Nuclear 

resonance fluorescence imaging 방법 등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X-ray나 감마선의 영상화를 위해서는 가속기나 방사성물질이 필요하고, 

또한 작업종사자나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수반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감마선이나 X선을 임의적으로 차폐할 수 있으므로 핵물질의 철

저한 감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과력이 매우 높지만 검출하기 용이하게 전하를 

띠는 우주 방사선(뮤온)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음

○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는 입사되는 우주방사선의 거동을 

추적하여 검색을 요하는 물질(핵물질)의 위치와 물질의 종류(원자번호)

를 판별 가능하게 하며 자연방사선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폭을 우려하

지 않아도 됨

2. 과제의 정의

○ X선과 중성자, 우주방사선을 결합한 복합 방사선 영상장치 기술로 

물질구분 능력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핵물질과 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첨단 초고속 보안검색 장치 기술 

- X선영상(해상도 우수) + 중성자영상(물질구분 능력 우수) → 복합방

사선 영상 

○ 한 대의 전자가속기로 X선 영상과 중성자 영상을 동시에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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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시간당 검색속도가 대폭 향상된 초고속 보안검색기 (20대 → 150대)

<그림 3-4-1 중성자-X선 복합 방사선을 이용한 컨테이너 보안검색기의 

개념도>

○ 우주방사선을 이용하여 방사선에 의한 추가 피폭 없이 핵물질 혹은 

핵물질을 차폐하는 차폐물을 탐지하는 보안검색장치의 기술 및 개발

○ 우주방사선의 거동을 추적(산란점을 추적)하기 때문에 3차원 영상 획

득이 용이하며 컨테이너(20ft급) 하나당 10분 이내의 처리속도 달성가능

<그림 3-4-2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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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의 기술범위

가. 중성자/X선 복합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 복합방사선(X선, 중성자)을 이용하여 해상도가 높고 물질구분 기능이 

향상된 고속 보안검색기 기술 및 장치 개발

- 고강도 X선/중성자 복합방사선원 개발

- 고효율 X선/중성자 복합방사선 검출기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 복합방사선을 이용한 핵물질/폭발물 탐지 알고리즘 및 SW 개발

- 복합방사선을 이용한 핵물질/폭발물 탐지 대형화물 검색기 시스템 개

발

 

나.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 기술개발

○ 우주방사선을 이용하여 추가 피폭 없이 특정 물질(핵물질, 핵물질 차폐

체)의 위치와 종류를 구별하여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보안검색장

치 기술 및 개발

- 우주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방사선 센서 

- 우주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방사선 센서를 위한 신호처리 회로 및 기

술 개발

- 보안검색장치에 사용되는 화물 이송 장치 및 방사선 검출 모듈을 고

정할 수 있는 대형 구조물 제작

- 제작된 요소들을 통합하여 대형 보안검색장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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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개발의 세부기술 내용>

과제명 핵심기술명 주요 연구 개발 내용

중성자/X
선 복합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
술개발

고강도 
복합방사선 

발생장치기술

 고강도 중성자 발생장치 개발
 소형경량 고집속 고강도 X선 발생장치 개발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X선 동시발생기술개발
 복합방사선 차폐 및 collimator 기술 개발

고강도 
복합방사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고효율 X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고효율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복합방사선 통합 계측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복합방사선
방사선 
영상기술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알고리즘 및 SW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위험물질 자동판독 기술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보안검색 판독 GUI 시스템 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통합기술

 복합방사선 이용 보안검색기 통합 시스템 기술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성능평가기술 개발
 보안검색기 분산 네트원크 통합판독 시스템 기술개발

우주방사
선을 이
용한 보
안검색장
치 기술 
개발

우주방사선용 
방사선 센서 

개발

 우주방사선용 고민감도 방사선 센서 선정 및 설계
 우주방사선용 고민감도 방사선 센서 제작

우주방사선용 
방사선 센서를 
위한 신호처리 
회로 개발

 우주방사선용 방사선 센서를 위한 고속 신호처리회로 
개발

 다층 센서 사용으로 인한 coincidence 판별 회로 구축 
및 시스템 개발

 효율적인 신호처리를 위한 채널 최적화 작업 및 디지
털 DAQ 처리 기술 개발

3차원 단층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3차원 단층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기술 확보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한 영상재구성 속도 향상
 획득된 영상을 통한 자동 물질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검색장치용 
대형 구조물 
설계 및 개발

 우주 방사선의 효율적인 측정이 가능한 최적의 검출 
구조 전산모사 및 설계

 설계된 검출 구조를 통한 보안검색장치 구조물 제작
 자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통합 및 화물 이송장치 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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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개발의 세부기술별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대안>

기술구분 기존기술의 문제점 개발될 기술의 핵심 특징

고강도 복합
방사선 발생
장치기술

 기존의 DD/DT 중성자 발생장
치는 선량이 낮고 표적의 수명
이 짧음 

 X선원과 중성자 선원을 별도
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
음. 

 기존 중성자원에 비해 선량이 
10 배 이상 높고 수명이 긴 중
성자원

 하나의 전자가속기로 이중에너
지X선과 중성자를 동시에 발생
하는 새로운 복합방사선원 

고강도 복합
방사선 계측 
및 영상기술

 분해능과 효율이 낮은 X선 및 
중성자 계측기

 X선과 중성자를 결합하여 해
상도도 높고 물질구분 능력 
향상된 복합방사선 영상기술 
부재

 고효율 섬광체와 SiPM 검출기
를 사용한 고분해능 고효율이 
X선/중성자 계측기 

 X선과 중성자를 결합하여 해상
도도 높고 물질구분 능력 향상된 
복합방사선 영상기술 (200여 단
계 물질구분)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통합

기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통합
시스템 기술 부재

 효율적인 방사선 차폐 및 
collimator 설계 필요

 X선 및 중성자가 효율적으로 
차폐된 collimator 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통합시
스템 개발

우주방사선
용 방사선 
센서 개발

 효율이 낮은 가스형태의 방사
선 센서의 이용

 대부분 미터급 이하의 소형 
방사선 센서 개발에 집중

 고민감도 우주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 개발

 20ft급 컨테이너 검색기에 적합
한 대형 방사선 센서 제작

제 2 절 기술개발 필요성

1. 기술적 필요성

○ 기존 X선이용 보안검색기술의 한계를 넘어 복합방사선 하이브리드 보

안검색기술 필요

- 9/11 테러 이후 항공·해운 물류 보안장치는 기존 밀수감시 용도에서 

핵물질이나 폭발물 탐지 같은 테러대비 용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

음. 이를 위해 단순한 투과영상 뿐만 아니라 대상의 물질정보를 획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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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보안검색기 기술은 기본적으로 X선만을 이용하는 단순투과영

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물질정보를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

한, X선 보안검색기 중에서 비교적 최신기술인 이중에너지 전자가속

기를 이용하는 보안검색기는 유기물/무기물/경금속/중금속 등 3,4단계

의 물질구분 능력을 갖고 있음. 

- X선 기반 보안검색기는 물질의 밀도에 따른 X선의 투과력 차이를 이

용하고 있음. 이에 비해 중성자는 대상물질의 핵과 반응하여 물질고

유의 이차방사선(중성자, 감마선 등)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차

방사선을 계측하여 물질의 종류를 탐지할 수 있음.  

- X선 기반 영상은 해상도가 높지만 물질구분 능력이 낮고 중성자 기

반 영상은 해상도는 낮지만 물질구분 능력이 높음. X선 영상과 중성

자 영상을 결합함으로써 해상도와 물질구분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이는 마치 의료용 영상 분야에서 PET-CT와 같은 개념인데, 

CT로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고 PET로 생의학적 정보를 얻는 것과 같

은 개념임. 

2. 사회경제적 필요성

○ 핵물질, 폭발물 등 테러물질 탐색 보안검색기 개발로 국가사회 안전 확

보

○ 미국은 2007년에 『9.11 테러대책 이행 법률』을 공표하고 2016년부터 자국으

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전량(100%)을 사전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색하도록 의

무화하고(지금까지는 밀수감시 목적으로 1~3%만 검색) 현재 그 시범사업을 시

행하고 있으며,  EU와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있

어, 물류보안은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정착되어 강력한 무역장애요인으로 대두

○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선박과 항만 등에서 운송되는 물류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2003년 국토안보부를 출범시킨 

후 컨테이너 보안협정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CSI)과 대테러 민관협력프

로그램 (The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초대형 

항만방사선 탐지제도(Mega Port Initiative) 등 해운보안법을 제정하고 보안검사

를 강화시킴으로써 안전한 화물 운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급성장하는 세계 보안검색기 시장에서 수입 대체 및 세계시장 진출

- 2010년 현재 세계 컨테이너 물류보안 시장은 약 4조원 규모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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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연간 45%의 초고속성장 중.  2007년 현재 세계 각국에 1,250여 

대의 컨테이너 검색기가 설치되었으며, 2015년 현재 2,300여 대의 컨테이너

검색기기 설치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됨

- 시범사업 후 컨테이너 100% 검색이 본격적으로 실행될 경우 국내에 

50대 이상의 컨테이너 검색기가 신규로 필요하게 되므로 장비 가격이 대

당 50~100억원 규모임을 고려할 때, 5,000억원에 가까운 국내 시장이 

열릴 것이며, 장비 유지보수에도 연간 약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

으로 추산

<그림 3-4-3 컨테이너 물류보안 시장 전망 (연간 45%성장)>

3. 정책적 필요성

○ 국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사회 안전에 관한 기술개발에 정

부투자 필요 

- 해운항공 물류보안안전테러 사고 발생시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검색기술 및 인프라를 시급

히 확보해야 함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가 빈번해지고 국가경제력과 국제사

회에서의 기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사선 보안검색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음

- 본 사업에서 개발상용화할 기술은 대형 컨테이너화물 뿐만 아니라, 중소형 

화물, 수화물에도 적용 가능하며, 국가 주요시설의 보안에도 활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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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현황 및 환경분석

1. 시장 및 산업 동향

○ 미국, 중국 기업의 독과점 상태

- 현재 전 세계적 컨테이너검색기 시장은 Nuctech(중국), Rapiscan(미

국), Smith detection(독일), SAIC(미국), AS&E(미국) 등 몇 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세계 시장 1위는 중국의 Nuctech사

인데,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 더하여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

으로 세계시장 1위를 고수하고 있음  

<표 3-4-3 컨테이너검색기 세계 시장 점유율 분석>

업체명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2-2013

시장점유율 증감

Nuctech 23.9% 24.6% 25.1% 0.5%

Smiths 
Detections

19.0% 21.2% 20.7% -0.5%

AS&E 20.3% 16.9% 15.9% -1.0%

Rapiscan
Systems

13.2% 14.9% 15.7% 0.8%

SAIC 10.7% 9.0% 9.5% 0.5%

Others 12.9% 13.4% 13.1% -0.3%

<표 3-4-4 전세계 제작사별 컨테이너검색기 누적 판매 수량>

순위 제작사 국가 설치 수량

1 Nuctech 중국 800대
2 Rapiscan 미국 480대
3 Smiths Detection 독일 460대
4 SAIC 미국 300대
5 AS&E 미국 200대
6 L3 미국 50대
7 VARIAN 미국 20대
8 기타 - 40대

합  계 2,350대



- 273 -

○ 항공해운 물류 보안검색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 현재 방사선기기를 이용한 컨테이너검색기 세계 시장은 9.11 테러 이

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전의 경우 컨테이너검색기는 단순 밀

수품 확인용으로 사용하였지만, 향후에는 테러대비용으로 그 주 용도

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미국의 9.11테러대책이행법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외국항만에서 미국 관세청 검사관과 해당국 관련기

관이 대 미국 수출 컨테이너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방사선탐지기와 

X-선 투시기로 모든 화물에 대한 100% 사전 검색을 의무화시킬 예

정이므로 전 세계적인 컨테이너검색기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림 3-4-4 미국 컨테이너 검색장치 시장 예측>

-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교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9/11 테러대책이행

법의 시행에 대비해야할 것임. 아울러 강화되는 보안검색은 미국과의 

교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

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보안 검색 장비 수요와 활용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특히 2013년 한미 FTA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양국의 경

제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컨테이너검색기의 수요

는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이며, 이는 2012년 Long Beach 항만청 주

최 컨퍼런스에서 수출입업체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타났으며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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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별 X-선 검색 분야 시장추이 예상에서도 지속적인 미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무역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그림 3-4-5 국가별 X-선 보안검색 시장변화 추이 예상>

○ 컨테이너검색기 유지보수 및 교체비용 증가  

- 컨테이너검색기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는데, 유지보수 시장은 2010년 44%에서 2016년에는 49%로, 장비 

판매 시장과 유지보수 시장이 거의 같은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측됨. 

또한 많은 컨테이너검색기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교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4-6 X선 장비 판매비용과 유지 보수비용 시장 예측>



- 275 -

2. 기술개발 동향 

가. 해외 기술개발현황 

○ 물질구분(material discrimination) 기능 강화

- 현재 개발 및 상용화되는 컨테이너검색기는 기존 X-선 검색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3차원 영상인식 기술, 영상/물질 정보 동시

획득 기술, 이중에너지 이용 유기물-무기물 분류, 후방산란 방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하여 발전하고 있는 추세임

- 국외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이중에너지 검색 방법, 후방산란 방법 

등을 이용한 신개념의 보안 검색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고 일부는 상용화 초기단계에 있음

- 특히, 미국의 컨테이너 전수(100%) 검사법이 201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한정된 장비로 검색수량을 높이기 위해 드라이브 스

루 (Drive-through)검색기를 개발하여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였으나, 

운전자의 안정성의 논란이 있음

- 중국의 경우 1997년 설립된 Nuctech사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을 축적하여 중국의 항만과 우리나라

는 물론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또한 9/11 테러 이후 컨테이너검색기의 목적이 밀수감시에서 테러대

책으로 패러다임 전환됨에 따라 기존 X선만을 이용하는 데서 벗어나 

X선과 중성자를 결합하여 핵물질이나 폭발물도 탐지할 수 있는 복합

방사선 컨테이너검색기 기술이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아

직 실용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 9/6 MeV, 6/4 MeV 등 한 대의 가속기로 이중에너지(dual-energy) X선

을 발생시켜 유기물과 무기물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컨테이

너검색기가 일반화되고 있음

＊ 유기물 : 물, 알코올, 기름, 마약, 저밀도 플라스틱, 폭약 등

＊ 무기물 : 소금, 고밀도 플라스틱, 알루미늄, 고밀도 폭약, 혼합물질 등 

＊ 중금속 : 철, 납, 시멘트 등

- Nuctech사는 X선과 중성자를 결합하여 물질구분 능력을 크게 향상시

킨 컨테이너검색기를 개발하였음. 이중에너지 컨테이너검색기의 경우 

3 단계로 물질 종류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X선/중성자 복합방사선을 

이용한 컨테이너검색기는 200 종류 이상의 물질을 구분할 수 있음. 

중성자원으로는 미국산 DT Generator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명이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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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연간 300,000 달러에 달하는 교체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

음       

<그림 3-4-7 이중에너지(dual-energy) X선 펄스>

<그림 3-4-8 이중에너지 가속기를 이용하여 얻은 유기물/무기물 구분 영상 

(오렌지색 : 유기물, 녹색 : 목재 바닥, 청색 : 금속 차체)>

<그림 3-4-9 X선/중성자 결합 컨테이너검색기 (좌) 모식도, (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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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0 Nuctech사의 X선/중성자 결합 화물검색기 FINDEX>

○ Drive-through 방식의 고속스캔 컨테이너검색기 개발 

- 현재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밀수감시 목적으로 반입 화물 중 일정 

비율만을 방사선으로 검색하고 있는데, 미국의 컨테이너 전수(100%)

검사 법률이 시행되면 수출화물의 방사선 검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검색능력이 대폭 향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drive-through  모드로 작동되는 고속스캔 컨테이너검색기가 개발되

고 있음 

＊ 시간당 20대 >> 시간당 100~150대 

- 검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전자가 승하차 하지 않고 5~15 km/h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검색대를 지나가는 동안에 방사선이 발사되어 검

색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운전자의 방사선 안전이 문제가 되나, 제

작사들은 1회 스캔으로 받는 운전자의 피폭량이 0.1 μSv 이하를 보

장할 수 있으며, 실제 측정된 피폭량은 0.01 μSv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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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고속스캔 컨테이너검색기의 운전모드>

○ 폭발물 탐색 보안검색기 기술 개발 

＊ 9/11 테러 이후 단순 밀수감시 보다는 핵물질, 폭발물 등 테러물질을 탐

지할 수 있는 고기능 보안검색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불법 약물이나 폭발물 검색에 사용하는 방사선에는 X-선, 중성자    

(표지중성자, 맥동고속중성자), 핵4중극자 공명, mm파 홀로그래    

피, 테라헤르츠파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그 일부는 실용화되고 있음

- X-선 검색시스템으로는 단색 디스플레이 수화물 X-선 시스템,      

이중 에너지를 이용한 X-선 검색시스템, 물질 식별 수화물 X-선    

시스템, 후방산란 반응을 이용한 수화물 X-선 시스템, 컴퓨터       

단층 사진 기반의 X-선 시스템, 간접성 산란(Coherent Scattering)   

을 이용한 X-선 시스템, X-선 기반 폭발물 검출시스템 등이 개발   

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결합하여 단계별로 검색을   

하여 위협물을 확인 식별하기 위한 검색 네트워킹 시스템도 개발   

되고 있음 

- 표준 단색 X-선 수화물 검색시스템은 그 원소 구성물에 따라 색    

깔로 표시하도록 개선됐고 그 후 위협물질을 정확히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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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X-선 투과영상 및 후방산란을 이용한 수화물 검색 장비>

<그림 3-4-13 X-선 회절을 이용한 수화물 검색 장비>

- 표지중성자 방식 (Tagged neutron methode, TNM)은 대상물에 중성자

를 조사하여 발생하는 2차 감마선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검색 

체적 내 원소분포를 구별하여 폭발물과 같은 위험물질을 식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 중성자는 물체와 부딪혀 특성 감마선

(characteristic gamma-ray)을 발생시키는데, 이 특성감마선은 물질이 

갖는 고유 원소 질량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므로 물질 구분에 사용

할 수 있음.  

- 폭발물의 경우 탄소 (Carbon), 산소(Oxygen), 질소 (Nitrogen) 원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들 원소가 중성자와 반응하여 방출하는 

특정 에너지의 감마선을 측정하여 CNO 원자의 분포를 파악, 폭발물

을 탐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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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표지중성자검색 방식 (a) 개념도, (b) 폭발물 검출 특성>

○ 핵물질 검색용 보안검색기 기술 개발 

- 구소련 및 동구권 붕괴 이후 핵물질 및 방사능 물질 도난 사건이 

1993년 이후 345 건이 발생하였으며, 후발 핵개발 국가들로부터 테러

집단에로의 핵물질 유출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항공해운 물류에 있

어 핵물질 탐지 보안검색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용화된 예는 없음 

- 핵물질 검색에는 맥동광핵평가 기술, 핵공명형광 기술, 광핵분열기술, 

고에너지 X-선 기술, 방사선 포탈모니터 기, 피동 센서 기술 등을 이

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신호처리용 중성자 동시계측 기술     등이 

개발되어 검색 기능을 보강하여 보다 효과적 검출이 이루어   지도

록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핵물질 검색의 경우 적은 양의 핵물질은 일반적으로 감마선 및 중성

자 방사선을 쉽게 차폐한다는 것이 주요 문제인데, 납(Pb)과 같은 원

자번호 Z가 큰 물질은 우수한 X-선과 감마선 흡수재이며, H나 B나 

Li를 많이 포함한 물질은 우수한 중성자 흡수재임

- 이와 같은 경우에 X-선 영상이 도움을 주며 큰 부피의 원자번호 Z가 

큰 물질이나 컨테이너에 있는 폴리에틸렌 타입과 같은 큰 부피의 가

벼운 물질이 있다면 그러한 물질은 몇몇 핵물질을 차폐할 수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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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NRFI (광핵공명형광영상) 검색시스템 실험 구성 (a) 

핵공명형광영상화 시스템 개략도, (b) EZ-3D 산란 및 2-D 투과검출도>

- 맥동광핵평가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발중성자를 이용하는 기술, 즉발

중성자를 이용하는 기술, 고에너지 맥동 X-선 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핵공명형광 검색기술의 경우 후방각 산란검출 및 투과검출방법을 이

용하고 있으며, 핵공명형광관련 유효 원자번호 결정 연구     도 추

진하고 있음

- 광핵분열 검색시스템은 선형가속기와 연계하여 광핵반응을 일으켜핵

분열 특성기호로 핵분열 물질을 검색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음.  고에

너지 X-선 투시 검색 기술은 핵물질에서의 핵분열을 일으키도록 6 

MeV 에너지 이상의 MeV 에너지 X-선 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핵분

열생성물, 중성자 및 지발 감마선들의 일부를 검출할 수 있어서 화물 

내의 특수 핵물질에 대한 특성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그림 3-4-16 광핵분열 검색기술 장치 구성 (a) 조감도, (b)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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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가속기 기반 광핵분열 검색장치 (a) 분해능 개념도, (b) 검색장치 

시스템 설계도>

나. 관련 해외논문동향

○ 미국의 Decision Sciences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가스 검출기 기반

의 Drift Tube를 사용하는 그룹으로 본 기업은 상용화에 성공하여 미국 

Bahama 항구에서 상업용 Full-size 우주 방사선 보안검색장치를 현재 

운영 중에 있음

<그림 3-2-18 Decision Sciences International Corporation에서 운영 중인 상업용 

뮤온 토모그래피 시스템>

○ 미국 Florida 공과대학에서는 가스 검출기 기반의 GEM(Gas Electron 

Multiplier) 검출기를 사용하는 그룹임. 본 그룹은 현재 약 1 ft3 정도의 

FOV를 가지는 우주방사선 단층촬영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연구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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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미국 Florida 공과대학에서 제작한 프로토 타입 우주 방사선 단층 

촬영 장치>

○ Plastic scintillator를 검출기로 사용하는 그룹으로 캐나다의 CRIPT 컨소

시움과 이탈리아의 INFN Catania가 있음. 두 그룹 모두 입자물리학 검

출 실험인 Cern에서의 CMS 검출기 연구에 참여했으며 CMS 검출 기술

을 응용하여 우주방사선 단층촬영장치를 연구 중에 있음

<그림 3-4-20 CMS 검출기에 사용된 CRIPT 컨소시움에서 개발한 우주방사선 

검출기>

○ Multi-gap RPC(Resistive Plate Chamber)s를 사용하는 중국의 Tsinghua 

대학에서는 여러 겹의 RPC를 사용하여 위치를 검출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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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Tsinghua 대학에서 개발 중인 Multi-gap RPC>

○ 미국의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LANL)에서는 Drift tube를 이용

한 프로토타입 우주 방사선 보안검색장치를 제작하였으며 Drift Tube 

외에도 다양한 검출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그림 3-4-22 LANL에서 Drift Tube를 이용하여 개발한 우주방사선 이용 

단층촬영 시스템>

○ 미국의 Maya Muon Tomography Group 에서는 핵물질의 감시가 아닌 

고고학적 분야의 적용을 위해 뮤온 토모그래피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

음. 본 기관에서는 뮤온 검출을 위해 axial length 4.22 m, mean radius 

0.8 m 의 cylinder 형태의 검출기를 개발하여 매우 큰 물질(피라미드 

등)의 영상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임.

<그림 3-4-23 Maya 그룹에서 개발한 우주 방사선 검출기 및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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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기술개발동향 및 기술수준

가. 기존기술과의 차별성

○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표 3-4-5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장치 연구 개발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과제명(부처) 선행과제 제안 과제

고주파 전자가속기 
및 보안검색 응용기
술개발(미래창조과학
부)

 이중에너지 X선 발
생장치 (고주파 전자
가속기)

 유기물/무기물 구분 
X선 영상기술 (물질
구분 3단계)

 핵물질/푹발물 탐지 
불가

 고정식 저속스캔 보
안검색장치기술

(차별성)
 X선과 중성자를 결합한 복합방사선
 물질구분 200여 단계
 핵물질/푹발물 탐지 가능
 갠트리방식 고속/저속스캔 하이브리
드 시스템

(연계성)
기존에 개발된 이중에너지 전자가속
기 기술과 물질구분 방사선 영상기술
을 발전적으로 활용

핵물질 감시용 뮤온

토모그래피 기술 개

발(미래창조과학부)

 우주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 모듈 제
작

 우주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를 통한 
센서 구조 검증

(차별성)
  대형면적 방사선 센서 개발 및 제작
  센서 구조 검증 및 실증시설 제작
을 통한 연구목표 달성
(연계성)
기존에 개발된 방사선 센서의 구조를 
검토 및 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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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업의 목표 및 주요내용

1.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가. 최종목표

4-1 복합방사선을 이용하여 핵물질, 폭발물을 탐지할 수 있는 보안검색

기술 및 장치 개발

○ X선 영상기술과 중성자 영상기술을 결합하여 해상도가 우수하고 물질

구분 능력이 향상된 방사선 영상 기술 개발

○ 테러대비 핵물질 및 폭발물 탐지 가능한 보안검색 기술 및 장치 개발

4-2 우주방사선을 이용하여 방사선 피폭이 없는 보안 검색기술 개발 

및 장치 개발   

○ 자연 방사선의 일종인 우주 방사선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방사선 피폭

없이 위험물질 탐지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

○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 검색 장치에서 3D 단층영상 획득을 위한 

영상알고리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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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기술 내용

<표 3-4-6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장치 개발 세부기술 내용>

과제명 핵심기술명 주요 연구 개발 내용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고강도 
복합방사선 
발생장치기술

 고강도 중성자 발생장치 개발
 소형경량 고집속 고강도 X선 발생장치 개발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X선 동시발생기술개발
 복합방사선 차폐 및 collimator 기술 개발

고강도 
복합방사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고효율 X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고효율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복합방사선 통합 계측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복합방사선
방사선 

영상기술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알고리즘 및 SW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위험물질 자동판독 기술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보안검색 판독 GUI 시스템 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통합기술

 복합방사선 이용 보안검색기 통합 시스템 기술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성능평가기술 개발
 보안검색기 분산 네트워크 통합판독 시스템 기술개발

우주 방사
선을 이용
한 보안검
색 기술 개
발 및 장치 
개발

우주 방사선 
검출  센서 
개발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고성능 방사선 검출기 
개발 기반기술 확보

 우주 방사선 측정용 다양한 방사선 검출 센서간의 성
능 비교 및 최적의 센서 결정

 우주 방사선 검출용 센서에 적합한 신호처리 회로 기
술 개발

 다층 센서 사용으로 인한 coincidence 판별 회로 구축 
및 시스템 개발

 효율적인 신호처리를 위한 채널 최적화 작업 및 디지
털 작업을 위한 DAQ 처리 기술 개발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기술에 이용가능한 3
차원 단층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기반기술 확보

 기하하적 재구성 및 반복적 재구성 방법 간의 성능비
교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한 영상재구성 속도 향상 기술 
구축

 획득된 단층영상을 통한 자동 물질 분석 소프트웨어 
연동기술 개발

보안 
검색장치용 
대형 구조물 
설계 및 개발 

 우주 방사선의 효율적인 측정이 가능한 최적의 검출 
구조 시뮬레이션 및 설계

 설계된 검출 지오메트리를 통한 보안검색 장치 구조
물 시제품 제작

 자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구현 및 영상 재구성 시스
템과의 소프트웨어 연동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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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계별 연구 목표

<표 3-4-7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장치 개발 단계별 연구 목표>

핵심기술 1단계 2단계

중성자-X
선 복합방
사선 보안
검색
장치 기술
개발

고강도 복합방
사선 발생장치
기술

 이중에너지 (15/9 MeV) X-band 
전자가속기 기술 개발 

 고강도 고속 중성자원 기술
 전자가속기 기반 X선/중성자 
동시발생기술

 Compact 고강도 복합방사선
원 장치 개발

 복합방사선 저누설선량 차폐 
및 collimation 기술

고강도 복합방
사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고효율 X선 센서 기술개발
 고효율 중성자 센서 기술개발
 중성자/X선 기반 핵반응  이차
방사선 검출기술 개발 

 복합방사선 검출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고효율 X선/중성자 검출기 
array 개발 

 중성자/X선 기반 핵반응에 
의한 핵물질 검출기술 개발 

 복합방사선 고속 신호처리장
치 개발 

복합방사선
방사선 영상기
술  

 복합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
용 연구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알
고리즘 개발

 알고리즘 최적화 및 SW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영상
정보 SW 개발

 복합방사선이용 핵물질/폭발
물 자동판정 기술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GUI 
판독 시스템 개발

복합방사선 보
안검색기 시스
템 통합기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최적구
조 설계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프로토
타입 제작, 시험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통합
시스템 제작 및 성능평가

 복합방사선 분산 네트워크 
통합판독 시스템 개발 

우주 방사
선을 이용
한 보안검
색 기술 
개발 및 
장치 개발

우주 방사선 검
출  센서 개발 
및 신호처리 기
술 개발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
서 제작

 소형 프로토타입 방사선 센서 
제작 및 우주 방사선 검출 실
험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
서에 적합한 신호처리 회로 개
발

 보안검색장치용 대형 방사선 
센서 개발

 다층 구조의 동시신호 획득
을 위한 동시계수 신호처리 
기술 개발

 효율적인 신호처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DAQ 개발 및 
시스템 연동

3차원 단층 영
상 재구성 알고
리즘 개발 및 
분석 소프트웨
어 개발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정
립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한 영상 
재구성 처리속도 향상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과 연
계한 자동 물질 분석 소프
트웨어 기술 개발

 우주 방사선 검출 센서 시스
템과 연동 가능한 융합시스
템 개발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설계 및 
개발 

 우주 방사선의 효율적 측정을 
위한 최적의 검출 구조 설계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소형 프
로토타입 보안 검색장치 구조
물 제작

 대형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설계 및 제작

 화물 이송이 가능한 자동 이
송장치 구축

 분석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구조물 자동제어 시스템 구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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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과제)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표 3-4-8 (4-1 과제) 1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 
연구목표

고강도 X선원 및 중성자원 
장치 설계

고강도 복합방사성원 부품 
및 sub-system 제작시험

고강도 X선원 및 중성자원 
장치 제작 및 시험

고효율 X선 및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기반기술 개발

고효율 X선 및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부품 제작

고효율 X선 및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장치제작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알고리즘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알고리즘 최적화 및 SW 
시제품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SW 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최적설계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부품 및 sub-system 제작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프로토타입 제작 시험 

연도별 
연구내용

이중에너지 X-band 
전자가속기 설계 및 
부품제작

이중에너지 X-band 
전자가속기 Sub-system 제작

이중에너지 X-band 
전자가속기 시스템 제작 및 
시험

고강도 중성자원 설계 및 
부품제작

고강도 중성자원 부품 및 
Sub-system 제작시험

고강도 중성자원 시스템 조립 
시험

X선/중성자 동시발생 
장치설계 및 부품제작

X선/중성자 동시발생 
장치부품 및 sub-system 
제작

X선/중성자 동시발생 장치 
시스템 제작 시험

X선/중성자 동시발생 
장치제작

X선/중성자 동시발생 시험

고효율 X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반기술 개발

고효율 X선 센서 및 
신호처리 부품 제작

고효율 X선 센서 및 신호처리 
장치제작 시험

고효율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기반기술 개발

고효율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부품제작

고효율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제작 시험

핵반응 기반 이차방사선 
검출기 시스템 제작

핵반응 기반 이차방사선 
검출기 시험

핵반응 기반 이차방사선 
검출효율 증대

복합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simulation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알고리즘 최적화 및 SW 
시제품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SW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알고리즘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알고리즘 최적화 및 SW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SW 최적화

핵반응 기반 이차방사선에 
의한 핵물질 폭발물 탐지 
알고리즘 개발

핵반응 기반 이차방사선에 
의한 핵물질 폭발물 탐지 
알고리즘 개발

핵반응 기반 이차방사선에 
의한 핵물질 폭발물 탐지 시험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최적설계 및 부품제작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부품 및 sub-system 제작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프로토타입 제작 시험 보안검색장치 제어 시스템 
설계제작

연도별 
주요결과

물

 복합방사선 발생장치 설계 
및 부품

 복합방사선 센서 및 신호처리
장치 설계 및 부품

 복합방사선 물질구분 알고
리즘 

 보안 검색장치의 구조물 설
계 및 부품

 복합방사선 발생장치 
Sub-system

 복합방사선 신호처리장치
 복합방사선 물질구분 SW 
 보안 검색장치의 구조물 
Sub-system

 이중에너지 X-band 전자가속
기 

 고강도 중성자원
 X선/중성자 동시발생장치
 복합방사선 신호처리장치
 복합방사선 물질구분 SW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프로토
타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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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9 (4-2 과제) 2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 
연구목표

복합방사선원 고강도화 및 
소형경량화 설계

고강도 소형경량 
복합방사선원 제작시험 

고강도 소형경량 복합방사선원 
차폐 및 collimator 설계제작

고효율 X선 및 중성자 
검출기 Array 개발 

복합방사선 고속 신호처리 
장치 개발

중성자/X선 기반 핵반응에 
의한 핵물질 검출기술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영상정보 SW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핵물질/폭발물 자동판정 
기술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GUI 
판독시스템 개발

복합방사선 고속 
보안검색장치 상용모델 설계

복합방사선 고속 
보안검색장치 상용모델 제작

복합방사선 분산 네트워크 
통합판독 시스템 개발 

연도별 
연구내용

이중에너지 X-band 
전자가속기 설계 및 
부품제작

이중에너지 X-band 
전자가속기 Sub-system 제작

이중에너지 X-band 
전자가속기 시스템 제작 및 
시험

고강도 중성자원 설계 및 
부품제작

고강도 중성자원 부품 및 
Sub-system 제작시험

고강도 중성자원 시스템 조립 
시험

X선/중성자 동시발생 
장치설계 및 부품제작

X선/중성자 동시발생 
장치부품 및 sub-system 
제작 X선/중성자 동시발생 장치 

시스템 제작 시험
X선/중성자 동시발생 
장치제작

X선/중성자 동시발생 시험

고효율 X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반기술 개발

고효율 X선 센서 및 
신호처리 부품 제작

고효율 X선 센서 및 신호처리 
장치제작 시험

고효율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기반기술 개발

고효율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부품제작

고효율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제작 시험

핵반응 기반 이차방사선 
검출기 시스템 제작

핵반응 기반 이차방사선 
검출기 시험

핵반응 기반 이차방사선 
검출효율 증대

복합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simulation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알고리즘 최적화 및 SW 
시제품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SW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알고리즘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알고리즘 최적화 및 SW 개발

복합방사선 이용 물질구분  
SW 최적화

핵반응 기반 이차방사선에 
의한 핵물질 폭발물 탐지 
알고리즘 개발

핵반응 기반 이차방사선에 
의한 핵물질 폭발물 탐지 
알고리즘 개발

핵반응 기반 이차방사선에 
의한 핵물질 폭발물 탐지 시험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최적설계 및 부품제작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부품 및 sub-system 제작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프로토타입 제작 시험 보안검색장치 제어 시스템 
설계제작

연도별 
주요결과

물

 복합방사선 발생장치 설계 
및 부품

 복합방사선 센서 및 신호처리
장치 설계 및 부품

 복합방사선 물질구분 알고
리즘 

 보안 검색장치의 구조물 설
계 및 부품

 복합방사선 발생장치 
Sub-system

 복합방사선 신호처리장치
 복합방사선 물질구분 SW 
 보안 검색장치의 구조물 
Sub-system

 이중에너지 X-band 전자가속
기 

 고강도 중성자원
 X선/중성자 동시발생장치
 복합방사선 신호처리장치
 복합방사선 물질구분 SW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프로토
타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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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과제)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개발 및 장치 개발

<표 3-4-10 (4-2 과제) 1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연도별 
연구목표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사
선 센서 제작

소형 프로토타입 방사선 
센서 제작

소형 프로토타입 방사선 센
서를 이용한 우주 방사선 
검출 실험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정립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하 
영상 재구성 처리속도 향
상

소형 프로토타입 보안 검색
장치를 이용한 3차원 단층 
영상 획득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설
계 및 개발

소형 프로토타입 방사선 
센서용 구조물 설계

소형 프로토타입 방사선 센
서용 구조물 제작

연도별 
연구내용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사
선 센서 가능성 연구 소형  프로토타입 방사선 

센서 제작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소형 
프로토타입 검출 실증 실험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사
선 센서 선정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제
작된 소형 프로토타입 검
출 실증 실험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사
선 센서에 적합한 신호처
리 회로 구축

소형 프로토타입 보안 검색 
장치를 이용한 3차원 단층 
영상 획득3차원 단층 영상 획득을 

위한 기하학적 재구성법 
및 반복적 재구성법 별 성
능 평가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한 
계산속도 향상 및 영상 
재구성 처리 속도 향상

소형 프로토타입 방사선 센
서용 구조물 제작

우주 방사선의 효율적인 
측정을 위한 최적의 검출 
구조 시뮬레이션 및 검증

소형 프로토타입 방사선
센서용 구조물 설계

연도별 
주요결과

물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
사선 센서 선정 및 제작

 신호처리 회로 개발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보안 검색장치의 구조물 
설계도 정립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
사선 센서 제작 

 제작된 소형 프로토타입 
검출기 검증

 소형 프로토타입용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설계

 우주 방사선 검출에 적합
한 실험 변수 데이터베이
스화

 소형 프로토타입 보안 검
색장치 개발

예산 20억원 20억원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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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1 (4-2 과제) 2단계 단계별 연구목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연도별 
연구목표

보안 검색장치용 대형 방
사선 센서 개발 대형 방사선센서용 신호처

리 회로 개발

대형 보안검색장치 시운전자동 물질 분석 소프트웨
어 기술 개발

대형 보안검색장치용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대형 보안검색장치용 구조

물 설계

연도별 
연구내용

보안 검색장치용 대형 방
사선 센서 개발

대형 방사선센서용 신호처
리 회로 개발 대형 보안검색장치 시운전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과 
연계한 자동 물질 분석 소
프트웨어 개발

다층 구조의 동시신호 획
득을 위한 동시계수 신호
처리 기술 개발

분석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검색장치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대형 보안검색장치용 구조
물 설계

대형 보안검색장치용 구조
물 제작 및 화물 이송장치 
개발

연도별 
주요결과

물

 보안 검색장치용 대형 
방사선 센서 개발

 자동 물질 분석 소프트
웨어 개발

 대형 보안검색장치용 구
조물 설계

 대형 방사선센서용 신호
처리 회로 및 동시계수 
회로 개발

 대형 보안검색장치용 구
조물 제작 및 화물 이송
장치 개발

 대형 보안검색장치 개발완
료

예산 70억원 70억원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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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의 성과목표

<표 3-4-12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장치 개발 사업의 성과목표>

중점추진 분야
원천기술 

개발
첨단방사선

장비
특허

 SCI급 
논문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개발 10 4
국내 10
국제 10

20

우주 방사선 검출 센서 개발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5 2
국내 4
국제 2

6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3 -
국내 2
국제 2

6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설계 및 
개발

2 2
국내 3
국제 2

3

 

마. 개발목표

○ (4-1과제)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표 3-4-13 (4-1 과제)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목표 국내최고수준

(기업/기관명)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현재 달성목표

1 공간분해능 mm 4 ≤ 1
4

(KAERI)

3
(중국, 

NUCTECH)

2 물질구분단계 레벨 3 200
3

(KAERI)
3

(미국, Rapiscan)

3
위험물질 

구분
-

핵물질/
폭발물
구분

- -

4 스캔속도 대/시간 20 ≥100
20

(KAERI)
100

(미국, Rapi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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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과제)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개발 및 장치 개발

<표 3-1-14 (4-2 과제)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목표 국내최고수준

(기업/기관명)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현재 달성목표

1 공간분해능 mm - 10 이하 -
10

(미국, Decision Sci. 
Intl. Corp.)

2 측정 물질 - -
원자번호 
40이상

-
SNM

(미국, Decision Sci. 
Intl. Corp.)

3 영상획득시간 min. - 10 이하 -
5 이하

(미국, Decision Sci. 
Intl. Corp.)

바. 개발 기술 예상 성과물 및 파급 성과

○ (4-1과제)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술 개발

- X선과 중성자 등 복합방사선을 이용하여 기존 밀수감시는 물론 핵물

질/폭발물 탐지가 가능한 첨단 고속 보안검색기 원형시스템 개발 

＊ 물질탐지 기능 : 200여 단계, 핵물질/폭발물 탐지

＊ 스캔 속도 : 시간당 100대 이상 (현재 20여 대) 

  

<그림 3-4-24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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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를 이용해 획득한 영상>

○ (4-2과제)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개발 및 장치 개발

- 우주방사선을 이용하여 추가 피폭없는 보안검색장치 기술 확보 및 개

발

<그림 3-4-26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 개념도(Decision Science 

International Corp.)>

＊ 1 m3 급 소형 프로토타입 실증용 보안검색기 개발을 통해 대형 보안검색

장치 개발 타당성 입증 및 성능 예측

＊ 20ft, 40ft 급 대형 보안검색기 개발 및 공항/항만에서의 성능평가 검증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 기술이전 가능성 파악

<그림 3-4-27 기술 개발완료 후 실제 구축 예상도(좌) 획득 단층영상 예상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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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내용 및 예산

○ (4-1과제)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6년간)

- 총사업비 : 350 억원 (미래부 150억원, 국교부 100억원, 산자부 50억

원 민간 50억원)

<표 3-4-15 (4-1 과제) 연도별 예산>

세 부 과 제 명

기 간
예산 [억원]

[차년도]

1 2 3 4 5 6 국고 민간 합계

1

고강도 복합방사선 발생장치 기술개발 90 15 105

1-1
수십 nm의 제작 공차를 위한 이중에너지 
X-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개발

20 3 23

1-2 고강도 고속중성자 발생장치 개발 30 5 35

1-3
전자가속기 기반 X선/중성자 동시발생 기술개
발

30 5 35

1-4
복합방사선 저누설선량 차폐 및 collimation 기
술개발

10 2 12

2

고강도 복합방사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65 12 77

2-1
고효율 고에너지 X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10 2 12

2-2 고효율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15 3 18

2-3 중성자/X선 기반 핵물질 검출기술 개발 25 4 29

2-4
복합방사선 동시검출 및 고속 신호처리 기술
개발

15 3 18

3

복합방사선 영상기술 개발 65 12 77

3-1 복합방사선과 물질 상호작용 연구 10 2 12

3-2 복합방사선 영상 알고리즘 및 SW 개발 20 4 24

3-3
복합방사선 이용 핵물질/폭발물 판정기술 개
발

20 4 24

3-4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GUI 판독 장치 개발 15 2 17

4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통합기술 개발 80 11 91

4-1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설계 및 제작 50 7 57

4-2
복합방사선 분산 네트워크 통합판독 시스템 
개발

30 4 34

총 액 300 5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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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과제)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개발 및 장치 개발

- 사업기간 : 2016년 ~ 2021년(6년간)

- 총사업비 : 350 억원 ( 국비 : 300억원, 민간 50억원)

<표 3-4-16 (4-2 과제) 연도별 예산>

세 부 과 제 명

기 간
예산 [억원]

[차년도]

1 2 3 4 5 6 국고 민간 합계

1

우주방사선 검출 센서 개발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124 16 140

1-1 소형 프로토타입 방사선 센서 제작 30 5 35

1-2 보안검색장치용 대형 방사선 센서 개발 46 5 51

1-3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용 신호처리 
기술 개발

26 3 29

1-4
다층 구조 방사선 센서용 동시계수회로 처리 
기술 개발

22 3 25

2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 소
프트웨어 개발

48 12 60

2-1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정립 10 2 12

2-2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한 영상 재구성 처리속
도 향상

8 3 11

2-3 자동 물질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15 3 18

2-4
방사선 센서 제어 소프트웨어와 연동가능한 
융합시스템 개발

15 4 19

3

보안검색장치 구조물 설계 및 개발 128 22 150

3-1 소형 프로토타입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개발 20 7 27

3-2 대형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개발 60 7 67

3-3 화물 이송이 가능한 자동 이송장치 구축 20 5 25

3-4
분석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구조물 제어 시스
템 개발

28 3 31

총 액 300 5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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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체계도

<그림 3-4-28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원천 기술 및 장치 개발 

기술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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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7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원천 기술 및 장치 개발 기술체계>

기술체계 기술
성숙도

기술유형
상대적
중요성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우주 
방사선
을 

이용한 
보안검
색장치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 제작

G K 5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용 신호처리 
회로

M E 5

보안검색장치용 방사선 
센서 대형화

E K 5

센서 대형화 및 채널 
증가에 따른 신호처리 
최적화

M E 3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K G 5

보안검색장치용 구조물 
제작

소형 프로토타입용 
보안검색장치 구조물 제작

E B 4

대형 보안검색장치 구조물 
제작

E B 4

화물 이송 시스템 제작 G E 4

○ 기술성숙도: 태동기(E), 성장기(G), 성숙기(M), 쇠퇴기(A)

○ 기술유형: 중요기술(K), 중점기술(E), 기반기술(B), 상용기술(P)

- 중요기술(Key technology): 기술경쟁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로서 향후 세계시장

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확보가 필요한 요소기술

- 중점기술(Emphasis technology): 우리나라가 일정수준 이상의 위치에 있는 기술로서 

경쟁력 있는 차별화요소가 될 가능성이 큰 기술

- 기반기술(Base technology): 해당산업에서의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만 경쟁우위의 원천은 아닌 기술(특허성이 없음)

- 상용기술(Product technology): 경쟁사들이 이미 개발을 완료하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기술

○ 상대적 중요성: 해당분야에서의 정책 및 경제사회적 중요도를 표시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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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과제 추진전략 및 체계

1. 과제추진체계

 

가.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 기술개발추진체계

- 주관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참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대학, 산업체

 

<그림 3-4-29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장치 개발 추진 주체>

○ 부처별 추진체계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 참여부처 :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개발 및 장치 개

발 총괄을 담당

＊ 국토교통부는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장치의 활용도가 가장 높

은 공항/항만 검색대에서의 해당 장비를 이용한 검증 및 성능 평가 연구

사업 수행

＊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소요부처가 주도적으로 활용 개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맞춰 원천기술의 보완 및 향상을 위한 3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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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연계 및 협력 기구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 및 기술 개발활용에 있어서 

원할한 의사소통 확립

＊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용화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다

양한 원천기술/상용화기술을 산업체 및 정부부처와 연계하고 시스템화하

여 개발된 기술의 활용성과 유연성 확보 

<그림 3-4-30 본 사업의 부처별 역할>

○ 역할 분담

-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주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방사선 센서 기술 개발, 

3차원 단층영상 재구성, 보안검색장치 개발과 같은 핵심원천기술 연

구와 연구지원을 담당

- 국토교통부는 제작된 보안검색장치의 공항/항만 검색대에서의 검증을 

위한 지원 및 성능평가를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완료된 원천기술과 장비등을 산업체와 연계하

여 기술이전 및 상용화 연구 지원을 담당

- 궁극적으로  우주방사선 보안검색장치 기술이 제도적/기술적 장애 요

소 없이 상용화 및 실용화되어 추가 피폭없이 안전한 보안검색 시스

템 구축과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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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8 (4-1 과제) 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부처명 사유 및 근거
역할 분담

사업 수행 성과 활용

주관부처
미래창
조과학
부

원천기술 개발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 개발

 1,2 세부과제 지원

 우주방사선을 활용한 
보안검색 및 영상기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기술 경쟁력 제고

협력부처
1

국토교
통부

개발 장비 성
능평가

 보안검색장치 
성능평가를 위한 
공항/항만 시설과의 
협력 연계

 3 세부과제 지원

 보안검색장치의 
성능평가를 통해 
실용화 가능성 평가 
및 기술 우선도 평가

협력부처
2

산업통
상자원
부

상용화 및 실
용화 지원

 확보한 원천기술 
상용화 및 기술 
이전 지원

 확보된 원천기술의 
산업체 기술 이전을 
통한 신시장 개척

나. 추진 전략 및 방법

○ 사업 추진방안

- 단계별 추진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성능평가-상용화 추진으로 연계

되는 단계적 사업 추진과 기술의 완성도 및 안정성, 조기진단 적합성 

및 유효성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연구 진행

- 최종적으로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의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 개발, 센서에 

사용되는 신호처리 전자회로 개발, 영상화를 위한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보안검색장치를 구조적으로 고정하여 실증 실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체 제작, 제작된 보안검색장치의 성능평가를 통해 상용화 

가능성 파악과 같은 연구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효과적으로 개

발될 수 있도록 추진함

- (1단계) 핵심 원천 기술 및 프로토타입 실증 장비 개발 연구

＊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 개발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을 확

보하여 실제 장비제작 및 구조물 제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별 연

계 강화

＊ 2단계 대형 보안검색 장비개발에 대비하여 최적의 센서 선정 및 제작, 최

적의 기하학적 구조 결정, 우주방사선 측정을 위한 실험변수 결정 등 체

계적인 준비를 통해 원할한 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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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대형 보안검색장치 개발 및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 대면적, 대형 화물 검색을 위한 대형 보안검색장치 개발을 통해 실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된 장비의 성능평가 및 검증 연구 수행

○ 기존사업의 성과 연계 및 활용방안

- 기 개발된 화물용 보안검색장치와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

를 접목하여 차세대 융합 화물보안검색 시스템 사업화사업에 연계

＊ 기존 X선 화물용 보안검색장치는 고밀도, 고원자번호의 물질구분에 한계

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물질 내부의 경우 인력을 통한 전수조사가 필요하

였으나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는 고밀도, 고원자번호의 물질 

구분 및 물질 내부의 단층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고성능의 보안검색

장치 기술 확보 및 제작이 가능함

＊ 연관 과제에서 방사선 센서 제작 핵심기술과 신호처리회로 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우주선 측정 연구와 고에너지 입자물리학 등의 대형국제사

업 참가 등에 활용

2. 기술로드맵 및 연차별 기술개발내용 

<그림 3-4-31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기술 개발 및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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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관리 및 평가계획

       

가. 단계별 성과지표

○ (4-2과제)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개발 및 장치 개발

<표 3-4-19 (4-2 과제) 단계별 성과지표>

실행
단계

제 1 단계
설계 및 요소기술 확보기

(2016년 ~ 2018년)

제 2 단계
제품개발기

(2019년 ~ 2021년)

주요
결과

 우주방사선 측정이 가능한 방사선 
센서 개발

 개발된 방사선 센서로부터 신호 
획득을 위한 신호처리회로 개발

 3차원 단층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소형 프로토타입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제작

 우주방사선 측정이 가능한 대면적 
방사선 센서 개발

 다층 구조의 방사선 센서로부터 
신호획득을 위한 동시계수회로 
개발

 자동 물질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대형 보안검색장치 구조물 및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평가의
주안점

 개발된 센서로 우주방사선 측정 
가능 여부

 센서에서 신호를 획득하기 위한 
신호처리 시스템 구축 여부

 3차원 재구성 알고리즘의 
공간분해능이 1 cm 이하 여부

 소형 프로토타입용 보안검색장치 
구조물 제작 여부

 대면적(12 m x 2.5 m) 방사선 센서 
제작 여부

 동시계수회로를 통한 동일 
우주방사선 계측가능 여부

 대형 보안검색장치 구조물 제작 
여부

 최종 시스템 운용 시 영상 
획득시간 10 분이내, 공간분해능 1 
cm 이하 달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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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기술별 평가지표 

<표 3-4-20 (4-2 과제) 핵심기술별 평가지표>

핵심기술 평가지표

소형 프로토타입 
방사선 센서 제작

 우주방사선 검출 가능 여부

 1 m x 1 m 급 방사선 센서 개발 및 제작 여부

보안검색장치용 대
형 방사선 센서 개
발

 12 m x 2.5 m급 방사선 센서 개발 및 제작 여부

우주 방사선 검출
용 방사선 센서용 
신호처리 기술 개
발

 우주방사선 센서에 적합한 신호처리회로 개발 여부

 개발된 신호처리회로를 이용하여 센서로부터 신호획득 가능 여부

 입사 에너지에 따른 1 % 이내의 선형성 유지 여부

다층 구조 방사선 
센서용 동시계수회
로 처리 기술 개발

 2개 이상의 센서로부터 동시계수 가능 여부

 동시계수 시간지각(time window) 50 ns 이하 달성 여부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정립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여부

 3차원 단층 영상 획득 여부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한 영상 재구성 
처리속도 향상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해 처리속도 10%이상 향상 여부

자동 물질 분석 소
프트웨어 기술 개
발

 물질 분석 정확도(원자번호)가 20% 이내 달성 여부

 물질 위치 정확도(원자번호)가 10% 이내 달성 여부

방사선 센서 제어 
소프트웨어와 연동
가능한 융합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한 방사선 센서 동작 가능 여부

 방사선 센서로부터 획득한 정보로 물질 분석 가능 여부

소형 프로토타입 
보안 검색장치 구
조물 개발

 소형 프로토타입 (1.5 m3)급 구조물 제작 여부

대형 보안 검색장
치 구조물 개발

 대형 보안검색장치 (15 m x 3 m x 3 m)급 구조물 제작 여부

화물 이송이 가능
한 자동 이송장치 
구축

 소형 및 대형 화물을 인력없이 이송가능 여부

분석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구조물 제
어 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한 화물 이송 및 물질 분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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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차별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지표

○ (4-2과제)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개발 및 장치 개발

<표 3-4-21 (4-2 과제) 연차별 연구개발 활동 및 성과지표>

연
도

투입예산
(억 원)

주요 연구개발 활동

유형 성과지표 무형
성과
지표

SCI 
논문

특허
기타 
성과물

16 40

 우주 방사선 검출용 센서 개념 정립 

및 설계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정립

 소형 프로토타입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설계

3

국내
(2)
국제
(1)

원천기술 
확보

17 80

 우주 방사선 검출용 센서 제작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용 

신호처리 기술 개발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소형 프로토타입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제작

2

국내
(2)
국제
(1)

원천기술 
확보

18 40

 우주 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용 

신호처리회로 최적화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최적화

 소형 프로토타입 보안 검색장치 실증 

실험 

3

국내
(1)
국제
(1)

원천기술 
확보/소형 
보안검색장
치 개발

19 40

 대형 우주 방사선 검출용 센서 설계

 자동 물질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대형 보안검색장치 구조물 설계

 화물 이송이 가능한 자동 이송장치 

구축

3

국내
(2)
국제
(1)

원천기술 
확보

20 110

 대형 우주 방사선 검출용 센서 제작

 방사선 센서 제어 소프트ㅜ에어와 

연동가능한 융합시스템 개발

 대형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제작

2

국내
(1)
국제
(1)

원천기술 
확보

21 40

 대형 보안검색장치 제작 완료

 대형 보안검색장치 성능 평가 및 

보완점 도출

2

국내
(1)
국제
(1)

대형 
보안검색장
치 실용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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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요예산 및 인력

1. 총예산 및 단계별예산 

○ (4-1과제)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 1단계

<표 3-4-22 (4-1 과제) 1단계 단계별 예산>

2016 2017 2018 계

중성
자-X
선 
복합
방사
선 
보안
검색 
장치

고강도 복합방사선 발생장치 기술개
발

15 18 18 51

고감도 복합방사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11 11 15 37

복합방사선 영상기술 개발 11 11 13 35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통합
기술 개발 

13 13 15 41

합계 (억원) 50 53 61 164

인력 (MY) 15 17 20 52

- 2단계

<표 3-4-23 (4-1 과제) 2단계 단계별 예산>

2019 2020 2021 계

중성
자-X
선 
복합
방사
선 
보안
검색 
장치

고강도 복합방사선 발생장치 기술개
발

17 19 21 57

고감도 복합방사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12 11 13 36

복합방사선 영상기술 개발 12 14 14 40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통합
기술 개발 

16 20 17 53

합계 (억원) 57 64 65 186

인력 (MY) 20 21 2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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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구분

<표 3-4-24 (4-1 과제) 단계별 예산 재원구분>

(단위：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1단계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2단계
소계

총계

정 부 43 45 52 140 49 55 56 160 300

지자체 - - - - - - - - -
민 간 7 8 9 24 8 9 9 26 50

계 50 53 61 164 57 64 65 186 350

○ (4-2과제)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개발 및 장치 개발

<표 3-4-25 (4-2 과제) 단계별 총예산>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및 
장치 
개발

우주방사선 검출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10 20 30 20 50 10 140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10 10 10 10 10 10 60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설계 
및 개발

10 20 40 10 60 10 150

합계 30 50 80 40 120 30 350

인력 15 25 40 20 60 15 175

- 재원 구분

<표 3-4-26 (4-2 과제) 단계별 예산 재원구분>

(단위：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1단계
소계

2019년 2020년 2021년
2단계
소계

총계

정 부 25 40 70 135 35 100 30 165 300

지자체 - - - - - - - - -

민 간 5 10 10 25 5 20 - 25 50

계 30 50 80 160 40 120 30 180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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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 장비 및 시설  

<표 3-4-27 차세대 보안검색 장치 개발 연구 소요 장비 및 시설>

시설 및 장비 규   격 용   도
확보 

방안

시설

부품 정밀가공실 150 m2 가속기 부품 
정밀가공 기 확보

부품 세척/조립실 50m2 가속기 
부품세척/조립 기확보

방사선 차폐시설 콘크리트 3 m 
100 m2 방사선 차폐

일부 
기확보
, 보강

크린룸 class 10,000
70 m2 가속기 부품 조립 기확보

전자가속기 시설 10~15 MeV급 전자빔 기반 중성자 
발생시험 기확보

우주 방사선 검출 실증 시설
(소형 프로토타입) 50m2 실험 실증 장비 

설치 공간확보
기존

시설이용
우주 방사선 검출 실증 시설

(대형 보안검색장치) 500m2 실험 실증 장비 
설치 공간확보 구축

장비

Spectrum Analyzer 13 GHz 이상 RF 특성측정 기확보

Network Analyzer 13 GHz 이상 고주파 가속관 
특성측정 기확보

High Voltage Power Supply 300  kV 방사선 발생 구매

High Vacuum Pumping System
TMP/Ion, 
300lps
3 units

고진공 배기 구매

X-band RF Generator 9.3 GHz, 5MW 고주파 발생 구매
방사선 센서 제작장치 센서 제작 구매
방사선 센서 가공장치 센서 제작 구매

알고리즘 작성 및 처리용 
워크스테이션 알고리즘 개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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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성과활용

○ 연구 성과활용 및 신기술 개발을 연계로 보안검색시장 분야 신시장 창

출 및 국가기술경쟁력 제고 

- 핵물질 방호를 위한 공항/항만 검색대, 사용후 핵연료/핵폐기물 저장

고 감시 등에 활용하여 핵물질 불법 이동 및 밀매 방지, 핵테러 방

지, 핵물질 분실 사고시의 안전성 보장, 작업종사자 피폭선량 저감 

및 환경오염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핵물질 방호 뿐만 아니라 화산단층촬영, 피라미드와 같은 고고학적 

문화재의 비침습적 관측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 연구 성과로 도출된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기술 지원 방법 모색

-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형의 사업육성이 가능하여 

고소득 고용기회 창출을 기대 가능.

- 국내 기술 확립을 통해 세계적인 기술 우위선점이 가능하므로 국내 

핵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에 공급 가능.

- 기하학적 구조의 제한에서 자유로운 본 검출기를 이용하여 방사선 영

상 기법이 필요한 분야인 핵의학 영상에서 고성능 의료기기 개발의 

기반기술로 활용 예정.

2. 기대효과

○ (기술적 효과) 우주 방사선 검출용 보안 검색 시스템 기술 선점

- 원자력 관련 학문과 전기전자 제어 관련 학문, 신소재 공학까지 복합

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 학계와 산업계를 연계하는 기

술 개발을 통해 관련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우주 방사선 검출 시스템에 필수적인 센서 제작 기술, 신호처리 회로 

개발, 영상재구성 알고리즘 등의 핵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추가 피폭이 없는 우주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고에너지 X

선, 감마선을 이용하는 방식의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 연구성과로 획득한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은 방사선 영상

화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 개발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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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효과) 방사선 보안 검색장치 자체 생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

용 절감 및 효율화 가능 

-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 검색장치는 국제적으로 개발 진행 중이며 

미국만이 상용화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운전 규모임. 따라서 본 

기술을 완성, 선점하게 된다면 특허출원 등을 통해 기술료를 요구하

며 기술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자연방사선의 일종인 우주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스템은 별도 인

력들이 운용 및 관리해야 하는 가속기나 방사성물질이 필요한 기존 

시스템에 대비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있음.

○ (사회적 효과) 추가피폭이 없는 방사선을 이용함으로써 방사선 이용 보

안 검색장치의 이미지 제고 효과 기대

- 원자력을 이용한 시설에서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국민들의 불신

도가 예전에 비해 크게 상승한 실태임.

- 본 연구성과로 달성 가능한 우주 방사선 검출 시스템은 추가적인 피

폭이 없으나 방사선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깨끗한 원자

력 에너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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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RFP

1. 중과제 RFP

RFP 번호 4-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 개발

중과제명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연구개발
목    표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을 이용하여 핵물질 및 폭발물 탐
지 가능하고 200여 단계의 물질구분이 가능한 보안검색 장
치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고강도 복합방사선 발생장치 기술개발
- 이중에너지 X-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개발

- 고강도 고속중성자 발생장치 개발

- 전자가속기 기반 X선/중성자 동시발생 기술개발

 고감도 복합방사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 고효율 중성자/X선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 중성자/X선 기반 핵물질 검출기술 개발

- 복합방사선 동시검출 및 고속 신호처리 기술개발

 복합방사선 영상기술 개발
- 복합방사선 영상 알고리즘 및 SW 개발

- 복합방사선 이용 핵물질/폭발물 판정기술 개발

-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GUI 판독 장치 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통합기술 개발
-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복합방사선 분산 네트워크 통합판독 시스템 개발

기대 성과

 테러대비 핵물질/폭발물 탐지 가능한 차세대 보안검색기 기술 
및 장치 개발

 물질구분 단계가 현재 3단계에서 200단계로 확장된 신개념 
보안검색기 기술개발

 전자가속기 기반 X선 및 중성자 동시발생 기술을 채택한 
신개념 보안검색기 개발로 기술우위 선점 

연구기간 및 
연구비

 350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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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4-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 개발

중과제명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및 장치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우주 방사선을 이용하여 방사선 피폭이 없는 보안 검색기
술 개발 및 장치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우주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고성능 방사선 센서 기술 
개발
- 우주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고성능 방사선 센서 제작

- 센서 신호 획득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

- 대면적 방사선 센서 제작 기술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기술 개발
-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한 알고리즘 고속 연산 기술 및 

공간분해능 및 정확도 향상 기술 확보

- 물질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실증실험이 가능한 
구조물 제작
- 소형 및 대형 보안검색장치 구조물 기술 개발

- 화물 자동이송 시스템 구축

기대 성과

 연구 개발된 관련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보안검색 
시장에서의 기술 선점 가능 및 기술 자립도 확보와 국가 
경쟁력 향상 

 추가적인 피폭없는 방사선 보안검색기 핵심 기술 개발

연구기간 및 
연구비

 350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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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과제 RFP

RFP 번호 4-1-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 개발

중과제명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세부과제명 고강도 복합방사선 발생장치 기술개발

연구개발
목    표

보안검색용 고강도 이중에너지 X선과 고속중성자 발생장
치 및 차폐/collimation 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이중에너지 X-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개발
- 15/9 MeV 이중에너지 X-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개

발

- 고효율 X선 타겟 및 차폐기술 개발

 고강도 고속중성자 발생장치 개발
- 고밀도 이온원 장치 기술개발

- DD, DT 기반 고속 중성자원 개발 

 전자가속기 기반 X선/중성자 동시발생 기술개발
- 이중에너지 전자가속기 빔 분리 기술 개발

- X선 및 중성자 타겟 기술개발

 복합방사선 저누설선량 차폐 및 collimation 기술개발
- 복합방사선 저누설선량 차폐체 설계제작

- X선 및 중성자 collimator 설계제작   

기대 성과

 전자가속기 기반 X선/중성자 동시발생 기술 개발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소형/경량/저가화 달성가능

 소형 경량 이중에너지 X선원 기술 확보
 고강도 중성자 발생장치 개발로 보안검색 뿐만 아니라 
비파괴검사 등 타분야에 활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

 103억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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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4-1-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 개발

중과제명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세부과제명 고감도 복합방사선 검출기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연구개발
목    표

저선량으로도 선명한 방사선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고감도 
X선 및 고속 중성자 검출기 및 고속 신호처리 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고효율 고에너지 X선 검출기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
- 고효율 고에너지 X선 섬광체 및 Photo diode 개발

- 이중에너지 X선 고속 신호처리 기술 및 장치 개발

 고효율 중성자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 고효울 고속중성자 섬광체 및 SiPM detector 개발

- 중성자 신호 고속처리 기술 및 장치 개발

 
 중성자/X선 기반 핵물질/폭발물 검출기술 개발
- 핵물질 검출을 위한 광핵반응 이차방사선 검출기술 

개발

- 폭발물 탐지를 위한 검출기 기술 개발

 복합방사선 동시검출 및 고속 신호처리 기술개발
- 복합방사선 동시검출 및 고속 신호처리 기술개발

기대 성과
 고감도 X선 및 중성자 검출기 및 신호처리 기술개발로 
관련 지적재산권 확보,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개발에 
기여, 비파괴검사 등 타 산업 분야에 기여

연구기간 및 
연구비

 77억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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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4-1-3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 개발

중과제명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세부과제명 복합방사선 영상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복합방사선을 이용하여 물질구분 단계(200 이상)가 대폭 
향상되고 핵물질/폭발물 탐지 가능한 영상 알고리즘 및 
SW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복합방사선과 물질 상호작용 연구
- 제동복사X선 및 고속중성자의 물질 전파특성 

simulation

- 제동복사 X선에 의한 고속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연

구

 복합방사선 영상 알고리즘 및 SW 개발
- X선 및 고속중성자 영상-물질정보 추출 알고리즘 개

발

- 복합방사선 영상 알고리즘 최적화

- 복합방사선 영상 SW 개발 

 복합방사선 영상이용 핵물질/폭발물 판정기술 개발
- 복합방사선 영상이용 핵물질/폭발물 판정 알고리즘 

     및 SW 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GUI 영상기술 개발
- 인간공학적 설계에 의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GUI 영

상 기술 개발 

기대 성과
 물질구분 단계가 대폭 향상된 복합방사선 영상 기술 
개발로 컨테이너검색기 내부의 핵물질/폭발물 등 
테러위험 물질 탐지 가능

연구기간 및 
연구비

 77억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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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4-1-3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 개발

중과제명 중성자/X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개발

세부과제명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통합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중성자 및 X선 이용 핵물질/폭발물 탐지 가능한 갠트리 
방식의 보안검색기 시스템 통합기술 및 장치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최적설계 및 부품제작

-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부품 및 sub-system 제작 

- 복합방사선 보안검색장치 프로토타입 제작 시험 

- 보안검색장치 제어 시스템 설계제작

 복합방사선 분산 네트워크 통합판독 시스템 개발
- 컨테이너검색기 분산 네트워크 통합 판독 시스템 개

발 

- 컨테이너검색기 분산 네트워크 통합 운영 시스템 개

발 

기대 성과
 핵물질/폭발물 탐지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시스템 기술 
확보

연구기간 및 
연구비

 91억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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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4-2-1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 개발

중과제명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및 장치 개발

세부과제명 우주 방사선 검출 센서 개발 및 신호처리 기술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우주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센서 기술 개발 및 제작 후 센
서에 필요한 신호처리 기술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우주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 개발
- 우주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 문헌조사 및 특성평

가

- 보안검색장치에 최적의 효율을 가지는 방사선 센서 

선정

- 소형 프로토타입용 방사선 센서 및 대형 보안검색장

치용 대면적 방사선 센서 제작 기술 확보

- 소형 방사선 센서 및 대면적 방사선 센서 제작

 우주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 개발
- 우주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용 신호획득 회로 구

축

- 고속 신호처리를 위한 회로도 최적화

- 효율적인 신호처리를 위한 디지털 기반 DAQ 시스템 

개발

- 다층 구조 방사선 센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동시

계수회로 구축

기대 성과

 우주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 제작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로 산업체 기술 이전 성과 기대

 우주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 회로 구축을 통해 
방사선 센서를 이용하는 타분야에의 기술력 향상 기대

연구기간 및 
연구비

 140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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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번호 4-2-2

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 개발

중과제명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및 장치 개발

세부과제명
3차원 단층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개발
목    표

3차원 단층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및 획득된 영상에서
의 물질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
- 기하학적 재구성법 및 반복적 재구성법에 관한 성능 

및 특성평가

- 알고리즘 최적화를 통한 연산 속도 향상 및 공간분해

능, 정확도 향상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용 소프트웨어 개발
- 획득된 3차원 단층영상을 통한 자동 물질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 우주방사선 검출용 방사선 센서와 연동가능한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기대 성과

 3차원 단층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시스템 자동제어 소프트웨어 구축을 통한 제어계측 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가능성 기대

연구기간 및 
연구비

 60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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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창조가치창출형 방사선 융복합기기 기술 개발

대과제명 차세대 방사선 보안검색 장치 기술 개발

중과제명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 및 장치 개발

세부과제명 보안 검색장치 구조물 설계 및 개발

연구개발
목    표

우주 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 기술에 이용되는 소형 및 
대형 보안검색장치 구조물 개발

주요내용 및 
범위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보안검색장치 구조물 개발
- 효율적인 우주방사선 검출을 위한 검출 구조 시뮬레

이션 및 성능 평가

- 설계된 검출 구조를 바탕으로 소형 프로토타입 검출 

구조물 및 대형 보안검색장치용 구조물 제작

 화물 이송이 가능한 자동 이송장치를 겸비한 제어용 
소프트웨어 개발
- 대형 보안검색장치에 이용할 수 있는 화물 자동이송

장치 설계 및 개발

- 방사선 검출 시스템 및 영상재구성 시스템과 연계한 

보안검색장치 제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대 성과
 우주방사선을 이용한 차세대 보안검색장치 설계 기술 
확보 및 설계에 관한 지식재산권 선점

연구기간 및 
연구비

 150억원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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