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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국가방사선연구시설 및 연구로를 이용한 실험실습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와 국가방사선연

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방사선 예비인력의 전문성을 강

화하고 다양한 방사선분야의 현장을 체험하게 하여 장래의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용 원자

로와 국가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나로 및 국가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하

여 전문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국내 연구기반의 활

성화와 하나로를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였다.

첫째, 하나로와 국가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함

으로써 대학생들에게 국가연구시설의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분야 학생 실험·실습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

련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한다.

셋째,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현장실험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방사선 연구 

분야의 잠재 이용자를 육성하고 그 저변을 확대한다.

이상과 같이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방사선연구

기술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방사선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올바른 원자력정책 

및 기술기반을 확립하는 주요 자원이 될 것이며 방사선분야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는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그 주변시설 및 각종 방

요 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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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계측 기기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방사선분야 실험실

습 교육을 시켜 방사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방사선분야를 홍보하여 방사선분야 활성화에 기

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교육기간은 4일로 학과별 일정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교과목은 

연구로 개요,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방사선계측,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중성자래디오그라피, 

방사성물질원소분석, 방사선안전취급기초, 중성자방사화분석, 개인선량계, 원자력교육센터 방사

선교육시설 견학으로 구성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총 25개 대학에서 114명이 교육을 신청하여 103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수료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방사선학과 13개 대학, 63명(고려대 3, 대구가톨릭대 9, 동남보건대 8, 

신한대 4, 안산대 5, 김천대 4, 남부대 4, 원광보건대 4, 건양대 5, 백석문화대 3, 연세대 5, 

한국국제대 4, 한서대 5), 약학대 12개 대학, 40명(경북대 1, 계명대 3, 고려대 5, 부산대 6, 

순천대 3, 조선대 4, 충북대 4, 가천대 3, 경상대 1, 경성대 4, 동덕여대 5, 숙명여대 1)이다. 

본 방사선학 실험실습 과정을 위해 서술형교재, 강의용 교재, 설문지가 개발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교육은 국가방사선연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험실습을 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개

발되었는데, 다양한 교과목 개발로 방사선 관련학과 학생들에게 방사선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적이고 세분화된 실험실습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방사선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방사선 관련 분야 실험실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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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ject Title

Radiology Experimental Training using National Radiation Research Facilities 

and Research Reactor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Fully utilizing HANARO research reactor and national radiation research 

facilities, a program for selected students was developed and operated to 

experience and gain practical insight. The students will have actual, hands-on 

experience under this program. It is hoped that via this program, the students 

not only gain valuable experience but also broaden their view for future course. 

The purpose of present research is to offer a specialized educational 

opportunity by developing specific curriculum for potential users, mainly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related with radiation field, on site at KAERI, 

exploiting the diverse offering of HANARO and national radiation research 

facilities. The specific items of this research accomplished are: 

First, Development of various curricula for specific research using HANARO 

and national radiation research facilities and continuous operation of the 

developed curricula to provide university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use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Second,  Continuous operation of experimental training programs using 

national radiation research facilities for university students in radiation field to 

make contribution to cultivating specialists.

Third, through the site experimental training for students in radiation field, 

support future potential users to the radiation research fields, as well as enlarge 

or broaden the base.

Finally, it is hoped that these experiments broadens public awareness and 

acceptance of the present and potential future contribution of the in radiation 

field research technology, thereby bring positive impacts to policy making.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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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Exploiting the features available at HANARO and its associated facilities, we offer 

experiments to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related with radiation field on-site at 

KAERI.  It is very much hoped that the students, after the on-site experience, become 

familiar with the research reactor and radiation technology.  Some may even choose 

to specialize as a result of the positive impact of the training experience. The length 

of the program is four days. The program contains basic reactor related experiments 

and radiation technology for students related with radiation field. The curricula 

consist of Outline of research reactor, Quality control for Radiopharmaceuticals, 

Radiation measurement, Production of Radioisotope, Neutron Radiography, 

Elemental analysis for Radioactive material, Basic radiation protection, Neutron 

activation analysis, Personal dosimeter, Radiation education facility tour.

Ⅳ. Result of Project

As a whole,  103 students from 25 universities have completed the courses as 

follows: 

Radiology department : 13 University, 63 students 

Korea 3, Daegu gatholic 9, Donam bogeon 8, Shinhan 4, Ansan 5,

Kimcheon 4, Nambu 4, Wongwang bogeon 4, Keonyang 5,

Baegseok munhwa 3, Yeonse 5, Hankook kukge 4, Hanseo 5.

Pharmaceutical department : 12 University, 40 students

Kyungpook 1, Kyemyeong 3, Korea 5, Pusan 6, Suncheon 3, Choseon 4,       

Choongbuk 4, Kacheon 3, Kyeongsang 1, Kyeongseong 4, Dongdeok 5,         

Sookmyeong 1.

Two books as a text and a teaching aid and a new questionnaire have been 

developed to support th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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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We will further develop the use of national radiation research facilities through this 

project. The course development will be aimed to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related with radiation field. Especially We will enhance the education development 

regarding a new education courses and its operation. The education program has to 

be continuously operated for the radiation related fields with experiments and 

training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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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학은 방사선에너지와 방사성물질을 이용하여 인체내부를 영상화함으로서 인체의 구조

와 기능을 연구하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응용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초기 방사선학은 X

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X선, 감마선 및 다른 몇 가지 이온화 방사선의 질병 치료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초음파, 핵자기공명과 같은 비이온화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방법까지 포함되었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 내부에 투여하여 인체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상태를 진단 평가하고 암을 치료하는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방사선기술은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현대의학의 진단과 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방사

선 노출량을 잘못 조절할 경우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피폭을 받아 국민

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자동차부품, 도로, 항만 등의 품질확인을 위한 비파

괴검사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질 경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방사선 

취급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 양성은 시급하고도 필요하다. 

방사선학 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습교육은 연구용원자로(하나로) 및 방사선 계측

기기 등 특수한 시설을 활용한 실험실습교육으로 국내 방사선 관련 대학의 교육과정과 다른 

차별성과 우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많은 장비와 부속기구의 준비 및 유지, 관련 강사의 실험을 

위한 사전 과정준비 등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실험 실습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교육 효

과적인 면에서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본 과제(2015. 6. 1~2016. 5. 31)에서는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용원자

로와 국가원자력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방사선 관련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방사선 학연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방

사선학 실습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강사회의도 개최하였다. 학과별로 특성화된 실습교육을 진

행하기 위해 관련 학회 임원진과 협의를 거쳐 교과목과 교육일정을 조정하고 교육대상자를 선

정하였다. 

전년도에 개발한 교재를 토대로 2015년도에는 방사선계측,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과목의 강의 내용을 일부 개선하고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방사선안전취급기초,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과목을 개발하여 방사선학실험실습 강의교재를 새로 제작하였다. 서술

형 교재는 기존에 개발된 과목 중에서 방사선 계측, 방사선 방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중성

자 래디오그라피, 중성자 방사화분석 과목을 발췌하고 새로 개발한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과목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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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하여 전자 파일문서로 제작하여 예습을 위해 실습교육 30일 전에 교육생들에게 전달하

였다. 부록 1에 강의용 교재 개요를 수록하였다.

여러 학교를 통합하여 실습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학교와 학년 등을 표기하고 선호실습과목 

수를 2개로 늘린 설문서를 개발하여 교육과정 수료 후 받은 설문서 종합결과를 수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며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운영을 위해 방사선학과와 방사약학을 교육하는 약학대의 관련 학회 임원진과 각각 협

의하여 방사선학과 3과정, 약학대 2과정을 배정하여 겨울방학에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을 고려

하여 5일 과정 대신 4일 과정으로 교육과목을 정하였다.

본 과제를 통하여 25개 대학에서 학생 114명이 신청하여, 103명이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

였다. 학생들과는 별도로 방사선학과 3명, 약학대 4명의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

하였으며 80%이사 수강한 참가자들에게는 부록 2와 같이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부록 3에는 

실습교육 장면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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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내 연구개발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교육센터에서는 1973년부터 서울의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하여 서

울대, 한양대, 제주대 등 6개의 원자력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로 실험실습과정을 

운영하여 왔다. 원자로 학생실험실습 교육과정은 연구용원자로인 TRIGA MARK-II 및 III가 

폐로 등의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어 1996년부터는 대전에서 가동되는 하나로 원자로를 이용한 

학생대상 원자로 실험실습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하나로(HANARO)와 관련 연구시

설을 이용한 현장연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원자력교육센터에서

는 전문연구회의 의견조사, 과정계획 작성과 과정운영 준비 및 각 교육관련 기관과의 상호 정

보교환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하나로 이용 현황 및 다른 산업계의 적용분야 등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원자력 안전성 홍보 및 원자력 전문연구 

확대에 기여하였다[1~7].

2002년까지는 하나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하나로 산․학․연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연구 교육과정과 잠재 예비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원자력공학과 대학생 및 비원자력공학 분야 

이공계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대학생 원자력분야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

로써 국내 원자력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는데도 기여하였다[8~19].

하나로 이용 교육 훈련과제는 2002년에 종료되어, 2003년에는 원자력공학과를 포함한 이

공계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체연구개발과제로 운영하였고 2004년에는 수강료를 지원하는 일부 

대학에만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과제 예산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20~26].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는 원자력공학과 교육과 비원자력공학 분야 이공계대학생 

교육 예산이 분리되어 <표 2-1>과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확보한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과제 예산으로는 비원자력공학 분야 이공계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하였고 원자력공학과 교육은 대학에서 예산을 받아 자체사업과제에서 운영하였다[27~31].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22 -

연 도
학생 수

비원자력공학과 원자력공학과 계

2007 255 166 421

2008 228 122 350

2009 248 44 292

2010 349 49 398

2011 226 51 277

2012.6. 135 74 209

<표 2-1> 연구용원자로를 이용한 대학생 실험실습과정 교육실적

2012년 하반기부터는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인력양성 실험실습프로그램 분야의 예산 규

모와 과제수가 줄어들어 2015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4개 대학만이 선정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험위주의 비원자력공학 분야 

실험실습과정을 폐지하고 기존에 시행하였던  원자력공학과 실습교육을 토대로 원자력 관련학

과 실습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로 연구용원자

로, 원자력발전소 모의운전 장치, 방사선/능 검출기, 방사선차폐재료, 중성자 방사화분석 장치, 

중성자래디오그라피 장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등을 이용한 이론과 실습강의를 위해 연

구용원자로개요, 발전용 원자로모의운전, 핵연료연소도 측정, 방사선 방호, 중성자방사화분석, 

중성자래디오그라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시설방사선안전관리, 방사선계측회로도, 방사선내부

피폭평가 과목에 대한 교재(서술형, 강의용)를 개발하고 실험실습을 위주로 하는 원자력기초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실험실습프로그램 분야에 선정

되지 못한 원자력공학과를 위주로 대학을 선정하여 <표 2-2>와 같이 운영하였고 선정된 대학

에서는 교육비를 받아 자체사업과제에 포함하여 운영하였다[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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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원자력 관련학과 원자력공학과 계

2012.7 ∼ 

2013.5
88 (6개 대학) 63 (2개 대학) 151 (7과정)

2013.6 ∼ 

2014.5
112 (7개 대학) 72 (3개 대학) 184 (8과정)

2014.6 ∼ 

2015.5
90 (8개 대학) 99 (4개 대학) 189 (9과정)

재원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대학교 비용 부담

<표 2-2> 원자력 관련학과 대학생 실험실습과정 교육실적

예산 사정으로 2012년 상반기에 비 원자력공학분야 실험실습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원자력

의 한 축을 담담하고 있는 방사선 실험실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년부터는 원

자력공학 전공 교수진을 보강하고 교과과정을 보완한 고려대와 연세대 방사선학과를 원자력 

관련학과 실험실습 교육에 포함시켜 <표 2-3>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 도 총 수료생(명)
방사선학과 

수료생(명)
방사선학과 비율(%)

2012.7∼2013.5. 88 - -

2013.6∼2014.5. 112 38 34

2014.6∼2015.5. 90 34 38

재원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표 2-3> 원자력 실험실습 프로그램 방사선학과 교육실적

그러나 방사선 의료분야에 인력을 공급하는 대다수의 방사선학과와  방사성의약품 제조업체에 

필수적인 관리약사를 공급하는 약대는 본 실험실습교육에 포함되지 못하여 연구로와 국가연구시

설을 이용한 방사선학 실험실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필요성을 원자력연구원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2015년도에는 방사선학 실험실습 과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방사선학 실

험실습과정을 개발하고 방사선학과와 약학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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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국외 연구개발 현황

  일본에는 46개 대학에 방사선(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 중 3년제가 15개(국립1, 사립 

14), 4년제가 31개(국립11, 공립3, 사립17) 이다. 

일본 방사선학과의 커리큐럼은 기초방사선기술학에 방사선기초공학, 방사선계측물리학, 방사선

보건관리학, 방사선영상기술공학, 의용방사선기술학에 임상영상의과학, 영상사진학, 방사선영상

기술학, 핵의학검사기술학, 방사선치료기술학이 있으며 졸업연구, 방사선과학 세미나, 의용방사

선기술과 역사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일본의 교육과정은 국내의 방사선(학)과 교육과정과 

유사하나 교원 수와 실습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방사선 장비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방사선

학 실습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 방사선학과는 대학별로 필요한 실습 장비를 대부분 갖추고 있으나 방사선 물리분야에 치

우쳐 있어 일부대학에서는 부족한 방사화학과 핵의학 분야교육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교수 인

력 충원 및 장비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방사선사 업무확대에 따른 커리큐럼

을 개발하기 위해 큐슈대 방사선학과에서 문부과학성의 지원을 받아 5년 과제로 실천능력강화

형 팀 의료가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25 -

 제 3 절  앞으로의 전망

방사선 분야 실험을 위해서는 원자로와 중성자 연구시설 등 거대실험시설과 고가의 방사선 계

측장비 등이 필요하나 거대시설과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투

자비용과 더불어 지속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운영비용이 필요하므로 대학별로 모든 실험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유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방사선학과 교육은 과거에는 주

로 전문대학(일본의 단기대학, 미국의 community college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차원 

높은 전문지식과 기술, 보건계열의 교육자 및 연구자가 되기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해 2000년

대 들어 4년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2016년도에는 3년제 23개, 4년제 22개 대학으로 확대되

었다. 방사선학과는 현대 의학 및 과학의 발전에 따른 의료분야 및 산업분야에서 요구하는 방

사선기술과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학영상, 핵의학, 방사선치료, 방사선 안전관리, 

의료영상기기 정도관리,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 관련 이론 및 응용기술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사립대학에 설치되어 있어 실험실습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6년제로 전환하여 2015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한 약학대학교는 35개교 입학정원 1,906명

으로 많은 재학생이 있으나 일부 대학에 방사약학 이론만 개설되어 있고 실습시설이 전무하므

로 이를 개선할 방사선학 실습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방사성의약품 제조업체와 수

입업체에는 관리자로 약 70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방사성의약품 KGMP(우

수제조관리기준) 가 전면 시행되므로 방사성의약품의 제조와 품질 및 안전관리를 책임 질 방

사약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약학대에서도 방사약학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14년 4월에 대한약학회에 방사성의약품 분과회가 신설되어 방사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

한 교육개발 및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존의 원자로실험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방사선학 

실험실습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새로 

개발한 방사선학 학연 실험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운

영하면 차세대 인력의 전문성향상과 더불어 산업 및 연구 분야의 방사선 인력 저변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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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수행 개요

본 교육의 목적은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HANARO)와 국가

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 교육을 통해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의 실무능력을 향상시

켜 방사선 예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방사선 관련학과에 현장실험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방사선 연구와 산업 인력의 저변 확대를 하려는 것이다.

방사선학연 실습교육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사선 관련학과 교

수와 산업체 임원을 초청하여 자문회의를 4차례 개최하였고(자문회의록 1∼4), 새로 개발한 

방사선학 실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사회의를 개최하였다(강사회의록 1). 

학과별로 적합한 실습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대한방사선과학회와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 

분과회 임원들과 협의를 하여 교과목 및 교육일정 등을 <표 3-1>과 같이 조정하였다. 

보다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학 실험실습교육 

프로그램을 방사선학과와 방사약학 분야로 나누고 과정설계서를 각각 작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시 활용하였다(과정설계서 1과 2).

3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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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과목 
방사선 1차 방사선 2차 방사선 3차 약대 1차 약대 2차　

방사선 계측 ◯ ◯ ◯ ◯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 ◯ ◯ ◯

방사선교육시설 견학 ◯ ◯ ◯ ◯ ◯

연구로 개요 ◯ ◯ ◯ ◯ ◯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 ◯ ◯ ◯ ◯

중성자래디오그라피 ◯ ◯ ◯

중성자방사화분석 ◯ ◯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 ◯ ◯

방사선안전취급기초 ◯ ◯

개인선량계 ◯ ◯

교육일정 2016.
1.11∼1.14

2016.
1.18∼21

2016.
2.15∼18

2016.
1.25∼28

2016
2.22∼25

<표 3-1> 학과별 방사선학실습 과목 및 교육 일정

2000년부터 개설된 비원자력공학 분야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3∼4일 체험학습 과

정은 강의용 교재만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목원대 물리학과를 대상으로 시작된 비원자력공학

과 이공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은 2010년까지 분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분야별로 

강의용 교재를 만들어 운영하였는데 백화점식이라는 지적을 받아 2011년도에는 8개 분야 중 

물리, 기계, 금속재료, 원자력응용공학은 3일 과정의 원자력발전 분야, 방사선, 화학, 생물, 약

학은 4일 과정의 방사선분야로 재편하였다. 원자력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한 5일과정은 2008

년에 개발한 서술형교재를 2011년까지 사용하였고 강의용 교재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았다. 

2011년도에 교육과정별로 운영된 대학생 실습교육 교과목 등을 <표 3-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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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명 기간 교육대상 교과목 비고

공통
연구용원자로 개요(2시간) 

시설 방사선안전관리(1시간) 
이 론

하나로 견학(1시간) 견 학

비원자
력공학
이공계
체험
학습

원자력
발전
분야

3일

물리, 기계, 
금속재료,
원자력 

응용공학

원자로모의운전, 
핵연료제조, 중성자 빔 
이용, 원자력로봇제어, 

방사선생체영향 등

· 이론 1과목
· 이론+실습:
  3과목
· 과목당 2h 

방사선
분야

4일
방사선, 
화학, 

생물, 약학

중성자 방사화 분석, 
방사능측정, 방사선생물학,

방사성표지화합물, 
방사선 영상기술학 등

· 이론 2과목
· 이론+실습:  
  4과목
· 과목당 2h  

원자력공학
실험실습 5일

원자력 
관련학과

 원자로모의운전, 
핵연료연소도측정,  중성자방사화분석, 
중성자비파괴검사, 방사성동위원소생산 등

· 이론+실습:  
  5과목
· 이론- 2h
· 실습- 3.5h

<표 3-2> 대학생 실습교육 교과목(2011년)  

2012년부터는 3~4일 과정의 비원자력공학 전공 이공계대학생 대상 체험교육을 폐지하고 

원자력 관련학과 대학생을 위한 5일 실습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2008년에 원자력공학

과 학생실습용으로 만든 서술형교재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목별로 5일 과정에서 다루

는 실험실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지식 전달 위주로 범위를 축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상

세하게 서술하였으며, 강의용 교재(이론, 실습)를 새로 개발하였다. 2012년에는 방사성동위원

소생산, 원자로모의운전,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중성자 방사화분석, 핵연료연소도 측정 실습과

목의 서술형 교재 내용을 개편하고 강의용 교재(이론, 실습)를 과목별로 개발하였으며 중성자

빔 이용(HRPD, SANS)과 방사선 방호 과목을 강의용 교재(이론, 실습)에 추가하였다. 2013년

도에는 방사선 계측회로도와 방사선 내부피폭평가 과목을 추가하여 서술형 교재와 강의용 교

재(이론, 실습)를 개발하였다. 2014년도에는 방사선방호 과목의 서술형 교재를 개발하고 노심 

열수력 설계 과목의 서술형과 강의용 교재를 개발하였다. 2015년에는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과목의 서술형 교재와 강의용 교재(이론, 실습)를 개발하였고 방사선 안전취급기초와 방사성의

약품 품질관리 과목의 강의용 교재를 개발하였으며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과목의 강의용 교재

내용을 개선하였다. <표 3-3>에 교과목 개발 및 개선 내역을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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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실험실습 교과목 개발 및 개선 내역(2012~2015)

년도

과목
2012 2013 2014 2015

방사선 계측 

서술형 ○

강의용
이론 ○ △

실습 ○ △

방사선 

내부피폭평

가

서 술 형 ○

강의용
이론 ○

실습 ○

방사성 

동위원소생

산

서술형 ○

강의용
이론 ○ △

실습 ○ △

원자로

모의운전

서술형 ○

강의용
이론 ○

실습 ○
중성자

래디오그라

피

서술형 ○

강의용
이론 ○ △ △

실습 ○ 동영상

중성자

방사화분석

서술형 ○

강의용
이론 ○

실습 ○

핵연료

연소도측정

서술형 ○

강의용
이론 ○

실습 ○

노심 열수력 

설계

서술형 ○

강의용
이론 ○

실습 ○

*방사선안전

취급 기초 

서술형

강의용
이론 ○

실습 ○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서술형 ○

강의용
이론 ○

실습 ○

방사성의약

품 품질관리

서술형

강의용
이론 ○

실습

 

 ○ 신규과목 개발,  △ 기존과목 내용개선

 * 2015년 강사교체로 방사선방호는 방사선안전취급기초로 개편하여 강의용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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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는 서술형 교재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교

육생들에게 실습교육 전에 메일로 전달하여 미리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과정은 이론 강의와 실습으로 진행하였고 실험실습은 조당 10명 이하로 편성하여 2개

조 이상으로 운영하였으며 학교당 교육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개 학교를 통합하여 교

육과정을 운영하였다.

2015년 과제에서는 전년도 설문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표 3-4>의 설문지 양식을 개발

하고 매 교육과정이 끝날 때마다 받은 설문서 결과를 다음교육에 반영하였다.

본 과제에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25개 대학에서 114명이 교육을 신청하

여 103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수료자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방사선학과 13개 대학, 63명

(고려대 3, 대구가톨릭대 9, 동남보건대 8, 신한대 4, 안산대 5, 김천대 4, 남부대 4, 원광보

건대 4, 건양대 5, 백석문화대 3, 연세대 5, 한국국제대 4, 한서대 5), 약학대 12개 대학, 40

명(경북대 1, 계명대 3, 고려대 5, 부산대 6, 순천대 3, 조선대 4, 충북대 4, 가천대 3, 경상

대 1, 경성대 4, 동덕여대 5, 숙명여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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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2015년도 방사선학 실험실습 설문서 양식(예시)

• 과 정 명 : 2015년도 “방사선학 실험실습”교육

• 대상 : 방사선과 1차교육 

• 실습기간: 2016. 00. 00(월) ~ 00. 00(목), 4일간

 학과 :           학교 :               학년 :               성별 : 남, 여

구  분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만족도

 1. 본 과정 참가 시 기대를 가지고 참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본 과정은 나의 요구/기대 수준을 충족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3. 본 과정의 교육기간은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본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본 과정을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

내용

 7. 교육 전반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교육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① ② ③ ④ ⑤

 9. 실습교육이 전공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교육내용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강사

 11. 강사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보여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강사는 효과적인 스킬과 열정으로 강의를 전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3. 강사는 교육생의 질문에 대한 대처나 피드백이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학습

방법

 14. 강의실 집체교육은 효과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조별 실험실습교육은 효과적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

환경 

 16. 강의실 및 교육시설에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7. 교육과정 진행자의 서비스에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실습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2과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목명:                  )                  

19. 본 교육 수강 후 느낀 귀하의 소감 및 기타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빈칸 부족 시 이면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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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록 1>

방사선학 실험실습교육 운영 관련 자문회의  

1. 회의개요
  ❍ 목적 : 방사선학 실험실습교육 운영 관련 자문
  ❍ 회의일시/장소 : 2015.07.17(금) 10:00∼12:00, 원자력연수원동 2층 세미나실 
  ❍ 참석자 : 남영미, 신병철, 김웅기, 원종열, 이병채, 나정현(이상 원자력교육센터),  
             김정민(대한방사선과학회), 이상복(한국방사선학회),
             변영주(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분과회)  

2. 회의순서
  ❍ 분야별 현황 소개
    - 국내외 방사선학과 실습교육 현황(이상복)
    - 일본 방사선학과 실습교육 사례(김정민)
    - 국내외 방사약학 실습교육 현황(변영주)
  ❍ 방사선학 실습교육 운영 계획(신병철) 
  ❍ 방사선학 실습교육 운영계획 토의(참석자)

3. 회의 내용
  1) 분야별 현황
    ① 방사선학과
      - 전국 방사선학과 현황(총 45개 대학 - 4년제 22개, 3년제 23개, 
                            총 입학정원 2,489명 - 4년제 974명, 3년제 1,515명)
      - 한·일 교육목표 및 내용은 비슷하나, 국내 실험 실습시간이 2배 이상 부족
      - 계측기술 교육 및 시설 이용 필요(대학연구시설 미비)
      - 현재 방사선사 실기시험이 필기로 대체되는 실습환경이 열약한 상황
      - 방사선 관련 규제강화로 학교에서 방사선 실험장비사용 곤란
      - 방사선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로 현장적용 가능한 방사선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원자력발전분야 취업률은 미미
      - 수도권 방사선학과의 경우 암센터 및 방사선사시험을 통해 취업률이 높음
    ② 방사약학
      - 전국 약학대학 현황(6년제 35개 대학, 입학정원 1,906명) 
      - 2017년 7월부터 방사성의약품 GMP 의무화되나 전문지식 갖춘 방사약사 태부족
      - 미국과 같이 방사약사도입 추진 : 약학대학 협의회 및 약학회 방사성의약품분과회
      - 방사성의약품 관련 학점 비율 미비 및 국가시험에도 제외되고 있음
         (전체학점의 1∼2%)
  2) 방사선학 실습교육 운영 방안
      - 연구원이 보유하는 실습기자재 및 전문우수인력을 통한 실험실습이 필요함
      - 실습교육 통해 교육생들이 다분야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진로변화를 꾀하였음
      - 학교교육 이외에 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는 실험실습 제공
      - 정밀사업 증가로 비파괴분야 교육 필요 : 사업화로 원자력연구원에 관련 전문 
        연구인력 없어 실습교육 불가능 
      - 꾸준한 실습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필요
        (학연실습교육 협의체 구성하여 연구재단에 안정적인 재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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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원뿐만 아니라 몇몇 대학에서 실험실습 환경 조성이 필요
      -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개봉선원사용 실험에 대해 효과적인 안전대책과 
        실습방안 모색
      - 방사선학과와 방사약학의 실습교육 차별화 필요 : 실습여건 등 고려하여 추진
      - 한국은 미국의 방사성의약품 시장의 1/15 규모
      - 신약개발에 있어서 동위원소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

  3) 방사선학 실습교육 일정 및 학교 선정 협의
    ① 실습과정 : 4일 과정 총 5회 실시. 과정 당 최대 교육인원 24명,
                 학교 수 2~4개
    ② 학교선정 주관자 및 실습 시기
      - 방사선학과 3과정 : 방사선과학회 김정민 교수, 
                          1차(2016. 1. 11~14), 2차(1. 18~21), 3차(2. 15~18)
      - 약학대학 2과정 : 약학회 방사성의약품분과회 변영주 교수,
                         1차(2016. 1. 25~28), 2차(2. 22~25)
    ③ 학교선정 및 실습 계획
      가. ~ 2015.10.30 : 각 분야별로 선정초안 작성
      나. ~ 2015.11.13 : 각 분야별로 학교선정 주관자가 선정된 학교 교수와 실습과제 
                         책임자 포함한 실습교육 운영회의 개최
      다. ~ 2015.11.27 : 분야별로 학회에서 원자력연구원에 교육의뢰 공문과 
                         실습참가자 명단 발송
      라. 2016.1.11.~2.25 : 방사선학 실습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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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회의록 1>

방사선학 실험실습 강사회의

1. 회의개요
  ❍ 목적 : 방사선학 실험실습 관련 강사회의
  ❍ 회의일시/장소 : 2015.12.02(수) 10:30∼11:40, 원자력연수원동 2층 세미나실 
  ❍ 참석자 : 남영미, 신병철, 김웅기, 원종열, 나정현(이상 원자력교육센터),             
             문종화, 최강혁, 남성수, 홍성택, 김태형, 남종수(이상 내부 강사),           
             오화숙(라드팜, 외부강사)

2. 회의순서
  ❍ 방사선학 실험실습 과제 개요와 교재 및 과정 개발 내용 소개(신병철)
  ❍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협의(강사 및 과제 참여자)
     - 하나로 가동중단 대책 : 동영상 제작하여 활용
     - 개발된 과정 운영 내용 검토
     - 개발된 설문지 내용 검토
     - 건의사항 등 토의

3. 회의 내용
  1) 방사선학 실험실습 과제 소개 : 발표자료 참조
      □4일 교육과정(실습 2개조 편성, 과정 당 25명 이내)
      □5개 과정개설 - 방사선과 3과정 : 1/11~14, 1/18~21, 2/15~18
                      방사약학 2과정 : 1/25~28, 2/22~25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재 제작 : 2016년 1월초 예정
      □방사선학과와 약학대(방사약학)에 적합한 교과목 특성화
        - 공    통 : 방사선계측, 방사선동위원소생산, 연구로개요, 
                     방사성의약품품질관리, 원자력교육센터 방사선실험시설 견학
        - 방사선과 : 중성자래디오그라피, 방사성물질원소분석 
        - 약학과 : 방사선안전취급기초, 중성자방사화분석, 개인선량계
      □기존 설문지 내용 일부 개선 : 선호 과목 선택을 2개로 조정, 학과, 학년, 성별 등   
                                   표기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실험실습 동영상 소개

  2)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협의
      □하나로 가동 재개시기 
        → 2016년 9월말 가동 예정
      □방사선학 실험실습 신규 개설로 인해 야기된 기존 원자로 실험실습과 강의 중복     
        해소 방안
        → 학과 특성에 맞는 교과목 편성으로 중복 부담 최소화
        → 강사들을 많이 섭외하여 강의시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연구로 개요 과목은 1일차 첫 번째 수업 요청 : 다른 과목에 연구로 관련 내용      
        포함됨
        → 연구로 개요 과목 1일차 첫 번째 수업으로 변경
      □본 교육과정을 원하는 대학생은 많은데 대학별 배정인원이 적음
        → 올해 처음하는 시범과정이고, 다수의 학교에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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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예산도 부족하여 특정 대학에 배정인원을 많이 할애할 수 없음
        → 방사선과학회와 약학회 방사성의약품분과회에 교육 참가자 배정 의뢰했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 혹은 심포지엄 개최 필요
        → 실험실습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다수의 학생에게 일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임. 주요사업에서 지원할 수도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실험실습 과정에 관심 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학생들로 구성 요청
        → 신청인원이 많아 선발된 학생들이므로 교육참여 동기가 분명하여 
           수업태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습을 위해 교육 30일 전에                
           서술형교재 파일을 배포할 예정임
        → 실습참여 대학교의 교수님들 일부가 실습교육에 참석할 예정임
      □각 교과목 시간에 관련 동영상 활용 필요
        → 동영상 다수 보유한 홍보팀에 연구원 관련 동영상 요청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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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록 2>

산학연교육 평가서 개선 자문회의  

1. 회의개요
  ○ 목  적 : 산학연교육 평가서 개선 및 논문작성 관련 자문
  ○ 일  시 : 2016. 3. 29(화) 10:00 ~ 15:00
  ○ 장  소 : 연수원동 2층 세미나실
  ○ 참석자 : 김웅기, 신병철, 고한석, 나정현(이상 산학연교육실), 
             황혜선(역량개발실), 한은옥(KANS)

2. 회의순서
  ○ 학연교육
     - 설문서 개선방안 및 실습교육논문 설계 시 유의사항
  ○ 산연교육
     - 설문서 개선방안 및 교육논문 설계 시 유의사항

3. 회의내용
  ○ 학연교육 관련 자문의견
    ▷ 학연교육 설문서 개선방안
      - 교육 목적을 적합한 만족도 설문조사가 요구됨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아닌 전문성 강화에 적합한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통계 분석에서 *특수한 경우는 기본 정규분포에서 제외됨
        (*설문 자료의 수치를 확연히 벗어난 경우)
      - 기대감 및 자존감을 확인 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이 필요
      - 설문조사에 각각의 문항에 따라 무응답이 존재 할 수 있음
      - 설문문항 개발 시 의도를 가진 문항 보다는 보완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요구됨
        (적절치 못한 문항 : ~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개발자의 의도가 포함됨)
      - 설문서의 타당성 향상을 위해 대상자를 통해 문제점 파악
      - 각 교과과정의 과목이 다를시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과목에 대해 자료 분석
    ▷ 학연교육논문 설계 
      1) 교육과정 설계 
        -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야 함
        - 교육과정의 목표 및 목적의 명확성(지식전달, 인식변화, 실습능력향상)
        - 교과목 선정에 대한 배경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질적 조사 필요
          ↳ 예비 교육생(대학 재학생) 교육요구도 조사 필요 
             → 각 대학에 동일 수량의 설문지 전달
        - 교육과정 설계의 적합성 평가(우수 대학생을 대상)
        - 시범 교육과정 운영(최소 30명 이상)
        - 대학의 교과과정 비교 : 대학에서 시행되지 않는 교과과정 위주
      2) 교육과정 운영
        - 교육 전 후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효과 비교 
          (중성자 이해도, 방사선 이해도 등)
        - 이론 및 실기 교육시간 비율과 비슷하게 설문서 문항비율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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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학생과 비전공학생을 구분하여 비교    
        - 실험실습을 통한 효과 분석(분석 가능한 과목 대상)
      3) 기타
        - 국내 학술지 추천 : 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과학회 등
        - 실험실습 관련 논문 검색
          구글 학술자료 이용 ex) 자외선 차단 실습 등

▷ 학연실습교육 운영자 의견
 원자력 학연실습교육은 우리나라 원자력교육 초창기인 1960년대부터 열악한 대학
교의 실습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의 
1주 과정으로 정착된 것임. 비원자력전공 이공계대학생 실습교육은 2000년부터 시작
되어 8개 분야(물리, 방사선응용공학, 금속, 기계, 방사선, 화학, 생물, 제약)에 대해 
2012년 상반기까지 운영되었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2012년 하반기
부터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설문서를 통한 교육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실습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에는 교육논문심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교육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
록 노력하겠음.

  ○ 산연교육
    ▷ 산연교육 설문서 개선방안
      - 과목당 필수 지식(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 제출을 통해 설문서 개발
        (객관식, 교육과정 전 후, 성별, 전공자, 면허 유무, 작업종사자)
      - 이론 및 실기 교육시간 비율과 비슷하게 설문서 문항비율을 조절함
        (이론 80% + 실기 20%)
    ▷ 산연교육 예상 논문 설계
      - 교육 요구도 조사의 한계(대한안전관리자협의회, 수강자)
      - 방사선장해방어교육 전 후 동일 시험(설문서)을 통한 실력향상 분석
      - 수강생 실력향상과 합격률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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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록 3>

방사선학과 학연실험실습 개선 관련 자문회의  

1. 회의개요
  ❍ 목적 : 방사선학과 학연실험실습 개선 관련 자문
  ❍ 회의일시/장소 : 2016.05.04(수) 12:00∼16:00, 원자력연수원동 2층               
           세미나실
  ❍ 참석자 : 신병철, 김웅기, 원종열, 이병채, 나정현(이상 원자력교육센터), 
             김정민(고려대), 임청환(방사선과 교수협의회장), 
             정홍량(대한방사선과학회장)  

2. 회의순서
  ❍ 분야별 현황 소개
    - 방사선학과 교육현황 및 국내외 방사선학 교육 비교(김정민, 임청환)
    - 방사선학과 학연실습교육 결과 분석(신병철)
    - 대한방사선과학회지 논문 투고 시 고려사항(정홍량)
  ❍ 방사선학과 학연실습교육 개선 관련 토의(참석자)

3. 회의 내용
 1) 분야별 현황
   ① 방사선학과 교육현황 및 국내외 방사선학 교육 비교
     - 방사선학과 학제 및 교육과정 변화 소개
       1963년 수도의과대학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현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방사선과 설치
       1963~1990년 2년제, 1991~1999년 3년제, 2000년 이후 3년제와 4년제 병존 
     - 2016년 방사선학과 현황 : 4년제 22개(입학정원 881명), 
                               3년제 23개(입학정원 1,505명)
     - 방사선 의료기술 변천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여 교육내용 확장
       1984년 초음파영상, 1990년초 CT, MRI, 2002년 디지털영상 과목 개설
     - 한국과 일본(테이쿄대, 히로시마국제대) 방사선학과 과목 비교 
       일본은 46개대 방사선(학)과 개설 : 4년제 31개, 3년제 15개
       일본은 실습인프라 잘 갖춰져 있으나 한국은 이론과목만 많아  실습환경 개선 필요
     - 미국은 진단방사선학(2년) 과정 수료 후 전문방사선사과정(각 1년)에서 

치료방사선사나 핵의학방사선사 자격 취득하고 4학년에 편입하여 학사학위 취득 
     - 방사선과 졸업자의 진로를 다양화, 특성화하여 관련 분야 진출하도록 인재양성 필요 
   ② 방사선학과 학연실습교육 결과 분석
     - 방사선과 학연실습 교육실적 
       2005~2012년 : 3일 과정 개설(남부대) 후 확대하여 2012년 6개 대학 참여 
       2013.6~2015.5 : 원자력 관련학과 5일 과정에 고려대, 연세대 방사선학과 참여
       2015.6~2016.5 : 방사선 관련 학과 4일 과정 개설. 3과정에 13개교 63명 참여  
     - 2015년도 설문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4.6-(기대치 4.4) 보여 5일 과정으로 변경필요
     - 선호과목 순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35%), 방사선계측(31%),             
                      중성자래디오그라피(24%), 방사성물질 원소 분석(6%),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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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학년과 기대치가 낮은 학생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향후 교육생 선발시 고학년과  
       실습에 대한 의욕이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음 
     - 개봉선원을 직접 다루기 어려워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실습동영상 제작 추진
   ③ 대한방사선과학회지 논문투고
     - 대한방사선과학회지 논문 투고 요령 소개 및 실습교육 논문 발표와 투고 권유
     - 방사선과 실습결과를 대한방사선과학회에 발표하고 학회지에 투고하기로 함
  2) 방사선학 실습교육 개선 방안
     -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습기자재를 활용하여 차년도는 5일 과정을 개설하기로 함
     - 차년도 실습대상자 선정은 방사선과 교육협의회와 협의하기로 함
     - 방사선학 실습 홍보를 위해 2016년 상반기에 개최되는 방사선과 교수협의회         
       회의에서 방사선학 실험실습 현황과 향후 방안에 대해 발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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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록 4>

방사약학 학연실험실습 개선 관련 자문회의  

1. 회의개요
  ❍ 목적 : 방사약학 학연실험실습 개선 관련 자문
  ❍ 회의일시/장소 : 2016.05.10(화) 10:00∼13:00, 원자력연수원동 2층 세미나실
  ❍ 참석자 : 신병철, 김웅기, 원종열, 나정현(이상 원자력교육센터), 
             최명호(파마테크 회장), 박일영(충북대 약대 학장, 방사성의약품 분과회      
             부회장), 변영주(고려대 교수,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 분과회 간사)  

2. 회의순서
  ❍ 분야별 현황 소개
    - 방사약학 학연실습 결과 분석 (신병철) 
    - 약대 학부생 방사선학 실험실습 발전방향 (변영주) 
    -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약사 양성 준비 (박일영)
    - 미국 방사약사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최명호)
  ❍ 방사약학 학연실습교육 개선 관련 토의 (참석자)

3. 회의 내용

  1) 분야별 현황

    ① 방사약학 학연실습교육 결과 분석
      - 2015.6~2016.5 : 약학과/제약학과 4일 과정 개설. 2과정에 12개교 40명 참여 
      - 2015년도 설문조사 결과 4.4(기대치 4.4)의 좋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방사선과    

 (4.6)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져 교육내용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과목 선호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42%),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18%),             

 방사선계측(17%),  방사선안전취급기초(11%), 개인선량계(6%), 방사선시설견학(4%),  
 중성자방사화분석(3%).

      - 고학년과 실습에 대한 의욕이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하면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음

      - 직접 실습이 어려운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실습 동영상을 차년도에 제작하여 활용  
 할 예정

      - 방사약학 실습 결과 소개를 위해 전문 학회 발표와 학회지에 투고할 필요가 있음 
    ② 약대 학부생 방사선학 실험실습 발전방향
      - 전국 약대 35개교 중 29개에 방사성의약품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음 
      - 방사성의약품학 과목 개요와 신약개발에서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의 중요성 소개
      - 2016년 방사약학 실습 : 지원- 12개교 120명, 배정- 12개교 40명, 
                              교수 4명 별도  참가 
        (우선선발 기준 : 방사성의약품학 수강자, 고학년, 성적우수자)
      - 약학교육협의회 가이드라인에 기초약무실습 60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약대  

 에서 5일 과정 교육 참가시 실습시간을 인정하고 있어 5일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함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실험실습과목은 인기가 높으나 실습기구가 1개라 참여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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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약사 양성 준비
      - 2017년말 까지 방사성의약품 KGMP(제조관리기준) 적합판정서 받아야 2018년에 

생산가능 
      - 국내방사성의약품 제조회사에 방사약사 70여명 근무 : 방사약학 전문성 강화 필요
      - 방사성의약품 제조소는 방사선안전관리자(원자력안전법)와 제조관리약사(약사법령)가  

 모두 있어야 하므로 회사 부담 줄이고 효과적인 제조관리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 방사성동위원소 특수면허에 약사 포함시켜 특수면허 취득한 방사성의약품          

 제조관리약사가 제조관리 및 안전관리를 같이 하도록 제도 정비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 양성 추진 필요

      - 방사성동위원소 특수면허(약사) 교육과정 검토 위한 참고자료로 원자력연구원이     
 실시했던 특수면허(의사, 치과의사) 교육과정 시간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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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설계서 1

방사선학 실험실습 학연교육 – 방사선(학)과 
Radiology Experimental Training course for university 

students

1. 과정명 및 분류코드

  과정명 

  ◦ (영문) Radiology Experimental Training using HANARO and        

        National Radiation Research Facilities

  ◦ (국문) 하나로와 국가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방사선학 실험실습

  분류코드 : 없음

2. 수요

  배경

  ◦ 실험환경이 열악한 대학교육 지원을 위해 1960년대부터 연구용원자로 및 관련시

설을 이용한 학연협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실습 과정 운영 

  ◦ 1990년대에 서울의 원자로가 폐기되고 대전에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와 

방사선 연구시설이 설치되어 2000년부터 비원자력공학 전공 이공계대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10년까지 8개 분야(물리,기계,금속,재료,방사선,생물,제약,

화학)로 확대하여 운영

  ◦ 2011년 8개 분야를 2개 분야(원자력발전, 방사선)로 재편           

  ◦ 2012~2014년은 교육대상자를 원자력 관련학과(방사선학과 일부 포함)로 

제한하고 5일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하여 운영 

  ◦ 2015년 방사선학실험실습 과정을 신설하여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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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에서 갖추기 어려운 연구용원자로 및 국가 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현장실

습을 통하여 국내 방사선과 대학생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수요

  ◦ 국내 방사선학 전공 대학생 

  요구역량 분석

  ◦ 방사선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설비투자비와 방사선 안전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 대학에서 보유하기 어려운 국가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을   

  제공하여 방사선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 

  ◦ 방사선학 실험실습을 통해 예비방사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방사선학 

     분야에 대한 진로선택 기회제공 

3. 과정목적 및 학습목표

  과정목적

  ◦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연구시설 및 장비들을 활용하여 실험․실습을 제공  

   하여 국내 방사선학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 실험․실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방사선학 관련 산업체 및 연구 분야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 향상시키고 다양한 방사선학 분야에 대한 진로 소개

  학습목표

  ◦ 방사선의 전반적인 개념 및 기술에 관한 지식 습득

  ◦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험실습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을 통해 향후 다양한 방사선학 분야에 대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음.

4. 주관 및 주최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5. 기간 : 4일

6. 장소 : 50석 규모 강의실 및 연구시설(하나로 동위원소동, 연수원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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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 : 국내 방사선(학)과 전공 대학생 

8. 선수과목 : 예습을 위해 실습교육 1달 전 서술형 교재 미리 배포

9. 사용언어 : 한국어

10. 기관 및 과정관리자 자격

  ◦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과정관리자 :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11. 강사

  ◦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 하나로 관련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전문가

  ◦ 원자력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교과내용 

 

  ◦ 학습내용

학습
방법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

강의 실습

이론
연구로 개요 ◦ 하나로를 이용한 연구 및 실험 소개 1 -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품질검사법 소개 2 -

이론 
및 

실습

방사선 계측 ◦섬광검출기 원리 소개 및 측정법 실습 2 3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생산 공정 소개 및 용매추출법 실습  2 3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 질량분석법 원리 소개 및 분석법 실습 2 3

중성자 래디오그래피 ◦ 중성자촬영법 소개 및 영상 판독 실습 2 3

견학
원자력교육센터 

방사선교육 시설 견학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계측기 등 - 1

기타
오리엔테이션, 과정평가,

본관 전시실 견학 

 * 교육과정 구성 

   이론(3시간)+이론(8시간) 및 실습(12시간)+견학(2시간)+기타(2시간) = 2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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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구조

    - 방사선학 분야의 실험실습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

    - 방사약학과 일부과목 구분하여 구성

13. 인프라 요건 

  ◦ 교육시설 

    - 연수원동 : 이론 강의실(40~50석), 방사선 계측 실험실 등

    - 하나로 동위원소동 : 방사성동위원소 실험실

    - 화학특성동 :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실험실 

  ◦ 연수원동 교육장비 

    - 중성자래디오그라피 필름 판독장비, 방사선계측 실험장비

    - 프로젝터, 스크린, 유/무선 마이크, 음향 시설 등

14. 개발요건 

  ◦ 교재

     - 방사선학 실험 개요(전자파일) : 예습 위해 실습교육 30일 전 배포 

     - 방사선학 실험실습(단행본) : 이론과 실습을 구분하여 편집    

  ◦ 설문지

     기대치, 전체 만족도,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 학습방법, 강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스킬에 대한 평가, 교육운영을 포함한 교육환경, 선호과목 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

이론교육

▶
방사선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실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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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운영요건

  ◦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항목

     - 교육 목적, 교과목 구성 체계, 실험실습 일정 등

  ◦ 협력부서 협조 사항

     - 통제구역 출입(안전방호부)

     - 연구원 소개 슬라이드 상영 및 본관 전시실 견학(홍보팀)

  ◦ 과정 담당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로 점검

  ◦ 교육시행 전 대한방사선과학회와 학교별 교육생수 배정 및 교육생 선정, 교육일

정 등에 대해 협의

16. 평가요건

  ◦ 평가지표

     - 교육생만족도 평가

  ◦ 평가방법

     - 교육내용 및 운영, 강사만족도 등 설문평가를 통한 전반적인 교육평가  

  ◦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17. 기대효과

  ◦방사선학 실험실습 통해 국내 방사선학 전문 인력 질적 향상에 기여

  ◦국내 방사선기술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

  ◦방사선학 예비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18. 수행사례 : 매년 실시

년도 과 정 명 기간 인원

2000-
2012.6

비원자력공학 이공계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방사선학과 포함)

3~4일 2,300

2012.7-
2013.5

원자력 관련학과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물리학과, 물리 및 에너지학부 포함)

5일 88

2013.6-
2014.5

원자력 관련학과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방사선학과 포함)

5일 112

2014.6-
2015.5

원자력 관련학과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방사선학과 포함)

5일 90

계 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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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련 교재

  ◦ 이공계대학생 연구용원자로 체험(방사선 분야)

  ◦ 원자로 실험실습 

  ◦ 방사선학 실험실습 

20. 과정 우수성

  ◦국내 방사선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21. 설계서 이력

순번 내   용 작성자 일자

1 최초 작성 신 병철 2016. 1.

2

22. 비고

  ◦ 산학연교육실 담당자 직접 작성

  ◦ 향후 5일 실습과정으로 확대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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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설계서 2

방사약학 실험실습 학연교육 – 약학대학 
Radiopharmacy Experimental Training course for 

university students

1. 과정명 및 분류코드

  과정명 

  ◦ (영문) Radiopharmacy Experimental Training using HANARO and  

         National Radiation research facilities

  ◦ (국문) 하나로와 국가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방사약학 실험실습

  분류코드 : 없음

2. 수요

  배경

  ◦ 실험환경이 열악한 대학교육 지원을 위해 1960년대부터 연구용원자로 및 관련시

설을 이용한 학연협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실습 과정 운영 

  ◦ 1990년대에 서울의 원자로가 폐기되고 대전에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하나로)와 

방사선 연구시설이 설치되어 2000년부터 비원자력공학 전공 이공계대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2010년까지 8개 분야(물리,기계,금속,재료,방사선,생물,제약,

화학)로 확대하여 운영

  ◦ 2011년 8개 분야를 2개 분야(원자력발전, 방사선)로 재편           

  ◦ 2012~2014년은 교육대상자를 원자력 관련학과(방사선학과 일부 포함)로 

제한하고 5일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하여 운영 

  ◦ 2015년 방사약학실험실습 과정을 신설하여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 대학에서 갖추기 어려운 연구용원자로 및 국가 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현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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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통하여 국내 약학대 대학생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  

  수요

  ◦ 국내 약학 전공 대학생 

  요구역량 분석

  ◦ 약학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초기 설비투자비와 방사선 안전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 대학에서 보유하기 어려운 국가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을 제공하  

  여 방사약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 

  ◦ 방사약학 실험실습을 통해 예비 방사약학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방사약학  

  분야에 대한 진로선택 기회 제공 

3. 과정목적 및 학습목표

  과정목적

  ◦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연구시설 및 장비들을 활용한 실험․실습을 제공하  

   여 국내 방사약학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 실험․실습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졸업 후 방사약학 관련 산업체 및 연구분야에 보다 쉽  

   게 적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방사약학 분야에 대한 진로 소개

  학습목표

  ◦ 방사선의 전반적인 개념 및 기술에 관한 지식 습득

  ◦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험실습을 통해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함.

  ◦ 방사약학 실험실습 교육을 통해 향후 다양한 방사약학 분야에 대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음.

4. 주관 및 주최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5. 기간 : 4일

6. 장소 : 50석 규모 강의실 및 연구시설(하나로 동위원소동, 연수원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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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상 : 국내 (제)약학과 전공 대학생 

8. 선수과목 : 예습을 위해 실습교육 1달 전 서술형 교재 미리 배포

9. 사용언어 : 한국어

10. 기관 및 과정관리자 자격

  ◦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

  ◦과정관리자 :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11. 강사

  ◦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 하나로 관련 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전문가

  ◦ 원자력교육센터장이 인정하는 사람

12. 교과내용 

 

  ◦ 학습내용

학습
방법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

강의 실습

이론

연구로 개요 ◦ 하나로를 이용한 연구 및 실험 소개 1 -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품질검사법 소개 2 -

개인선량계 ◦ 개인선량계 종류, 원리와 판독법 소개 2 -

이론 
및 

실습

방사선 계측 ◦섬광검출기 원리 소개 및 측정법 실습 2 3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생산 공정 소개 및 용매추출법 실습  2 3

방사선 안전취급 기초 ◦ 방사선방호 원칙 및 방호실험 실습 2 3

중성자 방사화 분석 ◦ 분석법 원리 소개 및 생체시료 측정 2 3

견학
원자력교육센터 

방사선교육 시설 견학
◦ GM계수기, 안개상자 등 - 1

기타
오리엔테이션, 과정평가,

본관 전시실 견학 

 * 교육과정 구성 

   이론(5시간)+이론(8시간) 및 실습(12시간)+견학(2시간)+기타(2시간) = 2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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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구조

    - 방사약학 분야의 실험실습이 가능한 과목으로 구성

    - 방사선과와 일부과목 구분하여 구성

13. 인프라 요건 

  ◦ 교육시설 

    - 연수원동 : 이론 강의실(40~50석), 방사선 계측 실험실 등

    - 하나로 동위원소동 : 방사성동위원소, 중성자 방사화분석 실험실

  ◦ 연수원동 교육장비 

    - 방사선계측 실험장비

    - 프로젝터, 스크린, 유/무선 마이크, 음향 시설 등

14. 개발요건 

  ◦ 교재

     - 방사선학 실험 개요(전자파일) : 예습 위해 실습교육 30일 전 배포 

     - 방사선학 실험실습(단행본) : 이론과 실습을 구분하여 편집

    

  ◦ 설문지

     기대치, 전체 만족도,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 학습방법, 강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스킬에 대한 평가, 교육운영을 포함한 교육환경, 선호과목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

15. 운영요건

  ◦ 교육과정 오리엔테이션 항목

     - 교육 목적, 교과목 구성 체계, 실험실습 일정 등

이론교육

▶
방사약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실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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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부서 협조 사항

     - 통제구역 출입(안전방호부)

     - 연구원 소개 슬라이드 상영 및 본관 전시실 견학(홍보팀)

  ◦ 과정 담당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로 점검

  ◦ 교육시행 전 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분과회와 학교별 교육생수 배정 및 교육생 

선정, 교육일정 등에 대해 협의

16. 평가요건

  ◦ 평가지표

     - 교육생만족도 평가

  ◦ 평가방법

     - 교육내용 및 운영, 강사만족도 등 설문평가 통한 전반적인 교육평가  

  ◦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17. 기대효과

  ◦방사약학 실험실습 통해 국내 방사약학 전문 인력 질적 향상에 기여

  ◦국내 방사약학 기술 향상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

  ◦방사약학 예비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18. 수행사례 : 지난 10년간 실시

19. 관련 교재

  ◦ 이공계대학생 연구용원자로 체험(제약 분야)

  ◦ 원자로 실험실습 

20. 과정 우수성

  ◦국내 방사약학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

년도 과 정 명 기간 인원

2000-
2012.6

비원자력공학 이공계 대상 “원자로 실험실습”
(약학과 포함)

3~4일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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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설계서 이력

순번 내   용 작성자 일자

1 최초 작성 신 병철 2016. 1.

2

22. 비고

◦ 산학연교육실 담당자 직접 작성

◦ 향후 5일 실습과정으로 확대 개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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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원자력공학 실습교육은 정부예산을 확보한 4개 대학에서만 비용을 받아 별도로 운영하

였는데 2016년 실험실습과제에서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원자력 관련학과를 포함하여 실습교육

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5년도 실습 교육결과는 <표 3-5>와 같이 국내외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 

3건의 논문발표를 하였다.

<표 3-5> 실습교육 결과 논문발표 실적( 2015.6∼2016.5.) 

 

논문 명 학회 명 학술대회 명 일자 장소 페이지 저자

원자로 실험실습을 

통한 원자력 예비인력  

양성에 대한 고찰

대한방사선

방어학회

2015년 

추계학술발표회

2015.

10.23
한국 102-103

나정현,

신병철,

이병채
Radiopharmacy 

Experimental 

Training using 

National Nuclear 

Research Facilities

대한약학회

2015 Fall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2015.

10.23
한국 248 신병철

Cultivation of the 

next generation in 

radiology through 

the experimental 

training using 

national nuclear 

research facilities

일본방사선

기술학회

 72nd  Annual 

Scientific Congress 

of the Japanese 

Society of 

Radiological       

Technology (JSRT)

2016.

4.15
일본 205-206

신병철,

김웅기, 

나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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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과정 운영

1. 방사선학과 1차 교육

 

○ 일   시 : 2016. 01. 11(월) ∼ 01. 14(목) (4일간)

○ 인   원 : 수료 20명 (신청 21명)

○ 장   소 : 원자력연수원동 3층 4강의실 및 각 실습실

1) 교육일정

방사선학과 1차 실습교육은 2016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으며 연구로 개

요,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방사선 계측, 방사성의

약품 품질관리와 방사선시설 견학의 총 7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5개 대학에서 21명이 신청

하여 20명(고려대 3명, 대구가톨릭대 5명, 동남보건대 3명, 신한대 4명, 안산대 5명)이 수료

하였다. 세부교육일정은 <표 3-6>, <표 3-7>과 같이 진행되었다. 

(그림 3-1) 방사선학과 1차 실습교육 참가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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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방사선학과 1차 교육 시간표

<표 3-7> 방사선학과 1차 실험․실습 일정표

날  짜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습장소    

1/12(화)

오전

A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09:00 - 11:50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B 방사성물질 원소 분석 " 박종호
화학특성동

2층 208호

1/12(화)

오후

A 방사성물질 원소 분석 13:00 - 15:50 박종호
화학특성동

2층 208호

B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1/13(수)

오후

A 방사선 계측 13:00 - 15:50 홍상범
연수원동 

2층 213호

B 중성자래디오그라피 " 오화숙
연수원동 

3층 4강의실

1/14(목)

오전

A 중성자래디오그라피 09:00 - 11:50 오화숙
연수원동 

3층 4강의실

B 방사선 계측 " 홍상범
연수원동 

2층 213호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1/11

(월)

연구원 출입증 교부
및  오리엔테이션

본관 전시
실 관람 및 

소개 
(홍보팀)

연구로개요
(홍성택)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최 강 혁)

방사성물질 원소 분석
(박 종 호)

4426/hong79 2745/khchoi 2130/jongho

1/12

(화)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중성자래디오그라피
(김 태 주)

8521/tj

1/13

(수)

방사선시설 
견학

(주용창)

방사선 계측
(홍 상 범)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신 병 철)

2693/ycjoo 2745/sbhong 8414/bcshin

1/14

(목)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과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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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및 운영자 총평

  방사선학과 1차교육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방사선 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과 결과는 아래 표와 그림에 나타

내었다.

<표 3-8> 방사선학과 1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과정명

내   용

국가방사선연구시설 및 연구로를 이용한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방사선(학)과 1차 

만족도

(%)

1. 기대치 87%

2. 전체 만족도 86%

3. 교육내용 및 이

해
83%

4. 강  사 92%

5. 학습방법 90%

6. 교육환경 91%

(그림 3-2) 방사선학과 1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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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방사선학과 1차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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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방사선학과 1차 실습교육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18. 실습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2과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12명)

  - 전공과 밀접한 분야이고 외부에서 접하기 어려운 핫셀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어

    좋았다.

  - 이론으로만 배웠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정 지식을 실습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어 

    좋았다.

 * 방사선 계측 (11명)

  - 가장 학교 교육과정에 가깝고 이론만 배운 것을 실습하여 이해가 확실히 되었다.

  - 직접 실습하는 시간이 많았고 다음에 배울 과목을 미리 예습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중성자래디오그라피 (11명)

  - 지식이 부족했던 중성자의 특징과 중성자래디오그라피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전공과 밀접한 촬영과 관련이 있고 병원취업에 관심이 많아 흥미로웠다. 

  - 실습강사님이 쉽고 편안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고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4명)

  -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줬고 실제 연구에 쓰는 것을 보아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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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1명)

  - 방사선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 가장 흥미로웠다.

19. 본 교육 수강 후 느낀 귀하의 소감 및 기타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기존 수업보다 어려운 분야이고 전공이나 졸업 후 진로와 거리가 있어 좀 아쉬웠다. 

  - 교육 일정이 너무 빡빡하여 좀 힘들었다. 

  - 핵의학을 배우지 않아 버거웠지만 예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였다.

  -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정보가 미약하여 아쉬웠다. 

  - 실습기구를 더 갖추어 개별적인 실습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 방사선과와 맞는 과목도 있고 맞지 않는 과목도 있었다. 

  - 실습교육기간에 숙식을 제공받아 생활비 부담이 없어 매우 만족했다. 

  -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여 좋았다. 

  - 원자력발전에 대한 거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 잇는 기회가 되었다.

  - 취업분야에 대해 더 많이 설명해주면 좋겠다.

  - 수업용어가 너무 전문적이라 알아듣기 힘들었다.

  - 숙소, 교육시설, 실습, 식사 모든 면에서 좋았다.

  - 교육기간을 늘이고 수업시간을 단축하면 집중과 몰입이 잘 될 것 같다.

  - 이론과 실습의 질이 학점화하기에 충분하니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 실습보고서 결과, 

    태도를 평가하여 점수를 차등하면 좋겠다.

  -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실습을 하여 너무 의미 있고 유용한 시간이었다. 

  - 하나로가 가동 중단되어 보지 못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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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총평 및 개선방안>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계측 및 중성자래디오그라피 선호

  3과목 모두 전공과 밀접한 분야이고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지식을 실습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고 접하기 어려운 실습장비를 직접 만져볼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성자래디오그라

피의 경우 방사선학과 학생에게 다소 생소한 중성자에 대한 지식과 중성자래디오그라피에 대해 기

존의 X선 촬영과 비교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다. 

• 교육일정 정보 전달과 운영에 대한 불만 

  방사선학 실험실습 4일 과정을 새로 개발하고 연구원 사정으로 운영을 주로 담당하던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혼자 실습 프로그램 진행을 하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다음과정 

부터는 사전공지를 미리 하여 과정운영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다. 

  과제 예산이 20% 삭감되고 교육대상 인원은 대폭 늘어나 5일 과정 대신 4일 과정을 개발하여 운

영하다 보니 교육생들이 후반에 갈수록 피로도가 커진 것 같다. 새로 개발한 과정을 당장 개선하기

는 어려우므로 차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하고 5일 과정을 개발하여 휴식시간을 더 할애하여 여유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실습 장비 및 기구 추가 확충

  실습 장비를 더 갖추어 개별적인 실습기회를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의견이 있엇는데 모든 과목

의 실습기구를 추가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과목부터 점차적으로 실습기구를 추가로 

확보하여 개별 실습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 하나로 가동 중단에 따른 실습 애로사항 대책

  하나로의 내진보강 공사로 인해 2016년 상반기는 견학이 불가능하여 아쉬움이 많았다. 또한 중성

자를 이용한 현장실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성자래디오그라피 실습 동영상을 제작하여 실습

과정 설명에 활용하고 이전에 촬영했던 중성자래디오그라피 사진을 사용하여 판독하였다. 

• 수업용어 개선 

  방사선학과에서 많이 하지 않는 방사화학 관련 수업용어가 너무 전문적이어서 이해가 어렵다는 의

견이 있어 담당 강사에게 다음과정부터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도록 건의하였다. 

• 학생들의 진로 선택폭 향상

  학생들이 취업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연구 분야를 접하다 보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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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므로 강의시간 중에 관련 분야를 가능한 많이 소개하도록 강사들에게 

건의하였다. 

 

• 교육만족도

  기대치 대비 교육 후 만족도 평균이 102%로 약간 높았는데 다음과정 부터는 만족도를 더 높이도

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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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학과 2차 교육

 

○ 일   시 : 2016. 01. 18(월) ∼ 01. 21(목) (4일간)

○ 인   원 : 수료 21명 (신청 25명)

○ 장   소 : 원자력연수원동 3층 4강의실 및 각 실습실

1) 교육일정

방사선학과 2차 실습교육은 2016년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으며 연구로 개

요,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방사선 계측, 방사성의

약품 품질관리와 방사선시설 견학의 총 7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5개 대학에서 25명이 신청

하여 21명(김천대 4명, 남부대 4명, 대구가톨릭대 4명, 동남보건대 5명, 원광보건대 4명)이 

수료하였다. 세부교육일정은 <표 3-9>, <표 3-10>과 같이 진행되었다. 

(그림 3-5) 방사선학과 2차 실습교육 참가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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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방사선학과 2차 교육시간표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1/18

(월)

연구원 출입증 교부
및  오리엔테이션

본관 전시실 
관람 및 

소개 
(홍보팀)

연구로
개요

(홍성택)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최 강 혁)

방사성물질 원소 분석
(박 종 호)

4426/hong79 2745/khchoi 2130/jongho

1/19

(화)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중성자래디오그라피
(김 태 주)

8521/tj

1/20

(수)

방사선시설 
견학

(주용창)

방사선 계측
(홍 상 범)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신 병 철)

2693/ycjoo 2745/sbhong 8414/bcshin

1/21

(목)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과정평가

<표 3-10> 방사선학과 2차 실험․실습 일정표

날  짜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습장소    

1/19(화)

오전

A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09:00 - 11:50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B 방사성물질 원소 분석 " 박종호
화학특성동

2층 208호

1/19(화)

오후

A 방사성물질 원소 분석 13:00 - 15:50 박종호
화학특성동

2층 208호

B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1/20(수)

오후

A 방사선 계측 13:00 - 15:50 홍상범
연수원동 

2층 213호

B 중성자래디오그라피 " 오화숙
연수원동 

3층 308호

1/21(목)

오전

A 중성자래디오그라피 09:00 - 11:50 오화숙
연수원동 

3층 308호

B 방사선 계측 " 홍상범
연수원동 

2층 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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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및 운영자 총평

  방사선학과 2차교육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방사선 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과 결과는 아래 표와 그림에 나타

내었다.

<표 3-11> 방사선학과 2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과정명

내   용

국가방사선연구시설 및 연구로를 이용한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방사선(학)과 2차 

만족도

(%)

1. 기대치 94%

2. 전체 만족도 93%

3. 교육내용 및 이해 90%

4. 강  사 93%

5. 학습방법 96%

6. 교육환경 99%

(그림 3-6) 방사선학과 2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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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방사선학과 2차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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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방사선학과 2차 실습교육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18. 실습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2과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15명)

  - 전공과 관련이 많은데 생산시설을 직접보고 체험해서 좋았다.

  - 수업을 쉽게 이해시켜 주셨다.

 * 방사선 계측 (15명)

  - 이론만 배운 것을 실습을 통해 직접 계측값 구하고 전체적으로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 쉬운 설명과 확실한 비교방법, 피드백을 통해 이해하기 쉬웠고 재미있었다.

* 중성자래디오그라피 (9명)

  - 방사선과 중성자의 차이, 원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 엑스선과 비슷해서 이해하기 쉬웠고 재미있었다.

  - 실제 적용되는 사례와 결과물을 볼 수 있어 좋았다.

 *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4명)

  - 전공과 관련되어 이해가 쉽고 재미있었다. 

 *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1명)

  - 방사성의약품 분야에 흥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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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본 교육 수강 후 느낀 귀하의 소감 및 기타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진로에 대해서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원자력연구원 실험실습을 통해 의료방사선사 이외 분야의 진로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 

  - 너무 빡빡한 일정이라 4박5일로 늘리고 점심식사 후 1시간 휴식을 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 기대했던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살면서 잊지 못할 것 같다.

  - 강사님들이 정말 전문 지식인이라 도움이 되었다. 

  - 교육 전에 미리 실습조가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 실습 조를 짤 때 다른 학교와 섞어서 하면 서로 친해져서 좋을 것 같다.

  - 실습시 좀 더 소수로 조를 나누면 좋겠다.

  - 평소에 볼 수 없는 시설을 방문하고 실험하면서 배운 점이 많았다. 

  - 실습교육기간에 숙식을 제공받아 생활비 부담이 없어 매우 만족했다. 

  -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여 좋았다. 

  - 인원 인솔과 통제할 때 약간의 규칙과 강제성을 갖는게 필요할 것 같다.

  -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수업에서 전문용어를 영어대신 한국어로 진행하면 좋겠다. 

  - 이론 강의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많고 새로운 것을 하기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 실습시간을 더 

늘리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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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총평 및 개선방안>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계측, 중성자래디오그라피 선호

  모두 전공과 밀접한 분야이고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지식을 장비를 가지고 직접 실험하고 계

측값을 구해서 재미있었고 이해하기 쉬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성자래디오그라피는 X선과 비슷해

서 이해하기 쉬웠고 실제 적용되는 사례와 결과물을 볼 수 있어 도움이 된 것 같다.  

• 교육과정 진행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 

  실습 교육과정이 빡빡해서 실습일정을 4박5일로 늘리고 휴식시간을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은 방사

선과 1차 과정과 비슷했으나 교육진행자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다(4.5→4.9). 앞으로도 교육운영

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 실습 조 편성 

  실습 조 편성 때 다른 학교와 많이 섞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다음과정에서는 1조당 되도록 많

은 학교가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 실습 조를 소수인원으로 편성하면 교육효과가 높아지나 현 여건

상 여러 개의 실습조를 운영하기는 어려우므로 1개의 실습조에 조장과 부조장을 두고 두 팀으로 

나누어 한팀당 5명 내외로 진행하여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매 과정마다 신청만 하고 

불참하는 학생들이 있어 실습 조를 미리 편성하기는 어려우나 사전에 실습 조를 편성하고 일부 인

원만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 

• 수업용어 개선 

  방사선학과에서 많이 하지 않는 방사성물질원소분석 수업에서 전문용어를 영어로 진행해서 이해하

기 어려우니 한국어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한국어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 모든 용어를 

한국어로 하기는 어렵지만 담당 강사에게 되도록 한글로 풀어서 쉽게 설명하도록 건의하였다. 

• 학생들의 진로 선택폭 향상

  원자력연구원 실험실습을 통해 의료방사선사 이외 분야의 진로에 대해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

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택폭이 넓어진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므로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 과목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참고하겠다.

 

• 교육만족도

  기대치 대비 교육 후 만족도는 비슷하였으나 방사선과 1차 교육보다 학생들의 기대치 자체가 높아

(87→94%) 전체적인 교육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다음과정에서도 교육 만족도를 높이

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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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학과 3차 교육

 

○ 일   시 : 2016. 02. 15(월) ∼ 02. 18(목) (4일간)

○ 인   원 : 수료 22명 (신청 24명)

○ 장   소 : 원자력연수원동 3층 4강의실 및 각 실습실

1) 교육일정

방사선학과 3차 실습교육은 2016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으며 연구로 개

요,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방사선 계측, 방사성의

약품 품질관리와 방사선시설 견학의 총 7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5개 대학에서 24명이 신청

하여 22명(건양대 5명, 백석문화대 3명, 연세대 5명, 한국국제대 4명, 한서대 5명)이 수료하

였다. 세부교육일정은 <표 3-12>, <표 3-13>과 같이 진행되었다. 

(그림 3-9) 방사선학과 3차 실습교육 참가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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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방사선학과 3차 교육시간표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09:50
10:00~10:5

0
11:00~11:5

0
13:00~13:5

0
14:00~14:50

15:00~15:5
0

16:00~16:5
0

17:00~17:50

2/15

(월)

연구원 출입증 교부
및  오리엔테이션

본관 전시
실 관람 및 

소개 
(홍보팀)

연구로
개요

(홍성택)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최 강 혁)

방사성물질 원소 분석
(박 종 호)

4426/hong79 2745/khchoi 2130/jongho

2/16

(화)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중성자래디오그라피
(김 태 주)

8521/tj

2/17

(수)

방사선시설 
견학

(주용창)

방사선 계측
(서 범 경)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신 병 철)

2693/ycjoo 8210/bumja 8414/bcshin

2/18

(목)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실시)

과정평가

<표 3-13> 방사선학과 3차 실험·실습 일정표

날  짜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습장소    

2/16(화)

오전

A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09:00 - 11:50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B 방사성물질 원소 분석 " 박종호
화학특성동

2층 208호

2/16(화)

오후

A 방사성물질 원소 분석 13:00 - 15:50 박종호
화학특성동

2층 208호

B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2/17(수)

오후

A 방사선 계측 13:00 - 15:50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B 중성자래디오그라피 " 오화숙
연수원동 

3층 308호

2/18(목)

오전

A 중성자래디오그라피 09:00 - 11:50 오화숙
연수원동 

3층 308호

B 방사선 계측 " 홍상범
연수원동 

2층 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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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및 운영자 총평

  방사선학과 3차교육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방사선 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과 결과는 아래 표와 그림에 나타

내었다.

<표 3-14> 방사선학과 3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과정명

내   용

국가방사선연구시설 및 연구로를 이용한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방사선(학)과 3차 

만족도

(%)

1. 기대치 82%

2. 전체 만족도 92%

3. 교육내용 및 이해 90%

4. 강  사 95%

5. 학습방법 93%

6. 교육환경 94%

                                                                               

(그림 3-10) 방사선학과 3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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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방사선학과 3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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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방사선학과 3차 실습교육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18. 실습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2과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16명)

  -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제로 해보니 기억에 확실히 남고 더 집중할 수 있었다. 

  - 핫셀과 연결된 로봇팔을 작동시켜 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테크네슘을 직접 만들 수 있어 신기했고 익숙한 원소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쉬웠다.

 * 방사선 계측 (13명)

  - 이론만 배웠던 다양한 검출기를 직접 보고 그 역할과 활용법을 알 수 있어 좋았다. 

  - 점 선원과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방사성 코발트와 세슘 스펙트럼을 눈으로 확인하여 유익했다. 

  - 이제 배울 과목인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재미있었다.

  - 이미 배웠지만 실습을 통해 이해도가 높아졌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 중성자래디오그라피 (10명)

  - 전공과 잘 맞고 아는 내용을 실습하여 이해가 잘되고 진로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필름 밀도 측정과 3D영상을 구현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생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 생소한 중성자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셨다. 

 *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3명)

  - 방사성의약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쉽게 잘 설명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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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2명)

  - 실험이 재미있었고 실험실 안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19. 본 교육 수강 후 느낀 귀하의 소감 및 기타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이론은 다소 지루했지만 실험실습은 도움이 많이 되고 재미있었다. 

  - 교육기간이 짧고 빡빡하여 4박5일로 늘렸으면 좋겠다.  

  - 실험실습을 통해 새롭게 배우고 배웠던 것은 복습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 

  - 실습을 통해 방사선을 이용하는 원자력분야를 접할 수 있어 새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

익한 시간이었다.

  - 저학년은 배우지 않은 부분에서 이해도가 낮아 고학년의 참가가 좋을 것 같다.

  - 방대한 내용의 수업을 빡빡하게 진행하여 처음 듣는 내용은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다.

  -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배우지 못했고 원자로를 직접 보지 못해 아쉬웠다.

  - 폭넓게 보다 소수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

  - 교재를 두꺼운 책 형태가 아닌 중요사항만 프린트물로 엑기스형태로 출력해서 주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는 강사님들의 열정을 느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 감사합니다. 

  - 처음엔 기대없이 끌려오듯 왔지만 4일이 금방 지나갔는데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을 정도로 매우 

유익했고 후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 국가 가급보안기관에서 중요시설과 일하시는 분들을 직접 보고, 좋은 식사와 버스대절로 편리한 이

동을 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 교육수강은 만족스러웠으나 호텔시설이 좀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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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총평 및 개선방안>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계측, 중성자래디오그라피 선호 

    - 강사가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생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서 재미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므로 지식전달기법이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 전공과 잘 맞고 아는 내용을 실습하여 이해가 잘되고 진로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론으로 

배운 것을 실제로 해보니 기억에 확실히 남고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교육과정 진행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 

  실습 교육과정이 빡빡해서 실습일정을 4박5일로 늘리고 휴식시간을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은 방사

선과 1차 과정과 비슷했으나 교육진행자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다(4.5→4.9). 앞으로도 교육운영

에 대한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 교육생 선발기준 강화 

  저학년은 이해도가 낮아 고학년의 참가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차년도 교육에서는 고학

년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 하나로 견학 필요성 

  하나로 내진 보강공사로 인해 견학을 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 차년도 교육과정에

는 하나로 방문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교육과정 보완  

  실습 내용이 방대하여 이해시간이 부족하므로 소수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을 제안한 학생

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수들은 여러 과목을 편성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므로 차년도 과제가 선정되

면 여러 의견을 청취하여 교과 과정 개편을 추진하겠다. 

• 학생들의 진로 선택폭 향상

  실험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방사선의 쓰임과 다양한 직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학생

들의 진로 선택폭이 넓어진 것은 바람직한 효과인 것 같다. 

 

• 교육만족도

  기대치 대비 교육 후 만족도가 높아(113%) 효과적인 실습교육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3차과정의 

기대치가 1,2차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 후 만족도가 높게 평가 된 것도 있으므로 교육

생 선발 시 실습교육 참가 의욕이 높은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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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학대 1차 교육

 

○ 일   시 : 2016. 01. 25(월) ∼ 01. 28(목) (4일간)

○ 인   원 : 수료 20명 (신청 22명)

○ 장   소 : 원자력연수원동 3층 4강의실 및 각 실습실

1) 교육일정

약학대 1차 실습교육은 2016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으며 연구로 개요, 방

사선안전취급 기초, 방사선 계측,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중성자 방사화 분석,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개인선량계와 방사선시설 견학의 총 8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7개 대학에서 22명

이 신청하여 20명(경북대 1명, 계명대 3명, 고려대 5명, 부산대 3명, 순천대 3명, 조선대 1

명, 충북대 4명)이 수료하였다. 세부교육일정은 <표 3-15>, <표 3-16>과 같이 진행되었다. 

(그림 3-13) 약학대 1차 실습교육 참가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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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약학대 1차 교육시간표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1/25

(월)

연구원 출입증 교부
및  오리엔테이션

본관 전시실 
관람 및 소

개 
(홍보팀)

연구로
개요

(홍성택)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김 태 형)

방사선 계측 
(홍 상 범)

4426/hong79 2343/kimth 2745/sbhong

1/26

(화)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김태형, 남종수)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김태형, 남종수)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최 강 혁)

4643/khchoi

1/27

(수)

방사선시설 
견학

(주용창)

중성자 방사화 분석
(정 용 삼)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남성수, 문종화)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신병철)

2693/ycjoo 8412/yschung 8414/bcshin

1/28

(목)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남성수, 김선하)

개인선량계
(이 정 일) 과정평가

2315/jilee

<표 3-16> 약학대 1차 실험·실습 일정표

날  짜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습장소    

1/26(화)

오전

A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09:00 - 11:50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B 방사선 계측 "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1/26(화)

오후

A 방사선 계측 13:00 - 15:50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B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1/27(수)

오후

A 중성자 방사화 분석 13:00 - 15:50 문종화
동위원소동

2층 26호

B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1/28(목)

오전

A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09:00 - 11:50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B 중성자 방사화 분석 " 김선하
동위원소동

2층 26호



- 85 -

2) 설문조사 결과 및 운영자 총평

  약학대 1차 교육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방사선 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과 결과는 아래 표와 그림에 나타내

었다.

<표 3-17> 약학대 1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과정명

내   용

국가방사선연구시설 및 연구로를 이용한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제)약학과 1차 

만족도

(%)

1. 기대치 90%

2. 전체 만족도 84%

3. 교육내용 및 이

해
83%

4. 강  사 95%

5. 학습방법 87%

6. 교육환경 94%

(그림 3-14) 약학대 1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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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약학대 1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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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약학대 1차 실습교육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18. 실습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2과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15명)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인 핫셀과 로봇팔을 직접보고 만져볼 수 있어 매우 흥미로웠다

  - 이론으로 배운 밀킹과 테크네슘 생산과정을 실험할 수 있어 개념이해가 잘되고 현장감 있었다.      

  - 전공과 관련이 많은데 쉽게 이해시켜 주셨고 학생들 참여를 유도하여 재미있었다.

 *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10명)

  - 약대에서 배우는 과목과 연계해서 이해하기 좋았고 제일 도움이 되었다.

  - 약학실무에서 다루는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실례와 개발과정, 취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

어 도움이 되었다.

  - 사용하는 방사성의약품의 실례를 통해 약사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 향후 진로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 방사선 계측 (7명)

  - 전공과 연관성이 높고 실험 전에 간략히 설명하여 효과적으로 내용 전달을 해주셨다.

  - 이론으로만 배운 방사선 측정을 NaI검출기로 직접 할 수 있어 좋았고 조별로 함께 고민하며 과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재미있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방사선계측 프로그램과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해서 방사선

학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



- 89 -

 * 방사선안전취급기초 (2명)

  - GM계수기를 직접 다루고 그래프를 그리며 계산하는 과정이 모두 흥미로웠다

 * 방사선시설 견학 (2명)

  - 직접 만져보고 설명을 들어 이해가 더 잘되고 흥미도 커졌다.

 

 * 중성자 방사화 분석 (1명)

19. 본 교육 수강 후 느낀 귀하의 소감 및 기타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아침 일찍 시작하고 교육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쉬는 시간이 적어 힘들었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 4박5일로 해서 과목 간 여유시간을 두어 너무 급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강의시간을 줄이고 실습시간을 늘이면 더 재미있고 도움이 될 것 같다.

-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적어 아쉬웠다.

- 일부 이론수업은 처음 듣는 내용들이 있어 어려웠는데 기초부터 배워놓는 수업을 들은 후에 오면  좋

을 것 같다.

- 원자력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다. 

- 강의내용이 다소 겹치는 경향이 있는데 배분이 잘되면 좋겠다.

- 교육기간을 2주 이상으로 늘리면 효과적일 것 같다.

- 반복되는 내용을 줄여서 2박3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 강사님들이 강의 준비를 많이 해서 정말 재미있고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했다.

- 방사성물질에 대해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조심해서 다루면 무궁무진하게 활용 가능한 분야

임을 알게 되었다.

- 이론 수업 후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실습과 연계되어 좋았다. 

- 교육 첫날 회식을 해서 친분을 미리 쌓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 하나로가 공사 중이라 직접 보지 못해 아쉬웠다.

-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운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니 이해가 쉽고 재미있었다.

- 일반 방사선학 내용은 좀 지루해서 방사약학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 교육내용이 알차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연구위주 보다는 개념을 이해시키고 실례를 많이 보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 숙소와 강의구성 등 모든 과정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 실습기회가 좀 부족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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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총평 및 개선방안>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방사선 계측 선호

  모두 전공과 연관성이 높고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직접 보고 실험해서 현장감이 있었고 재미있

었고 이해가 잘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과목은 개봉선원을 사용하는 실습

이 쉽지 않아 이론만 해서 선호과목 평가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은 

실제 방사성의약품 개발 내용과 테크네튬 제네레이터 생산과정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고 

현장에서 방사약사의 역할에 대해 소개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다. 

• 교육과정 진행방법  

  실습 교육과정이 빡빡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실습일정을 4박5일로 늘리고 여유있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방사선과 실습교육에서와 같이 제기되어 차년도에는 교육기간을 늘리고 여유롭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 전년도 실습에서는 처음 2일 동안 이론 수업을 하고 3일째부터 실습을 했

는데 금년도에는 이론 수업 2과목 후 실습하고 다음 2과목 이론 후 실습을 하여 이론 수업 후 내

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실습과 연계되어 좋았다는 반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이론과 실습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교과목 조정 및 개인별 실습기회 확대 

  일반 방사선학은 줄이고 방사약학 분야를 더 많이 다루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약대에서는 이

론 수업만 하므로 방사선 방호와 계측실습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방사약학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개인별 실습기회를 늘리기 위해 차년도에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방사성동위원소 실습기구를 구매하여 2인 1조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타 학교 간 교류 확대 

  다른 학교 친구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적어 아쉽고 교육 첫날 회식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첫날부터 회식을 하면 교육 분위기가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아 마지막 전날에 회식을 하고 

있는데 실습 조 편성과 숙소 방 배정 시 다른 학교와 교류를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

다.

• 학생들의 진로 선택폭 향상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과목에서 사용하는 방사성의약품의 실례를 통해 약사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 향후 진로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에는 방사성의약품을 다루는 전문 

방사약사 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 방사약학 분야는 아직 미약하므로 선진국 벤치마킹을 통해 실습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운영하면 약학생들이 방사약학 분야로 진출하는데 동기부여가 크게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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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된다. 

 

• 교육만족도

  기대치 대비 교육 후 만족도는 약간 떨어졌는데 방사약학 실습교육을 개발하여 처음 적용한 교육

이므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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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학대 2차 교육

 

○ 일   시 : 2016. 02. 22(월) ∼ 02. 25(목) (4일간)

○ 인   원 : 수료 20명 (신청 22명)

○ 장   소 : 원자력연수원동 3층 4강의실 및 각 실습실

1) 교육일정

약학대 2차 실습교육은 2016년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되었으며 연구로 개요, 방

사선안전취급 기초, 방사선 계측,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중성자 방사화 분석,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개인선량계와 방사선시설 견학의 총 8개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7개 대학에서 22명

이 신청하여 20명(가천대 3명, 경상대 1명, 경성대 4명, 동덕여대 5명, 부산대 3명, 숙명여대 

1명, 조선대 4명)이 수료하였다. 세부교육일정은 <표 3-18>, <표 3-19>와 같이 진행되었다. 

(그림 3-17) 약학대 2차 실습교육 참가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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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8> 약학대 2차 교육시간표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16:00~16:50 17:00~17:50

2/22

(월)
연구원 출입증 교부
및  오리엔테이션

본관 전시실 
관람 및 소

개 
(홍보팀)

연구로
개요

(홍성택)

방사성동위원소생산
(최 강 혁)

방사선 계측
(홍 상 범)

4426/hong79 4643/khchoi 2745/sbhong

2/23

(화)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남성수/남종수)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남성수/남종수)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김 태 형)

2343/kimth

2/24

(수)

방사선시설 
견학

(주용창)

중성자 방사화 분석
(정 용 삼)

개인선량계
(이 정 일)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문종화/김태형)

2693/ycjoo 8412/yschung 2315/jilee

2/25

(목)
실 험 실 습 

(2개조 분할, 김선하/김태형)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신병철) 과정평가

8414/bcshin

<표3-19> 약학대 2차 실험·실습 일정표

날  짜 해당조 과      목 시    간 실험강사 실습장소    

2/23(화)

오전

A 방사선 계측 09:00 - 11:50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B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2/23(화)

오후

A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13:00 - 15:50 남성수
동위원소동

1층 33호

B 방사선 계측 " 남종수
연수원동

 2층 213호

2/24(수)

오후

A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15:00 - 17:50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B 중성자 방사화 분석 " 문종화
동위원소동

2층 26호

2/25(목)

오전

A 중성자 방사화 분석 09:00 - 11:50 김선하
동위원소동

2층 26호

B 방사선안전취급 기초 " 김태형
연수원동 

3층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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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조사 결과 및 운영자 총평

  약학대 2차 교육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방사선 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과 결과는 아래 표와 그림에 나타내

었다.

<표3-20> 약학대 2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과

정명

내   용

국가방사선연구시설 및 연구로를 이용한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제)약학과 1차 

만족도

(%)

1. 기대치 86%

2. 전체 만족도 84%

3. 교육내용 및 이

해
77%

4. 강  사 92%

5. 학습방법 88%

6. 교육환경 89%

(그림 3-18) 약학대 2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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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약학대 2차 실습교육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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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약학대 2차 실습교육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18. 실습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2과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17명)

  - 책으로만 보던 동위원소 생산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실제적으로 와 닿는 느낌이 들었다

  -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해 볼 수 있어 좋았다 

  - 기초부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 가장 전공과 관련되어 재미있었다.

 * 방사선안전취급기초 (9명)

  - 기본적인 방사성물질관리규범에 대해 세세히 설명해주셨다.

  - 2인 1조로 집중해서 실습할 수 있었고 실험결과가 깔끔하게 떨어져 좋았다.

  - 방사선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었고 배운 이론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방사선 계측 (5명)

  - 이론과 기기조작에 대해 세세히 지도해 주셔서 방사선에 대해 이해가 잘되었고 부정적 선입견이 줄

어들었다.

  - 적당한 난이도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웠다.

 * 개인선량계 (4명)

  - 강의가 훌륭했고 선량계 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았다.

  - 개인선량계 사용의 필요성, 방사선피폭 허용치등과 선량계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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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2명)

  - 가장 전공과 연관되고 여러 경험과 원자력과 관련된 약사의 역할을 알려주셔서 진로를 더 폭넓게 생

각할 수 있었다

 * 방사선시설 견학 (1명)

  - 알파선이 안개상자 속에서 움직이는게 매우 인상 깊었다

 * 중성자 방사화 분석 (1명)

  -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19. 본 교육 수강 후 느낀 귀하의 소감 및 기타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방사선학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미래사회의 변화와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학교에서 자세히 배우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를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

- 기대이상의 실습경험과 생각해본 적 없는 진로탐색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쉽게 접할 수 없는 컨텐츠여서 모든 강의 및 실험이 흥미로웠다.

- 짧은 기간이었지만 방사선학에 대해 친숙해지고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 실습 전에 비해 방사선학 지식이 훨씬 넓어졌음을 확실하게 느꼈고 이해가 더 잘되었다.

- 실습 전 기초이론 설명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강사님들이 질문에 잘 답변해주셔서 좋았다.

- 잘 짜여진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교육기간도 적절했다.

-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불신을 없애게 되었고 일반인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 방사성의약품 이외의 원자력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방사성의약품 관련강의가 더 추가되면 좋겠다.

- 수업이 빡빡하게 짜여 힘들었고 집중도가 떨어졌다. 교육기간과 쉬는 시간을 늘려주면 좋겠다.

- 학습우수자에 대한 시상 등 평가요소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할 것 같다.

- 피드백을 통한 강사와 학생들의 소통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었다.

- 숙소는 만족스러웠고 끝나는 시간도 괜찮았다.

- 하나로가 공사 중이어서 보지 못한 게 아쉬웠다.

-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다.

-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교육을 차근차근 받으면 좋겠다. 

- 회식장소가 매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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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총평 및 개선방안>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안전취급기초, 방사선 계측 선호

  전공과 연관성이 높고 책으로만 보던 실험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쉬웠고 재미있었으

며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험과목이 아니지만 방사성의약

품 품질관리와 개인선량계 과목이 가장 도움이 되는 실습과목에 포함된 것은 학생들이 방사성의약

품과 개인선량계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필요성을 인식해서 선택한 것 같다. 두 과목 모두 학생실험을 

하기에는 제약조건이 많아 당장 실습과목으로 개발하기는 어렵지만 동영상 제작을 추진하여 이해도

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 교육과정 진행방법  

  수업이 빡빡하게 짜여 힘들었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교육기간과 쉬는시간을 늘려주면 좋겠다는 의견

이 계속 제기되어 차년도에는 교육기간을 1일 늘리고 쉬는 시간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피드

백을 통한 학생과 강사 간 소통강화는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과 수업 후에 Q&A시간을 두어 이해

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 교과목 조정 

  약대1차 교육때와 같이 방사성의약품학 관련 강의를 더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방사

선물리와 방사선방호 과목도 중요하므로 제한된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교과목을 조정하도록 하

겠다. 

• 교육생 선발방식 개선

  실습교육과정 종료 후 설문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기대치가 낮은 학생들이 교육 후 만족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실습교육에 참석

한 학생이 내어 차년도 과정에서는 학생 선발 시 실습 참여 의지가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상의하겠다. 많은 학생이 실습교육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힘들

었다는 학생도 있었으므로 원활한 실습교육이 되도록 실습 전에 이론교육을 이수하고 서술형 교재 

파일을 일찍 제공하겠다. 

• 학생들의 진로 선택폭 향상

  방사선학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미래사회의 변화와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학교에서 자세히 배우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를 접할 수 있어 유익했으며 기대이상의 실습경험과 

생각해본 적 없는 진로탐색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 본 실습프로그램을 개

선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학생들의 진로를 넓히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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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만족도

  기대치 대비 교육 후 만족도가 거의 같았는데 차년도에는 교육과정 개선과 과목 조정 등을 통하여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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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설문서 종합결과 및 개선방안

1. 방사선학과 

<표 3-21> 방사선학과 3개 과정 설문조사 결과

                        과정명

내   용

국가방사선연구시설 및 연구로를 이용한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방사선(학)과 63명

만족도

(%)

1. 기대치 88%

2. 전체 만족도 90%

3. 교육내용 및 이해 88%

4. 강  사 93%

5. 학습방법 93%

6. 교육환경 94%

(그림 3-21) 방사선학과 3개과정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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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방사선학과 3개 과정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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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방사선학과 3개 과정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방사선학과 운영자 총평 및 개선방안>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계측 및 중성자래디오그라피 선호

  전공과 잘 맞고 아는 내용을 실습하여 이해가 잘되고 기억에 확실히 남고 더 집중할 수 있으며 결

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아 차년도에도 이 3과목을 교과과정에 편성할 예정이다. 

• 교육과정 진행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 

  실습 교육과정이 빡빡해서 실습일정과 휴식시간을 늘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차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하여 2016년 말까지 5일 과정을 개발하고 여유 있게 운영하겠다. 

• 실습 장비 및 기구 추가 확충

  실습 장비를 더 갖추어 개별적인 실습기회를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의견이 있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실습기구를 2016년 3/4분기까지 추가로 확보하여 개별 실습기회를 확

대하겠다. 

• 하나로 가동 중단에 따른 실습 애로사항 대책

  내진보강 공사로 인한  하나로 가동 중단으로 중성자를 이용한 현장실습이 어려운데 하나로가 정상 

가동될 때 까지 기존 중성자래디오그라피 사진과 2015년 말에 제작한 중성자래디오그라피 실습 동

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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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용어 개선 

  방사선학과에서 많이 하지 않는 방사성물질원소분석 수업에서 전문용어를 영어로 진행해서 이해하

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담당 강사에게 되도록 한글로 풀어서 쉽게 설명하도록 건의하였다. 

• 실습 조 편성 

  1조당 많은 학교를 편성하여 타 학교간 교류가 확대되도록 하였고 1개의 실습조에 조장과 부조장

을 두고 한팀당 5명 내외가 되도록 두 팀으로 나누어 효과적인 실습이 되도록 하였다. 

• 교육생 선발기준 개선 

  저학년은 이해도가 낮아 고학년의 참가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방사선교수협의회와 상

의하여 차년도 교육을 위해 2016년 11월 중순까지 고학년 위주로 교육생을  선발하도록 개선하겠

다. 

• 학생들의 진로 선택폭 향상

  원자력연구원 실험실습을 통해 의료방사선사 이외 분야의 진로에 대해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

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실험실습을 통하여 방사선의 다양한 쓰임과 다양한 직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학생들의 진로 선택폭이 넓어진 것은 바람직한 효과인 것 같다.    

 

• 교육만족도

  기대치 대비 교육 후 만족도 평균이 약간 높았는데 차년도에는 2016년 말까지 방사선학 실습교육

과정을 보완하여 만족도를 더 높이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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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학대 

<표 3-22> 약학대 2개 과정 설문조사 결과

                        과정명

내   용

국가방사선연구시설 및 연구로를 이용한

방사선학 실험실습

교육 대상 (제)약학과 40명

만족도

(%)

1. 기대치 88%

2. 전체 만족도 84%

3. 교육내용 및 이해 80%

4. 강  사 94%

5. 학습방법 88%

6. 교육환경 91%

(그림 3-24) 약학대 2개 과정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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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약학대 2개과정 설문조사 문항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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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약학대 2개과정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운영자 총평 및 개선방안>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안전취급기초, 방사선 계측 선호

  전공과 연관성이 높고 이론으로만 배웠던 실험시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이해하기 쉬웠고 재미있

었으며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험과목이 아니지만 방사성

의약품 품질관리와 개인선량계 과목이 가장 도움이 되는 실습과목에 포함된 것은 학생들이 방사성

의약품과 개인선량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므로 2016년 말 까지 동영상 제작을 추진하여 이해

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 교육과정 진행방법  

  실습 교육과정이 빡빡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차년도에는 교육기간을 4박5일로 늘

리고 쉬는 시간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 이론 수업 후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실습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업 중간에 쉬는 시간과 수업 후에 Q&A시간을 두어 피드백을 통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 교과목 조정 및 개인별 실습기회 확대 

  방사성의약품학 관련 강의를 더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방사선물리와 방사선방호 과목

도 중요하므로 제한된 교육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교과목을 조정하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방사성동위

원소 실습기구를 2016년 3/4분기까지 추가로 구매하여 2인 1조로 실습할 수 있도록 개인별 실습

기회를 확대하겠다. 

• 타 학교 간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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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조 편성과 숙소 방 배정 시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많이 배정하여 자연스럽게 교류가 확대하도

록 하겠다.

• 학생들의 진로 선택폭 향상

  방사선학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미래사회의 변화와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

며 진로탐색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실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학생

들의 진로를 넓히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교육생 선발방식 개선

  설문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기대치가 낮은 학생들이 교육 후 만족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

므로 차년도 과정에서는 학생 선발 시 실습 참여 의지가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와 상의하여 2016년 11월까지 교육생 우선 선발기준을 개선하겠다.  

  

• 교육만족도

  기대치와 교육 후 만족도 모두 높은 편이나 차년도에는 2016년 말까지 교육과정 개선과 과목 조

정 등을 통하여  만족도를 더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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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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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제의 목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와 국가방

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실험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험실습 교육을 통해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방사선 예비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

들에게 현장실험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방사선 연구분야 및 산업분야의 잠재적인 이

용자를 육성하여 방사선 인력의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제를 통하여 수행된 세

부 연구목표와 주요 연구개발실적 및 연구목표 달성도는 <표 4-1>과 같다.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비  고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개발 수 : 2개 10 100 방사선학 실습, 
방사약학 실습

교재 개발  교재 개발 수 : 2개 10 100 서술형, 강의용

교육과정 운영  과정운영 수: 5개 70 100
방사선학과 3,

약학대 2

교육과정 개선  설문서 개발 및 분석 10 100

총      계 100 100

<표 4-1> 연구목표 및 달성도

교재와 교육과정 개발내용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전년도에 개발한 교재를 토대로 2015년

도에는 방사선계측,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중성자래디오그라피 과목의 강의 내용을 일부 개

선하고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방사선안전취급기초, 방사성의약품 품질관리 과목을 개발하여 방

사선학실험실습 강의교재를 새로 제작하였다. 서술형 교재는 기존에 개발된 과목 중에서 방사

선 계측, 방사선 방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중성자 방사화분석 과목을 

발췌하고 새로 개발한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과목을 추가해서 전자 파일문서로 제작하여 예습

을 위해 실습교육 한달 전에 교육생들에게 전달하였다. 

2015년도에는 <표 4-2>과 같이 5개 과정을 운영하여 25개 대학에서 103명이 참가하였다. 

금년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만족도가 높았으나 교육과정 일수와 휴식시간을 좀 더 늘리

기글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관련 학회 및 교수협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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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차기년도에는 교육만족도를 더 높일 수있도록 노력하겠다. 

순서 교육과정 교육기간 수료생(명) 대학교(개)

1 방사선학과 1차 2016. 01. 11. ∼ 01. 14. 20명 5개

2 방사선학과 2차 2016. 01. 18. ∼ 01. 21. 21명 5개

3 방사선학과 3차 2016. 02. 15. ∼ 02. 18. 22명 5개

소 계  63명 13개(2개 중복)*

4 약학대 1차 2016. 01. 25. ∼ 01. 28. 20명 7개

5 약학대 2차 2016. 02. 22. ∼ 02. 25. 20명 7개

소 계 40명 12개(2개 중복)**

계 5개 과정 103명 25개 

<표 4-2> 2015년도 방사선 관련학과 실험실습 운영결과

- 방사선학과 : 대구가톨릭대, 동남보건대는 2과정에 참석

- 약학대 : 부산대, 조선대는 2과정에 참석

  2015년도 실습 교육결과는 국내외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 3건의 논문발표(표 3-5)를 하였는데 

차년도에도 교육결과를 정리하여 국내외 관련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전문학회지에 투고할 예정

이다. 교육과정 실시 후 설문서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니 교육과정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여 실

험실습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차년도

에도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실습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고 통계치를 사용한 업적을 

산출하여 결과 평가와 정책적인 제안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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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교육과정은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에게 연구용원자로와 국가원자력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체득케 함으로써 대학교에서 다루지 못하는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실습을 경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방사선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실험·실습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향후 방사선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현

장실험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방사선 연구분야 및 산업분야의 잠재적인 이용자 육성

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므로  본 교육프로그램은 방사선 관련 분야 실험실습을 위해 지속적으

로 운영되어야 한다.

방사선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용원자로와 국가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실

험실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면 산․
학․연 관련 전문가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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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의 방사선학과 실습교육 개발 및 결과를 일본 요코하마시에서 2016.4.14.∼17일까

지 개최된 JRC(Japanese Society of Radiological Technology) 2016 학술대회에서 발표

하고 일본 방사선학과 교수들과 교류를 가졌다. 만난 사람 중에 니가다 대학교 방사선학과 이

용범교수로부터 일본 방사선학과 현황(4년제 31개, 3년제 15개)과 일본과 한국 의료기관 비교 

자료를 입수하였다. 학회 참가 후 큐슈 국립대와 준신학원대 방사선학과를 방문하여 실습커리

큐럼과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를 견학하고 본 과제에서 수행한 학연실험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는데 일본교수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실험시설 견학과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일본과 한국은 방사선학과 개설 수도 비슷하고 교육제도도 유사한 점이 많으나 

<표 6-1>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본은 국공립대 비율이 45%에 달하는데 비해 한국은 재정형편

이 넉넉하지 않은 지방사립대에만 개설되어있어 실험실습교육 환경이 열약하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6-2>, <표 6-3> 등과 같이 일본 방문 시 

수집한 자료들과 일본 방사선학과 교육시설 방문 경험은 앞으로 방사선학과 학연실습교육 개

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표 6-1>. 한국과 일본의 방사선학과 현황 비교

항 목 한 국 일 본 비 고

전체 인구수
5,160만명

(세계26외)

1억 2,710만명

(세계10위)

2016.7. 기준

일본이 한국의 2.5배

학교 수 45 46

 -4년제 사립 21, 국립1 31(국공립14, 사립17) 일본 : 국공립대 45%

한국 : 사립대 96% -3년제 사립 23 15(국공립7, 사립 8)

4년제 : 3년제 49:51 2:1

졸업생 수 2,500 2,600

  -4년제 1,000 1,720

  -3년제 1,500 880

4년제 : 3년제 2:3 2:1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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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2015년도 일본 4년제 방사선학과 현황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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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일본과 한국의 진료방사선기사 교육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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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방사선학 실험실습 강의용 교재

[부록 2] 수료증 (예시)

[부록 3] 실험실습교육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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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방사선학 실험실습 강의용 교재

가. 강의용 교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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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의용 교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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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수료증 (예시)



- 134 -

부록 3.  실험실습 교육 장면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용매추출법 실험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용 핫셀, 로봇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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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구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용 핫셀, 로봇팔

중성자래디오그라피 사진 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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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방사화 분석 실험

방사선안전취급기초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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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계측 실험

방사성물질 원소분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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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교육센터 방사선교육 실험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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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양식

KAERI보고서번호 KAERI/RR-4087/2015 보고서 종류 연구보고서

제 목 / 부 제 국가방사선연구시설 및 연구로를 이용한 실험실습

연 구 책 임 자  및 
부 서 명

신병철, 원자력교육센터

연구자 및 부서명 김웅기, 원종열, 주용창, 이병채, 나정현 (원자력교육센터)

출 판 지 대전 발 행 일 2016.06 총 페이지 140p.

공 개 여 부 공개( O ), 비공개(   )

참 고 사 항
표( 30 )개, 그림( 26 )개, 

참고문헌( 34 )개
비 밀 여 부 대외비(   ), __ 급 비밀

I N I S  공 개 여 부 공개( O ), 비공개(   )

초록 (15-20줄 내외)

본 연구는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와 국가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방사선학 전공 대학생들에게 전문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적응 능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수행되었

다.

이를 위해 하나로와 국가방사선연구시설을 이용한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대학생들에

게 하나로 활용 기회를 제공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분야 학생 실험·실습을 운영함으로써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현장실험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방사선 연구 분야의 잠재 이용자를 육성하여 방사선인력의 저변 확대를 하고자 하였다.

총 25개 대학에서 114명이 교육을 신청하여 103명이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본 방사선학 실험실습 과정을 

위해 서술형 교재와 강의용 교재, 설문지를 개발하고 활용하였다.

방사선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와 국가방사선

연구시설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방사선 산업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올바른 방사선 정책 

결정 및 기술기반을 확립하는 주요 자원이 될 것이며 방사선 분야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연구용원자로, 국가 방사선연구시설, 방사선학, 현장실험실습, 방사선분야, 차세대, 
전문가 양성, 저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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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보완요구사항 대비표

과제명 : 국가방사선연구시설 및 연구로를 이용한 방사선학 실험실습

주관기관(책임자) : 한국원자력연구원(신병철) 

전문기관의 수정․보완요구사항 주1)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주2)비 고

○ 교육 후 설문을 통해 개선사항을 조사

했는데, 실제로 차기년도 교육에 어떻게 반

영을 할 계획인지 스케쥴 제시가 필요함

 실습기구 추가구매와 교육생 선발

기준 개선,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보완시기 등을 명시하였음 

104~105,

109~110

○ 체계적인 방사선 교육 프로그램이 구축

되어 있고 향후 지속적인 차세대 원자력 

연구인력 양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당사항 없음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교육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추천할 만 하다고 

생각함

해당사항 없음

○ 교육성과 분석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과

거 프로그램 대비 개선 사항을 잘 설명하

고 있음 

해당사항 없음

○ 교육 내용도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용 교안도 우수하게 개발되었음

해당사항 없음



주 의

1. 이 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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