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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  동남권 대형 방사선시설 활용성 향상을 위한 보완 및 연계 방안 기획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부산(기장) 지역에 운영 중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건설되고 있는 중입자가속기

(치료기) 및 신형 연구용원자로 등 방사선시설은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대형 방사선시설을 통하여 방사선 신산업을 발굴하고 방사선 기업의 설립·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정부 국정지표인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의 최적 활용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본 과제는 기장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지역의 대형 방사선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코자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동남권 지역에서 운영 및 설치되고 있는 방사선시설(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용

원자로, 중입자가속기 등)을 대상으로 이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방사선 산업 육성 

및 방사선시설 운영방안, 인력양성 방안 등을 분석·제시함

○ 국내외 권역별 방사선시설 현황 분석

- 하나로를 중시으로 한 대전권역, 원자력의학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권역, 정읍의 

첨단방사선연구소, 그리고 경북도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경북동해안원자력

클러스터

- 해외 연구로 등 시설 현황

○ 동남권의 방사선시설 및 관련 산업 분석

- 수출형 신형연구로, 중입자가속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경주 양성자가속기

○ 동남권 방사선 산업 육성방안

- 동남권 방사선시설 특화방안

- 동남권 방사성동위원소 및 의료산업 육성방안

- 신형연구로를 활용한 중성자산업 육성방안

-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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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방사선시설 운영방안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및 신형연구로 연계방안

- 신형연구로 최적 활용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방안

- 동남권 방사선시설 소요인력 양성방안

- 법·제도 등 방사선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

- 방사선분야 R&D 투자 확대방안

Ⅳ. 연구개발결과 

   ○ 국내외 방사선 시설현황 분석

      - (국내) 대전 하나로의 주요기능·핵심설비·산업활용분야 분석, 서울 한국

원자력의학원의 연구사업·의료사업·비상진료사업 등 주요사업 분석, 정

읍 첨단방사선연구소의 주요연구사업·산업화 전망 등 분석, 경북 동해안

클러스터의 개념·세부 사업현황·공간배치 전략 등을 제시

      - (국외) 해외의 주요 연구로·동위원소 원자로 분석 : ANSTO(호주), IRE (벨

기에), MDS Nordion (캐나다), NTP (남아프리카공화국),  POLATOM (폴란

드), TUM (독일), Paul Scherrer Institute  (스위스), The University Hospital 

of Basel  (스위스)

   ○ 동남권 방사선 시설현황 및 관련산업 현황 분석

      - (신형 연구용 원자로) 연구로 건설현황 및 계획, 동위원소 산업활용 전망· 

해외사례 검토

      - (중입자가속기) 추진배경·시설개요·건설계획 및 산업활용 전망 등 검토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설립배경 및 추진경위, 주요 연구사업 등 분석

      -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구축배경, 주요시설 및 제원, 산업화 현황 및 전망분석

   ○ 동남권 방사선 시설현황 및 산업 현황 분석

      - (지역 클러스터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특성화) 방사선의료방사성동위원소중

성자 산업에 초점을 두고 부산시의 방사선의과학 클러스터와 긴밀히 연계

하여 산업화 추진

      - (방사성 동위원소 및 의료산업 육성) 동위원소 생산·가공 전문기업을 설

립·육성하고 국내외 방사성동위원소 유통망을 확대, 방사선 진단·치료 

및 중입자 서비스 산업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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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성자 산업육성) 중성자 조사서비스 전문기업을 설립하고, 전력반도체 산

업 지원을 확대·육성

      - (연구로용 핵연료산업 육성) 기장 연구로 핵연료공급을 위해 원자력(연)의 

시설에 U-Mo 판형핵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17년 이후 임계규모를 고

려하여 사업화 추진여부를 결정

      - (시설운영) 의료기능은 동남권 의학원을 중심으로 운영을 추진하고, 신형연

구로는 국내 유일의 운전경험을 보유한 원자력연구원에서 담당. 또한, 신형

연구로에는 운영조직 이외에도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전담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성함

      - (인력양성) 방사선 시설 설치로 인해 새로운 인력소요가 예상되는 시설운

영, 연구개발, 기업체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내에 방사선분야 교육과

정을 설치하거나, 계약학과 및 마이스터고 지정 등을 추진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술적·산업적 측면에서 도출된 다양한 방사선 산업 육성방안들이 실제 정

책에 입안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추진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 방향들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세부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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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Research on the Strategy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Mega Radiation 

Facilities in the South-East Region.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THE STUDY

 Present the measures for maximizing availability by effectively connecting and 

operating the mega radiation research facilities such as advanced reactors, the 

Dongnam Inst.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baryon accelerators etc., 

which are under operation or construction centering around the southeast 

area in terms of improving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national mega research 

facilities.

Ⅲ. MAJOR RESULTS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development of the southeast 

mega radiation facilities

   - Current state of general nuclear facilities in the South-East Region

   -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ega radiation facilities in the South-East 

Region

   - Status and prospects for development of the related industries

  Investigating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utilizing mega 

radiation facilities as well as establishing innovative clusters 

  Measures for connecting and operating the southeast mega radiation 

facilities(Advanced reactors, Accelerators etc.)

   - Setting up tasks, the objective, future direction, subjects, a scope

  Measures for expanding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adiation facilities

    - Measures for activating the use of facilities(councils, promo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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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Activation plan for regional linkage

   - Promotion plans for localized strategic industry of the medical radiation 

science  (forming regional clusters etc.)

   - Measures for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ties with major local 

universities,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graduate schools)

Ⅳ. PROPOSALS FOR APPLICATION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diverse policy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innovative capability of the national radiation tech./industry 

and specializing as well as activating the southeast radiation tech./industry  

    

  Contributing to making the southeast(Dongnam) area a world top-level of 

RT mainstream as well as a mecca of medical science by formulating the 

plans to liaise with mega radiation facilities  such as the Dongnam Inst.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baryon accelerators, advanced research 

reacto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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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그동안 중화학공업 육성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산업

육성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공급 측면에서 발전분야 위주로 성장하여 온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방사선 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방사선 분야에 대한 육성의지를 표명하고 관련분야 투자 확대

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정책전개의 일환으로 1995년 다목적연구로인“하나로”의 가동을 시작

으로 200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 본격 운영(2005),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개원(2010), 양성자가속기 가동 착수(2013) 등이 이루어졌고, 보다 

체계적인 방사선분야 진흥을 위하여 방사선진흥종합계획(2012∼2016)과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창조경제 구현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방사선분야를 대상으로 

한“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2013)”을 수립·이행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2013∼

2018), 중입자 가속기 건설(2010∼2016)과 국내 의료용동위원소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신형연구로 건설사업(2012∼2017)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까지 구축된 방사선시설은 서울지역에서는 원자력의학원의 싸이클로트론을 

중심으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및 치료기능, 대전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은

“하나로”의 각종 활용설비를 (동위원소 생산, 중성자 빔 이용, 재료 및 핵연료 

조사, 중성자 방사화 분석 등) 이용한 방사선이용기반 확충, 서남권은 정읍의 

첨단방사선연구소 중심으로 방사선의 농업·공업 및 생명공학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지금까지의 구축된 방사선시설은 최초 계획 수립시 개별적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추진되어 온 만큼 현재 구축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연계

하여 관련 산업 육성 및 나아가 창조경제 관점에서 구축 이후의 최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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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부 기능·특성이 유사한 시설이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만큼 우선적

으로 방사선시설의 기능과 용도, 그리고 지자체의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로 

연계·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동남권에 설치되는 방사선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발전계획과 연계한 최적 활용 방안, 무엇보다도 기업창출 등 관련 산업 육성방

안과 함께 신형연구로의 활용극대화를 위한 필요사항 및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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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념 및 연구범위

○ 「국가대형연구시설 총람1)」에서는 ‘대형연구시설’은 운영비를 제외한 구축

비용(관련설비 포함)이 50억원을 넘는 규모로서 일반적 연구동과는 구별되는 연

구 장비 또는 설비를 갖춘 연구공간을 의미한다고 정의함

○ 방사선기술은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기반으로 광자, 하전입자 빔 및 중성자 빔 

생산과 이용을 포함하는 종합기술을 의미함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09.1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방사선기술(N07)‘을 

방사성 동위원소·화합물 생산기술, 방사선 농·생물·식품공학 이용기술, 방사선 

공업·환경 이용기술, 방사선 의학·의공학 기술, 방사선 계측·선량평가기술, 

중성자 응용 기술, 방사선 이용 보안검색기술로 분류하고 있음

- 또한 ’원자력기반/첨단기술(N08)'에서는 양자공학·레이저 응용기술, 연구용원자로 

이용기술, 양성자 가속기 기술, 전자선 가속기 기술, 중입자 가속기 기술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표 1.2.1> . 원자력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원자력분야)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2.3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N01

원자로

노심

기술

N0101. 핵자료 기술

N0102. 노심 핵설계 기술

N0103. 노심 열유체 기술

N0104. 노물리 실험 기술

N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로 노심 기술

N06

핵연료주기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N0601. 정련/변환기술

N0602. 방사화학/악티나이드 
화학기술

N0603.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기술

N0604.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N0605. 방사성폐기물 
처분/관리기술

N0606.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및 
환경복원기술

N06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연료주기/방

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N02

원자로

계통/

핵심기기

기술

N0201. 유체계통 설계기술

N0202. 열유동 전산해석 기술

N0203. 핵심기기 설계기술

N0204. 원자로계통 구조설계/해석 
기술

N0205. 건전성 평가/고온 
구조해석 기술

N0206. 계통 설계 검증/성능 
평가기술

N0207. 유지보수/운전기기 
연계기술

N0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로 계통/

핵심기기 기술

N07

방사선기술

N0701. 방사성 동위원소/화합물 
생산기술

N0702. 방사선 농생물/식품공학 
이용기술

N0703. 방사선 공업/환경 

이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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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개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 대형방사선시설의 범위를 「국가대형연구

시설 총람」에 제시된 연구시설 중 최근 10년 이내, 구축비용 1천억원 이상의 

시설 중, 방사선기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시설과 지역적으로는 동남권(부산 기장 

일대)에 위치한 시설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N03 

원자력

계측/제
어

기술

N0301. 센서/검출기 기술

N0302. 계측/제어 시스템 기술

N0303. 감시/보호시스템 기술

N0304. 인간공학기술

N0305. 원격조작/제어기술

N0306. 원전 시뮬레이션 기술

N0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계측/

제어 기술

N0704. 방사선 의학/의공학 기술

N0705. 방사선 계측/선량평가기술

N0706. 중성자 응용 기술

N0707. 방사선 이용 보안검색기술

N07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방사선기술

N08

원자력기반

/첨단기술

N0801. 양자공학/레이저 응용기술

N0802. 연구용 원자로 이용기술

N0803. 양성자 가속기 기술

N0804. 전자선 가속기 기술

N0805. 중입자 가속기 기술

N03 N08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기반/첨단기술

N04

원자력

안전기술

N0401. 설계기준사고 열수력 
안전성 실증/

평가기술

N0402. 중대사고 해석/실증기술

N0403. 원전재료 열화 손상대처 
및 기기/

구조건전성 평가기술

N040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위험도 정보

활용기술

N0405.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

N0406. 운전 안전성 평가기술

N0407. 방사선 방호/환경방사선 
관리기술

N0408. 안전조치/방재기술

N04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안전기술

N09

원전

건설/운영

기술

N0901. 건설기술

N0902. 운전기술

N0903. 정비기술

N0904. 수명연장기술

N0905. 제작기술

N0906. 품질보증기술

N0907.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 
안전성 조사/평가기술

N0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전 
건설/운영기술

N10

핵융합

N1001. 핵융합 노심기술

N1002. 핵융합로 통합설계기술

N1003. 동력변환 계통기술

N1004. 핵융합 부품소재기술

N1005. 핵융합로 핵심기기 기술

N1006. 연료주기기술

N1007. 안전성/환경영향평가기술

N1008.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

N10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융합

N05

핵연료/

원자력소
재

N0501. 핵연료 설계/성능평가기술

N0502. 핵연료 제조기술

N0503. 원자력재료 개발기술

N0504. 원자력재료 성능 
검증/평가기술

N05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핵연료/원자력소재

N99

기타

원자력

N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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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지역의 공간적 개념은 좁게는 기장을 중심으로 한 부산지역권이 있고, 

넓게는 경주의 양성자가속기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이 지역의 방사선 시설은 이미 운영 중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하여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그리고 건설 중에 있는 중입자 가속기 및 수출형 신형연구용원자로를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의 범위는 전국 권역별로 분포된 국내 방사선시설 현황과 해외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동남권지역의 방사선시설 개요와 관련 산업 분석을 통해 동남

권의 방사선시설을 지역발전과 연계한 활용성 제고 방안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권역별 방사선시설 현황

 하나로를 중시으로 한 대전권역, 원자력의학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권역, 

정읍의 첨단방사선연구소, 그리고 경북도가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는 경북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해외 연구로 등 시설 현황

- 동남권의 방사선시설 및 관련 산업 분석

 수출형 신형연구로, 중입자가속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경주 양성자가속기

- 동남권 방사선 산업 육성방안

 동남권 방사선시설 특화방안

 동남권 방사성동위원소 및 의료산업 육성방안

 신형연구로를 활용한 중성자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산업

- 동남권 방사선시설 운영방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및 신형연구로 연계방안

 신형연구로 최적활용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방안

 동남권 방사선시설 소요인력 양성방안

 법·제도 등 방사선 산업 애로사항 해소방안

 방사선분야 R&D 투자 확대방안



- 6 -

<표 1.2.2> 국가 대형방사선시설 지역별 구축현황

권역 시설명 설치기관 설치장소 구축비용 비고

동남권

100MeV, 20mA  

양성자가속기
원자력연구원 경주 3,147억원

수출용 
신형연구로

원자력연구원 부산 2,900억원

중입자 가속기 원자력의학원 부산 2,350억원

포항방사광가속기
포항

가속기연구소
포항 1,500억원

소형 입자빔 

이용시설

기초과학
지원연

부산 97억원

서남권

방사선 조사시설
첨단

방사선연구소
정읍 128억원

RFT-30 

사이클로트론

첨단
방사선연구소

정읍 263억원

극초단 광양자빔 

연구시설
광주과기원 광주 649억원

중성미자 

검출설비
서울대학교 영광 106억원

수도권

대전류 30MeV 

사이클로트론
원자력의학원 서울 79억원

중대형 

이온빔가속기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서울 170억원

중부권

하나로연구용

원자로
원자력연구원 대전 934억원

열중성자 

산란장치
원자력연구원 대전 2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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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시설명 설치기관 설치장소 구축비용 비고

중부권

핵연료노내조사시험

시설
원자력연구원 대전 232억원

조사후연료시험시설 원자력연구원 대전 205억원

조사재시험시설 원자력연구원 대전 215억원

새빛연료과학동 원자력연구원 대전 109억원

동위원소 생산시설 원자력연구원 대전 391억원

중성자 도핑설비 원자력연구원 대전 51억원

캡슐 조사시험 설비 원자력연구원 대전 137억원

열수력 종합효과 

실험시설
원자력연구원 대전 215억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원자력연구원 대전 150억원

냉중성자연구시설 원자력연구원 대전 585억원

중성입자빔 

시험장치
원자력연구원 대전 200억원

대용량 전자가속기 원자력연구원 대전 76억원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대전 4,604억원

자료 : 국가 대형연구시설 총람에서 발췌·재작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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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검토

○ 그동안 대형 방사선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고, 

특히 본 연구의 범위와 일치하는 부산 기장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형시설들의 

활성화 연구들이 수차례 진행된 바 있음

○ 그러나 기 수행연구들은 각각의 연구시설에 대한 활용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추진되어 개별시설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일부 도출되어 있으나, 국가차원 또는 

지자체 등 총괄적인 관점에서 시도된 연구는 없음

○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며, 국가 정책

으로 실행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 및 전략의 수립과 산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선행연구 과제와 차별화됨

<표 1.3.1> 선행연구 결과

연구수행 기관 연구과제명 주요 연구내용 요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중입자가속기 구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KDI에서 시행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

한국원자력연구
원

(2011)

수출용 신형연구로 활용 
극대화 방안 연구

 수출용 신형연구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시설운영전략 및 
산출물의 산업화 전략을 수립

한양대학교
(2011)

원자력 비발전분야 
부산지역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부산지역의 방사선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부산광역시
(2012)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설립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동남권역의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 방사선융합연
구원 설립을 위한 계획수립

산업연구원
(2013)

수출용 신형연구로 
연계산업 육성전략

 방사성동위원소 연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이를 위한 
투자계획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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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인터넷, 전문가 자문, 문헌검색 등을 통해 국내외 원자력 동향 및 해외 시설 현

황 등 관련자료 수집

 기존 개별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연구들의 운영 전략을 최대한 수용하되, 

환경변화·지역여건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

 연구추진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방사선 관련 연구진(하나로 

운영, 기장 신형연구로 건설, 양성자가속기 운영, 동위원소 이용연구 등)을 참여

시키며,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원자력의학원, 부산시, 기장군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자문내용을 적절히 반영

 연구결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당지역인 부산에서 최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을 개최하며 기장군 및 의회, 

부산시,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이 보고서

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그림 1.3.1> 연구 추진체계



- 10 -

제2장 국내외 방사선시설 현황

제1절 국내현황

1. 대전 하나로

가. 개요

○ 하나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자력으로 건조한 30MW급 고성능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이며 원자력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높은 중성자속(고속중성자 2.1x1014n 

/c㎠.sec, 열중성자 5.4x1014n/㎠.sec)을 지닌 원자력 연구시설

○ 1980년대 급증하는 원자력 수요에 부응하여 본격적인 원자력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추가의 연구용 원자로를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설계/ 건설/시운전을 거쳐 완공 

○ 하나로 건설 배경

-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 전망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관심 증가 및 1970년대 석유파동 영향에 의해 추가의 원전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1980년대 원자력 발전은 운전 1기, 건설 8기) 발전기술의 국산화 및 핵연료 

국산화, 원자력 기술 산업 개발 등이 절실해짐

- 이에 따라 TRIGA MARK-Ⅱ(100kW, 1962년 3월 최초임계) 및 TRIGA MARK-

Ⅲ(2MW, 1972년 4월 최초임계)에 이은 고출력 연구로 필요.

- 1979년 TMI(Three Mile Island)사고를 계기로 자주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전기술의 자립이 절실하다는 공감대 형성

<그림 2.1.1> 하나로 및 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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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특성

- 원자로 형태 : 개방 수조형

- 출력 : 30MWth

- 핵연료 : 저농축우라늄(LEU: 19.9 w/o) 

- 냉각재 : 경수(H2O)

- 감속재 : 경수/중수 (H2O/D2O)

- 흡수재 : 하프늄(Hf) 

- 노심냉각 : 상향 강제순환냉각

- 원자로건물 : 준격납건물(Confinement)

- 최대열중성자속 : 4~5×1014 n/cm2/s

○ 하나로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40%를 넘는 원자력발전산업 관련기술의 

개발 및 지원, 방사성동위원소, 규소반도체 등 산업 및 의료제품의 생산, 핵연료 

및 노재료 조사시험, 중성자빔을 이용한 기초연구 및 첨단 소재개발, 중성자방사화 

분석, 그 밖의 환경, 의학, 농업, 생명공학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산ㆍ학ㆍ연 

관련기관들이 이용함

나. 이용 설비

○ 하나로 실험공 배치     

- 하나로에서 중성자를 이용하기 위한 실험공은 원자로 상부에서 시료를 넣을 수 

있는 수직 실험공이 32개이고, 중성자 빔을 원자로 바깥으로 뽑는 수평 실험공

이 7개로서 모두 39개임. 수직 실험공은 원자로 내부 노심에 3개, 외부 노심에 

4개, 반사체 영역에 25개가 있으며, 수평 실험공은 모두 반사체 영역에 있음.

다. 주요 기능

○ 중성자 빔을 이용한 중성자 과학 연구 지원

- 중성자과학은 ‘중성자를 연구수단으로 활용하는 과학’이란 측면에서는 그 대상

영역이 매우 넓지만, ‘하나로 중성자과학’은 중성자 산란과 중성자 영상 그리고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연구 개발 및 활용이 주요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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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조사공 배치도

<그림 2.1.3> 하나로의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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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하나로의 중성자 빔 이용 시설

구분 중성자 빔 이용 실험시설 주요 연구 분야

탄성산

란장치

-중성자 고분해능 분말회절장치(HRPD), 

-고중성자속 분말회절장치(HIPD)

-중성자 4축 회절장치(FCD)

-잔류응력 측정장치(RSI)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및 분자

들의 규칙적인 배열 즉 구조정

보를 분석

-40M 중성자 소각산란장치(40M SANS)

-18M 중성자 소각산란장치(18M SANS)

-수직형 중성자반사율 측정장치(REF-V)

-생체계면 반사율 측정장치(Bio-REF)

-고분해능 중성자 소각산란장치(HR-SANS)

비탄

성

산란

장치

-열중성자 삼축 분광장치(Thermal TAS)

-냉중성자 삼축 분광장치(Cold-TAS)

-디스크쵸퍼 비행시간 분광장치(DC-TOF)

물질 내의 원자 크기 수준에서

의 에너지 들뜸(excitation) 즉 

동역학 정보를 분석

중성자 

영상 

장치

-중성자영상장치(NRF)

-노외 중성자 조사시험시설(ENF)

중성자 비파괴분석, 

3차원 중성자 입체영상, 

중성자 동적영상 

중성자 

방사화

분석 

장치

- 수직조사공(NAA)의 공압이송장치(PTS)

- 수평실험공(ST1)의 즉발감마선분석장치

(PGAA)

시료를 일정한 시간 동안 조사

시킨 후 방출되는 지발 감마선 

또는 즉발감마선을 분석하여 

극미량의 원소를 분석

  

○ 재료 조사시험 지원

- 하나로를 활용한 재료 조사시험은 원자로심을 구성하는 각종 재료와 핵연료 

등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함.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5년부터 표준형 

재료캡슐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무계장/계장 재료캡슐, 무계장/계장 핵연료

캡슐, 크립 및 피로캡슐을 개발하였으며 그 외에도 재계장 기술의 요소 기술

을 확보하여 조사시험에 활용하고 있음 

- 현재까지 캡슐을 이용하여 원자로압력용기, 노심재료, 중수로압력관, 핵연료피복관 

재료, 첨단 신소재 등의 다양한 시편을 하나로에서 조사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원자력 핵심재료의 노내 건전성 평가 및 신소재 개발, 원자력 기반연구 

등에 핵심적인 데이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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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나로의 산업적 활용

○ 동위원소생산 및 이용 지원

- 방사성동위원소 (Radioisotope, RI)는 질병의 진단, 치료 및 비파괴검사, 방사성

추적자, 공정진단, 식품보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하나로에서는 

I-131, Ho-66, Tc- 99m 등의 의학용, Ir-192 등의 산업용 동위원소 및 다양한 

종류의 I-131 표지 화합물과 Tc-99m cold kit를 개발/생산하고 있음

- 방사성동위원소 자체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한 화합물로서 원하는 형태 

및 물성으로 제조하여, 암 등 난치성질환을 효율적으로 진단/치료하기 위하여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이의 응용기술 개발을 포함하는 의료적 이용기술과, 산업

공정의 가동중 진단과 신반응기 설계정보 제공기술 및 하천, 연안 및 지하수에 

대한 유동탐지와 수치모델 검증기술을 포함한 환경 진단을 수행하는 산업적 

이용을 제공함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개발 분야에서는 하나로 및 부대시설인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192Ir, 60Co, 131I, 125I, 99mTc, 32P, 33P, 51Cr 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비롯한 131I, 166Ho 표지화합물과 10여종의 99mTc 킷트를 개발

하여 국내 및 해외로 공급 중에 있다. 현재 암등 난치성질환의 표적치료를 위한 

<그림 2.1.4> 재료조사용 및 핵연료조사용 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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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신물질 개발을 위하여 종양특이성을 갖는 물질을 활용한 방사성표적/진단 

치료제, 암 치료를 위한 약물 전달체 및 전달기술과 신약후보물질의 성능 검증을 

위한 표지화합물을 생산 함

- 동위원소 생산 발생기 개발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Re-188 generator를 개발

하여 기술 이전 함

<그림 2.1.5> 동위원소 생산시설 및 개발제품

 

○ 중성자핵변환도핑(NTD) 

- 중성자핵변환도핑(NTD)이란 부

도체인 고순도의 실리콘(Si) 단

결정에 중성자를 쪼여 실리콘 

원자핵 중 극미량을 인(P)으로 

핵변환 시킴으로써 n-형 반도체

로 변환시키는 기술임.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는 실리콘에 

인을 직접 확산시키는 일반적인 

화학공정보다 인의 분포를 매우 
<그림 2.1.6> 중성자 도핑 실리콘 생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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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속전철, 자기부상열차, 전기자동차, 풍력발전소 

설비 등의 인버터에 사용되는 대전력용 반도체 소자 제조에 이용되고 있음.

- 하나로에서는 NTD-Si 반도체 생산을 위한 조사공이 2개가 있으며, 2002년에 

5인치 NTD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한 데 이어, 

2005년과 2008년부터는 6인치와 8인치 반도체도 생산하고 있음. 

○ 중성자비파괴 검사

- (자동차 산업기술)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와 PEM 연료전지 셀 개발을 통해 세

계 최초 수소연료전지차 양산(2013.2)에 기여하고, 포항공대·칭와대·LG화학 

등과 공동으로 DMFC연료전지 개발 및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평가 실시

- (국가 안보기술) 중성자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여 AIM-9 유도미사일 내부검사,  

AH-64 아파치 헬기 로터 터빈 브래이드 내부결함 위치·크기 파악,  F-16 엔진 

터빈 블래이드의 냉각홀 제거유무 검사 등 항공무기체계 검사를 지원

- (조선, 철강, 원자력산업기술) 원전, 자동차, 항공우주, 철강, 조선업 등의 기계 

부품 응력, 균열, 피로, 파단현상 원인규명

- (원전 안전성평가) 원자력발전소에 재료물성이 취약한 노즐부위의 인장 잔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한 신 공정 개발 지원 (두산 중공업에서 고리 1호기 보수

에 적용)

2.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

가. 개요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1963년 설립 당시 원자력원의 ‘방사선의학연구소’로 출발해 

1973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속 ‘원자력병원’, 2002년 ‘원자력의학원’으로 

개편되어 오다가 2007년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13조의2’를 

근거로 과학기술부 직속 독립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출범

○ 국내 최초 방사선 이용 암 연구 및 진료

- 1963년 국내 최초 코발트-60 치료기 도입 및 암환자 치료

- 1986년 국내 최초로 사이클로트론 • 중성자선 암치료기(MC-50 사이클로트론) 

및 마이크로트론 치료기 가동

- 2000년 국내 최초로 사이클로트론(3MeV급) 개발 성공(세계 5번째 자체 개발) 

및 IBA사의 30MeV 사이클로트론 도입 결정(2003년 가동)

- 2000년 12월 PET 연구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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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국내 최초로 사이버나이프(Cyber Knife) 도입

- 2002년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개소

- 2002년 국내 최초로 13MeV급 의료용 사이클로트론 개발 성공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양산(이후 7대 권역에 보급)

- 2003년 동위원소치료병동 설치

- 2009년 11월 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10년 7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 2012년 10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나. 한국원자력의학원 주요 사업 현황

○ 연구사업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 대형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출연금 연구사업 : 한국원자력의학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기관지원

사업의 형태로 정부에서 직접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중 시설비 및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 연구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그 규모가 약 220억원 

정도에 이름

- 수탁연구사업 :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은 원자력연구개발

사업 중 의료용 중입자기술개발사업과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신개념 치료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이 사업단으로 진행되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며, 이어 

방사선기술개발사업이 큰 규모를 차지함. 방사선기술개발사업으로는 대형사업

인 ‘암 표적자 활용 방사선 복합치료기술개발’, ‘방사선 피폭 손상 및 부작용 

극복 핵심기술 개발’, ‘난치성질환 표적 진단 및 치료 컨버전스 방사성의약품 

이용기술 개발’, ‘의료용 금속성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응용기술 개발’ 등 4개

의 대과제를 포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

품안전처 등 다양한 부처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의료사업 : 원자력병원은 코발트 치료, 중성자 치료 등의 방사선의학을 이용한 

암치료를 선도하여 오랜 기간 암전문 병원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해 왔으나, 최

근 들어 전국적으로 수많은 암센터 및 대규모 종합병원을 통해 암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가 이루어짐에 따라 ‘암 병원’으로서의 상징성은 다소 주춤하고 있으

며 방사선의학을 중심으로 암을 비롯한 종합병원으로서 운영되고 있음

- 4세대 사이버나이프, 래피드아크 등 우수한 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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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MRI, PET/CT 등 첨단 방사선 진단장비 등을 통하여 진료 현장에서 방

사선의학의 활용을 선도하고 있음

- 병원 규모는 500병상 수준으로 환자 수는 연간 약 40만명 정도이며, 진료 수입 

규모는 약 1,000억원 수준임

○ 방사선비상진료사업

-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

터와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구성되어 2013년 현재 전국 권역별

로 22개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지정 • 운영되고 있음

- 방사능재난 발생시 의료분야의 연합대응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및 분야별 전

문병원 등과의 협력체계 유지 • 강화

- 정부는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시 의료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 •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하여 관련 요원 교육 • 훈련비, 응급의료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음

- 방사능 재난시 의학원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발족 • 운영하고 현장에 

비상진료요원 및 보건물리요원 등 전문가를 파견, 1 •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과 함께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현장 방사선비상진료소 설치 • 운영하여 

현장 방사선비상진료 수행

- 매년 비상진료 관련 방사능방재 교육 실시, 전문 인력 양성 및 초동대응요원 

대상 신속한 현장 응급조치 위한 피상진료 교육 및 모의실습 등 방사능 사고 

공동대응과정 교육 실시

<그림 2.1.7> 전국 방사선비상진료기관 현황(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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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동위원소 생산/보급 사업

- 의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30MeV 사이클로트론은 주로 의료용 동위원소 및 방

사성의약품을 생산하여 의학원 내부 및 외부 기관에 유통

- 의학원에서는 PET 검사의 기본이 되는 방사성의약품인 FDG에 필요한 F-18을 

비롯하여 Tl-201, I-123 등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이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하여 원자력병원 및 각 병원 등 내외부에 유통(2013년 기준 약 148,120 

mCi 분량의 핵종 판매)

3.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

 가. 개요

○ 설립배경

-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세계적인 방사선 연구개발 성과창출 

및 국가 방사선 신산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설립된 국내 유일의 방사선 전문 

연구기관

-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1.07.12)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2002.12.26)에 근거하여 설립

○ 임무·역할 및 시설개요

- (임무) 방사선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학술의 진보발전과 방사선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력 증진,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

- (역할) 세계 방사선 R&D를 선도하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 방사선 기초·원천기술 

연구, 방사선 융합기술, 방사선 기기 기술, 방사선 연구산업 클러스터 구축

- (시설개요)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 372,359㎡(11.2만평), 건설기간 2001 

~2005년, 사업비 455억원 

○ 주요 연혁

- 1966. 11  방사선농학연구소 설립

- 1973. 2   한국원자력연구소와 방사선농학연구소 통합 출연연구기관으로 개편 

- 2001. 5   (가칭)첨단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설립 의결(104차 이사회)

- 2006. 9   방사선과학연구소 개소

- 2011. 12  첨단방사선연구소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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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첨단방사선연구소 전경

○ 주요 연구시설

- 방사선 조사시설 : 고준위·저준위 감마선 조사장치, 전자선가속기, 이온주입장치 등

- RFT 연구지원시설 : 중앙기기분석실, 동물실험실, 식약청지정 식품위생검사실

- 방사선 육종시험장 : 시험포장, 종자저온저장고, 감마파이토트론

- 사이클로트론 종합연구동 : 30MeV 사이클로트론, SPECT 핫셋, PET 핫셀

- RI-Biomics 센터 : 바이오-투과 전자현미경, SPECT-CT/PET, 소동물용 MRI, 

표지화합물제조용 핫셀 등

 나. 주요 연구사업 현황

○ 방사선 신소재 기술 :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인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

하여 미래 첨단 기술 분야(항공우주, 국방, 자동차, 에너지, 정보전자 등)에 필

요한 핵심 신소재 개발

- 방사선이용 고성능 유무기 복합재료 제조기술 개발, 방사선 이용 지능형 전재

재료 및 전자소자 개발, 방사선 이용 생체 기능성 신소재 제조기술 개발, 방

사선에 의한 에너지소재용 기능성 멤브레인 제조기술 개발

○ 방사선 환경공학 기술 : 방사선의 강력한 살균력, 산화·환원력을 이용하여 난

분해성 유해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을 처리하는 기술개발

- 방사선융합 환경 잔류 유해화학물질 처리 및 위생화기술개발, 방사선융합 대기

오염 정화기술 개발, 방사선융합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기술개발

○ 방사선 생명공학 기술 : 방사선 생명공학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생물체의 생명현상

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물산업 공정기술과 바이오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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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이용 생물신소재 개발 및 생물분자 구조변화를 통한 기능개선 연구, 

방사선 생체모델 이용 면역조절 증진·발암억제·노화조절제 개발, 방사선 저항성 

생물체의 메커니즘 규명 및 방사선기반 분자진화기술개발, 생물체의 방사선 

반응시스템을 활용한 생물학적 방사선 선량평가 기술개발

○ 방사선 육종연구 : 방사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융합한 방사선 육종 기술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식물 유전자원 및 신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술

- 고부가가치 화훼·원예작물 개발, 고기능성 식의약용 식물 유전자원 개발, 친

환경 바이오산업소재용 생물자원 개발, 다양한 방사선원을 활용한 신 방사선 

육종기술 개발, 돌연변이 유전자원을 활용한 기능유전체연구, 유전자 발현 네

트워크 구축, 유용 돌연변이 유전자원 은행구축 등

○ 방사선 기기 기술 : 원자력안전, 의료, 환경분야 등에 널리 사용되는 방사선기

기들의 원천 핵심기술을 개발

- 차세대 방사선센서 및 계측기 개발, 소형 전자가속기 및 산업용·의료용 방사선 

기기 개발, 고기능 방사선영상 시스템 개발

 다. 방사선 융합기술 산업화 전망

○ 방사선 융합기술 개요

- 방사선융합기술(Radiation Fusion Technology : RFT)은 방사선 고유 특성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방사선원을 IT, BT, NT, ET, ST, 국방기술 등 첨단산

업 전반에 이용하여, 기존 기술산업의 개량 발전과 미래 신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과를 창출하는 기술(출처 : 첨단 방사선연구소 브로슈어)

<그림 2.1.9> 방사선 융합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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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방사선 융합산업 동향 

- 세계 방사선융합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 약 1,668억불 규모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중 75% 이상이 산업 소재와 방사선 기기, 의료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분야 시장규모(백만달러) 점유율(%)

방사성동위원소 3,670 2.2

방사선 기기 50,100 30

산업소재 50,000 30

비파괴검사 13,000 7.8

방사선 살멸균 10,000 6

의료 26,000 15.6

농업 15,000 9

합계 166,770 100

<표 2.1.2> 세계 방사선 산업 시장규모 

       출처 : Global Irradiation Market, Biz Acumen(2009), Frost&Sullivan, BBC 

Research 2009, 방사선 산업의 현황과 전망 및 정부의 육성정책

- 전 세계 PET과 SPECT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성의약품과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시장은 2010년에 32.1억 달러로 예측되며, 글로벌 핵의학 장비 시장은 2010년 

14.5억달러(1.7조원)로 예측되며 2011년은 14.6억달러, 2015년 17억달러로 추

계됨

    

    연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 국 1,092.27 990.08 878.38 848.31 852.31 861.80

캐나다 48.83 45.34 41.16 40.16 40.44 41.06

일 본 222.21 203.67 182.48 176.75 177.79 180.02

유 럽 350.31 322.75 292.13 285.37 287.66 292.98

아시아-태평양 89.79 84.63 78.76 77.67 78.55 80.59

기 타 31.30 29.23 26.74 26.32 26.56 27.09

합 계 1,834.71 1,675.70 1,499.65 1,454.58 1,463.31 1,483.54

<표 2.1.3> 글로벌 핵의학장비 시장현황 (단위: 백만달러)

     출처 :한국동위원소협회, 2011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세계 방사선치료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1.47% 이었

으며, 같은 기간 동안 1,348백만 달러에서 3,992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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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연도별 세계 방사선치료 시장추이

  

○ 국내 방사선 융합산업 동향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전반적인 경제규모는 산업분야와 의료분

야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06년 대비 72.1%, 2009년 대비 33.0% 성장한 12조 

7,376억원으로 조사되었음

- 산업분야에서는 경제규모 전체에 영향을 크게 주는 전자(반도체)산업분야의 꾸

준한 성장으로 2006년 대비 68.2% 증가하였으며, “비파괴검사”분야와 “방사선

멸균”분야에서도 2006년 대비 각각 18.7%와 96.5%의 증가세를 보였음

- 의료분야는 최근 첨단 방사선치료기기의 도입과 PET의 꾸준한 성장으로 같은 

기준으로 조사된 2009년 2조 6,416억원에서 대비 10.7% 증가한 2조9,232억 원

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업”분야의 경제규모는 당해 연도 작물 작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2010년부터 호전된 벼 작황으로 2006년 대비 27.1% 증가한 

2,287억원으로 조사되었음

- 방사선의 산업적 이용 분야에서는 방사선 경화의 의한 특수 고분자 및 섬유 

생산, 반도체 산업에서의 표면처리 기술 분야와 산업시설 진단, 대형 시설 등의 

비파괴 검사 분야의 수요가 높으며, 최근에는 환경 폐기물 처리 분야의 기술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방사선 경화의 의한 특수 고분자 및 섬유 생산, 

반도체 산업에서의 표면처리 기술 분야와 산업시설 진단, 대형 시설 등의 비

파괴 검사 분야의 수요가 높으며, 최근에는 환경 폐기물 처리 분야의 기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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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증가하는 추세임

    

분 야 2006년 2009년 2011년
2006년대비 

증감률(%)

산 업 56,043 66,523 94,264 68.2

비파괴검사 1,248 1,535 1,481 18.7

방사선멸균 57 52 112 96.5

의료

영상진단

핵의학 및 

방사선치료분야

10,774 17,912 19,174

80.5
CT검사 5,417 8,504 10,058

소 계 16,191 26,416 29,232

농  업 1,800 1,216 2,287 27.1

합  계 74,034 95,741 127,376 72.1

<표 2.1.4> 2006년, 2009년, 2011년도의 우리나라 방사선 산업규모(단위 : 억원)

       출처: 한국동위원소협회, 2011년도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실태 조사 2012

- 방사선 살균 및 검역 분야에서 식품 및 공중 보건 제품의 방사선 살균 기술

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특히 농수산식품 수출국의 검역 기술

로 사용되는 방사선 살균 기술 수요가 큼. 방사선 살균 및 검역 분야에 사용

되는 방사선원은 감마선 중심에서 점자선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새로운 방사선원의 개발이 예상됨

- 또한 국가 간 생물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사선 육종기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생물 자원의 육종에 관한 기술도 발

전하고 있음. 아울러 방사선에 의한 생체 분자 및 다양한 화학 물질의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가 시작되어 미래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은 X-선 장치, 감마선 항암 치료,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제조 분야의 기술 수요가 크며, 최근에는 분자 생물학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표적형 의약품, 진단 의약품, 영상 장치와의 연계를 통한 조영용 제제 개발 

분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향후 베타 핵종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방출

하는 알파 핵종을 이용한 치료 기술이 차세대 기술로 실용화 될 것으로 전망

됨 

○ 국내외 방사선 융합산업 전망

- 방사선 기술은 방사선의 다양한 화학, 생물학적인 반응과 방사선의 독특한 에



- 25 -

너지 특성을 바탕으로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의 산업용 신소재와 첨단 부품, 

생물 신품종, 식품, 생물 산업 소재, 고부가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발생 장치

와 가속기, 첨단 계측기 분야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 

발전과 더불어 더 많은 산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 소재·의료·농업 등 응용 기술 분야의 방사선 산업 세계 시장 규모는 

2008년 1,130억불에서 2020년에는 4,860억불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특히, 방사선 기기 산업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기술 선진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되어 2008년도 501억불 수준에서 연평

균 17%의 고속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11> 세계 방사선 기기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Frost & Sullivan, BBC Research 2009, 방사선 산업의 현황과 전망 및 정부의 육성정책

- 국내 방사선 산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산업적 수요 또한 

반도체, 타이어 등의 기존 산업 분야와 방사선 의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하지만 방사선 기술의 산업적 파급 효과는 2009년 8조원에서 2020년 3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방사선 산업 국내 시장 규모를 예측할 때, 시급히 투자되어야 할 가장 

유망한 분야로는 방사선 기기 산업을 손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정보·

반도체 등의 우수한 기술이 있음에도 방사선 발생 장치 및 계측기기 관련 병목 

핵심 기술과 연구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핵의학 기기와 치료 기기 등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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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의료 기기 및 비파기 검사기기 등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09년에서 2020년 우리나라 방사선 산업의 신장률은 방사선 기기가 25.7%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농업 17%, 산업소재, 의료 12%로 나타나 첨단방사선과

학연구소의 역할인 유·무기재료, 환경, 생물, 방사선 기기 및 기타 소재의 개

발 방향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야 2009년
(억원)

2020년
(억원)

신장률
(%)

비고
(인용)

방사성동위원소 1,100 3,100 10 KRI(2009)

방사선 기기 6,000 44,000 25.7 MEST(2008)

방사선조사서비스 1,600 4,900 10.9 BizAcumen(2009)

산업소재 40,300 187,000 12 DOE(2011)

의료 26,000 80,000 12 MEST/KAERI(2010)

농업 5,000 28,000 17 OECD(2010)

합계 80,000 310,000 13.65 CAGR

<표 2.1.5> 우리나라 방사선 산업 성장 전망

     출처 : Global Irradiation Market, Biz Acumen 2009, Frost&Sullivan, BBC Research 2009

4. 경북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2)

 가. 클러스터 개요

○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 (국제적·국가적 차원) UAE에 상용 원전 플랜트 수출, 요르단에 연구용원자로 

수출 성과를 토대로 원전 수출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

- (지역적 차원)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은 원전 관련 신기술 상업화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해 시장 잠재력이 큰 원자력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필요

○ 원자력 클러스터의 개념과 구조 : 원자력 발전·연구·실증·생산의 지리적 복합단지

- 원자력 클러스터는 발전현장과 연계된 원자력 과학기술체계가 핵심 기능

- 원자력 과학기술체계, 산업육성체계, 비즈니스서비스 지원체계로 구성된 3대 핵심

시스템의 기능적 연계와 공간적 집적이 필요

2)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발표자료(‘11.1, 산업연구원)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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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입기능과 시설

- 일반적으로 기술발전 단계는 기초과학연구, 

응용연구, 시제품 제작, 신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구분 가능

- 원자력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 단계에서 투자가 저조한 ‘죽음의 계

곡’과 ‘다윈의 바다’를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 (즉, 기초연구결과를 토대로 신기술 기반의 시제품 제작(테스

트베드)과 신제품 및 새로운 시장개척이 중요한 혁신 요소에 해당)

- 경북 원자력클러스터는 응용연구, 시제품 개발, 신제품 및 시장개척단계를 체

계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지원기능을 클러스터 핵심기능으로 설정

<그림 2.1.12> 기술발전 단계와 원자력클러스터의 핵심기능

<그림 2.1.13>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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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클러스터 세부 사업현황

   ① 제2 원자력연구원

     - (사업개요) 울진군 일원에 위치, 사업비 약 9조원

     - (기대효과) 4세대 원전기술 개발로 미래 원자력 주도권 확보 등

   ② SMART 원자로 실증플랜트

     - (사업개요) 울진군 일원에 위치, 사업비 약 7,000억원

     - (기대효과) 중소형 원전 수출산업화 촉진 및 민간기업 투자참여 유도

   ③ 원자력 수소실증단지

     - (사업개요) 울진군 일원에 위치, 사업비 약 2조3천억원

     - (기대효과) 미래 수소경제시대에 약 31조원 누적 소득, 127만명 누적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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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원자력 수출 산업단지

     - (사업개요) 경주 일원, 사업비 약 3,900억원

     - (기대효과) 원자력산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⑤ 원자력 기술표준원

     - (사업개요) 경주 일원, 사업비 약 575억원

     - (기대효과) 원자력산업 자립화 및 원전 수출 증대, 원자력 전문 중소업체들의 

기술개발-생산-경영-인력-기기검증의 내부 완결형 클러스터 구축

   ⑥ 원자력 국제기능인력 교육원

     - (사업개요) 경주 일원, 사업비 약 4665억원

     - (기대효과) 수출 원전 모델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해외파견 기능인력 수요 충

족 및 원전 수출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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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원자력 전문대학원

     - (사업개요) 포항공과대학교 내에 설치, 사업비 85억원

     - (기대효과) 원자력분야 최첨단 연구 수행 고급인력 양성, 에너지클러스터의 

연구-개발-실증 연계시스템 구축

   ⑧ 원자력 마이스터고

     - (사업개요) 경북일원에 위치, 사업비 90억원

     - (기대효과) 원자력 발전 및 설비관련 특성화된 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⑨ 원자력 테마파크

     - (사업개요) 영덕군 일원, 사업비 약 1,000억원

     - (기대효과) 컨벤션 등 기능 포함하여 원자력 관련 홍보 효과 극대화, 

Multi-Complex 조성으로 원자력 산업·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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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원자력 안전문화 센터

     - (사업개요) 영덕군 일원, 사업비 약 300억원

     - (기대효과) 원자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습으로 인해 원자력 에너지의 원리 체득 

및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다. 클러스터 공간배치 구상

○ 광역적 공간발전 구상

- 원자력 클러스터 공간발전 축

- 지자체 별 기능 및 위상

- 원자력 클러스터 공간발전 마스터 플랜



- 32 -

- 원자력 클러스터 공간배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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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현황

○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앞 절에서 언급한 경북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와 

같이 연구용 원자로 또는 대형 원자력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체와 산업

단지 등이 융합되어 산업군을 형성하는 모범적인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

○ 본 연구에서는 연구용 원자로를 중심으로 한 동위원소의 생산·공급 관련 주요 

해외 기관 현황을 제시함

1. ANSTO (호주 원자력과학기술원)

○ ANSTO는 하나로와 유사한 연구용 원자로인 OPAL을 이용하여 각종 동위원

소를 상용생산하고 있음

○ 특히,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하여 주당 1,000Ci의 Fission Mo-99를 생산 중에 

있으며, 주당 3,000 Ci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시설을 2016년에 완공할 

목표로 건설을 시작하였음

○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NTP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ANSTO가 생산하는 

Fission Mo-99를 NTP의 공급라인을 통해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2. IRE (벨기에)

○ 벨기에 IRE는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공급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자체 원자

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BR-2 (벨기에), MARIA(폴란드), HFR(네덜란드) 

등에서 조사된 표적을 공급받아 여러 종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음

○ Fission Mo-99의 생산량은 주당 3,000Ci이며, Mallinckrodt 등에서 발생기로 제

조된 후 병원에 공급되고 있음

○ 벨기에 BR-2 연구로는 2022년 운전을 중단하고 Myrrha 원자로가 의료용 동위

원소 생산을 대신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HFR 원자로는 2018년 운전 중단 

후 PALLAS로 대체될 것으로 보예상되나, 여러 사정상 Myrrha와 PALLAS 원

자로가 계획과 같이 건설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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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DS Nordion (캐나다)

○ 노르디온은 민간회사로서 멸균용 및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현재 세계 Fission Mo-99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으로서, 캐나다 AECL

이 NRU 원자로에서 고밀도 우라늄 표적을 1차 가공 후 공급하는 원료 

Fission Mo-99를 의료용으로 재가공하여 국제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 캐나다 AECL의 NRU 원자로는 2016년에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캐나다에서의 

Fission Mo-99 생산도 중지될 것으로 보임

○ Nordion은 대단위 조사선원인 Co-60를 생산하는 최대 기업으로서 한국의 

CANDU형 원자로를 이용하여 Co-60를 생산하고자 한 바가 있음

 4. NTP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NECSA의 자회사로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전문으로 생산하

는 기업임

○ SAFARI 원자로를 이용하여 Fission Mo-99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 

공급부족을 기점으로 벨기에에 최종제품 생산라인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확장

하고 있음

○ NTP가 사용하는 우라늄 표적의 농축도는 40~45%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에 저농축우라늄 (농축도 20%이하)을 이용한 공정을 개발하여 시생산도 하고 

있고, 2013년 Fission Mo-99 생산시설의 문제로 생산이 중단된바 있음

 

 5. POLATOM (폴란드)

○ 폴란드 INR의 하부조직으로 MARIA 원자로를 이용하여 의료용 및 산업용 방

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동위원소 기관임

○ EU 회원국으로서 MARIA 원자로에 우라늄 표적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지만, 자국 내에 Fission Mo-99 생산 시설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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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UM (독일)

○ FRM-2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성자이용연구에 특화되어 있음

 7. Paul Scherrer Institute  (스위스)

○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발생기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가속기

를 활용한 동위원소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연구

기관임

○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개발 및 Re-188, Tc-99m, Ga-68, Lu-177 등을 의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8. The University Hospital of Basel  (스위스)

○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의약품 임상연구에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병원으로서, 특히 펩타이드 기반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하여 신경내분비종양 조

기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임상연구 환경도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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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동남권 방사선 시설현황 및 산업현황

제1절 신형 연구용원자로 

1. 개요

○ 연구용 원자로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실증, 고부가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국내수급 안정화와 수출, 그리고 전력반도체용 실리콘 도핑과 관련 산업의 진흥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이 2012년 4월 착수

○ 1차년도 연구개발 내용으로 사업문서관리시스템과 품질보증체계 등의 사업관리

체계 구축, 원자로 및 주요계통의 개념설계, 1단계 부지상세조사 및 환경방사선 

측정시스템 설치를 완료

○ 2차년도에는 원자로 및 주요계통 기본설계를 통한 노심출력을 확정하고 플랜트 

종합설계를 착수하여 진행중이며, U-Mo 판형핵연료 검증을 위한 실증시험을 

착수하였고, 부지상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장기제작 품목에 대한 발주가 진행

되고 있음

○ 동 사업은 세계 최초의 U-Mo 판형핵연료를 이용한 노심설계 구현과 일부 미 

확보된 연구로 핵심 기술에 대한 실증을 통해 세계 연구로 건설시장에서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동위원소 공급난의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총 사업예산 2,900억원 (국비 2,500억원, 

지방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방사선 의ㆍ

과학 특화단지 내에 20 MWt급 연구용원자로 1기와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개

발시설 등의 활용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2~2016년 (5년)이고 

소요부지는 약 130,000㎡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동 사업에서 구축할 주요 

시설과 성능 요건은 <표 3.1.1>과 같음

○ 동 사업은 일부 미확보된 연구로 핵심 기술3) 개발 및 실증으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 연구로 모델을 개발하여 국내에 건설, 실증을 통해 세계 연구로 시장

3) 하부 구동 제어장치, U-Mo 판형 핵연료, LEU 표적 제조 기술을 통한 Fission Mo 생산 공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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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것과, 테크네튬(Tc)-99m4) 등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고질적인 수급난을 해소하고 주요 

동위원소의 100% 자급을 통해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수출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산업을 수출산업화 하는 목적도 있음. 

○ 아울러 중성자 핵변환 도핑(NTD) 서비스를 통한 전력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의료 및 신소재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음

<표 3.1.1> 신형연구로 주요시설과 성능요건

○ 주요 구축 시설
   - 20 MWt 급 연구용 원자로 1기
   -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
   - 저농축 우라늄 표적 및 Fission Mo 생산 시설
   - 중성자 조사 시설

○ 성능 요건
   - 연구로 열출력 : 약 20 MW (최대 열 중성자속: 3x1014 n/cm2ㆍs 이상)
   - 핵연료 : 저농축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 
   - Fission Mo 표적 : 저농축 우라늄 사용
   - 중성자 핵변환 도핑 조사공 크기 : 6, 8, 12 인치

2. 건설현황 및 계획

○ 동 사업은 2012년 4월에 공식 착수되어 1차년도 연구개발 내용으로 사업문서

관리시스템과 품질보증체계 등의 사업관리체계 구축, 원자로 및 주요계통의 

개념설계, 1단계 부지상세조사 및 환경방사선 측정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음

○ 2차년도에는 원자로 및 주요계통 기본설계완료, 부지 상세조사 완료, 플랜트 종합

설계를 진행 중이며 3차년도 계획으로 상세설계, 핵연료 성능 검증시험, 원자로

패키지 항목에 대한 제작 발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 설계분야의 개념설계단계

에서의 주요 업무는 <표 3.1.2)와 같음

4) Tc-99m : 암 등 질병의 영상진단에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몰리브덴(Mo)-99의 방사성 붕괴를 통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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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각 설계 분야 주요 업무

설계분야 주요 업무

노심 설계

노심 해석 시스템 결정, 노심 장전 모형 결정, 핵연료 

조성 결정, 열수력 해석 모형 결정, 열 수력 해석, 차폐 

설계 계산

유체계통 설계
일차냉각계통 설계, 일차정화계통 설계, 수조관리계통 
설계,

고온층계통 설계, 이차 냉각계통 설계

기계 설계

원자로 구조물 설계, 반사체 설계, 제어봉 및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 정지봉 및 정지봉 구동장치 설계, 

중성자 계측기 하우징 설계

핵연료 설계

설계 요건서 작성
설계 도면 작성
열수력 시험 요건서 작성
핵연료판 및 핵연료 집합체 성능 시험 요건서 작성

계측제어 설계

계측제어계통 아키텍쳐, 제어실 형상 완성
원자로 계측제어계통 설계
보조 계측제어계통 설계
제어실 설계

부대시설 및 조사물
취급계통 설계

건물 설계
수조 운영시설 설계
핵연료 저장 및 취급계통 설계
조사물 취급계통 설계
공통 공정계통 설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연구 설비 설계

LEU 표적 제조 및 Fission Mo 생산시설 설계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및 활용연구시설 설계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 설계
신의약품 평가를 위한 비임상 시험관리기준 시설 설계

안전해석

안전해석 방법론 정립, 시스템 모델링 및 안전 해석,
안전기기 요건 제공, 트립 Coverage 확인, T/H 과도 

자료 생산,
RRS 모델링/성능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 개념설계 단계에서 열 출력 15MW 수준으로 Fission Mo 생산과 대전력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중성자속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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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설계 결과를 통해 확정된 최상위 설계요건을 이용하여 U-Mo 판형핵연료

의 특성과 노심모델 개발을 완료하였고, 열수력, 차폐 기본 설계해석을 완료하

였으며, 핵연료, 노심, 유체계통, 부대시설 및 종합설계와 연계하여 계통 기본

설계를 수행하였음

3. 산업 활용 전망

가. 동위원소 생산

  1) 국내현황 분석

○ 방사성동위원소 제품생산 절차는 <표 3.1.3>에 있는 바와 같이 원자로나 가속

기를 이용한 방사화와 분리공정을 통한 원료생산 공정과 완제품 생산, 원료분

배 및 판매로 이루어지는 제품화 공정으로 분류 가능

○ 방사화공정은 원자로나 가속기에서 발생하는 중성자 및 하전입자와 충돌시키기 

위한 표적제작공정과 방사화공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렇게 방사화된 물질은 핫셀 

등 동위원소생산시설로 이송되어 각종화학공정을 거쳐 원료로 가공되고, 가공

된 원료는 각 동위원소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분배, 조립, 밀봉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제조됨

<표 3.1.3> 동위원소 제품 생산 공정

원료생산 완제품 생산 및 판매

표적제작/원자로조사/분리공정

Ir-192, Au-198 등 금속

I-131, P-32, Mo-99 등 용액

분배/최종제품화

I-131 캡슐, NDT 선원

치료선원, Tc-99m발생기 등

○ 하나로에서 생산되는 동위원소는 각 제품별, 핵종별로 각기 다른 공급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개별기술의 개발완료 시기에 차이가 있고 또한 제품 특

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상용화 방안에 기인함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및 동위원소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동위

원소 제품은 비파괴검사에 사용되는 Ir-192 NDT 밀봉선원과 I-131 의료용 선원 

그리고 Mo-99/Tc-99m 발생기임

○ Ir-192 NDT 선원의 원료는 연구원에서 생산하여 완제품 가공업체인 호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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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주)로 공급되고, 호진산업기연(주)은 연구원에서 공급한 원료를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 Ir-192 NDT 선원의 완제품 가공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되어 호진

산업기연(주)에 기술을 이전되었고 I-131 의료용선원은 원료와 제품 모두를 한

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생산하여 공급업체)에서 병원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음

○ Mo-99/Tc-99m 발생기는 원료인 Mo-99 원액을 남아공으로부터 수입하여 동위

원소생산시설에서 완제품으로 가공되어 공급되고, 삼영유니텍(주)에서 발생기 

생산시설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임대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표 3.1.4> 하나로를 활용한 동위원소 공급체제

제품 원료생산 제품생산/판매 비고

Ir-192 NDT선원 KAERI 호진 기술이전

I-131 의료용 선원 KAERI KAERI 새한등 업체에 공급

Mo/Tc 발생기 수입 삼영 KAERI시설 대여

P-32등 기타 KAERI KAERI

  2) 해외사례 

○ <표 3.1.5>와 같이 연구용 원자로는 모두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국영연구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위원소생산시설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벨기에 IRE, 네덜란드 NRG, 호주 ANSTO는 국영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남아공 NECSA, 폴란드 POLATOM은 연구소의 출자회사임

○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나라는 캐나다로 MDS Nordion이라는 회사가 연구로

(NRU) 부지내의 시설 직접 운영하고 있음

○ 호주 ANSTO는 원자로 운영 주체가 최종제품 가공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벨기에 

IRE와 네덜란드 NRG는 원자로 운영 주체가 반제품(원료)까지 생산하고 민간이 

최종 제품화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NTP, 폴란드 POLATOM, 

벨기에 IRE ELiT (방사성의약품 부문)는 국영연구소의 출자회사로 동위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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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고 있고, 민간기업이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경우는 캐나다의 MDS 

Nordion으로 조사됨

<표 3.1.5> 연구로 운영현황 
국가 원자로 운영 

벨기에 BR2 국가(SCK-CEN)

남아공 SAFARI 국가(NECSA)

네덜란드 HFR 국가(NRG)

캐나다 NRU 국가(AECL) 

호주 OPAL 국가 (ANSTO)

폴란드 MARIA 국가 (INR)

 

<표 3.1.6> 동위원소 생산시설 운영현황 

국가 생산 • 연구시설  운영 

벨기에 IRE IRE

남아공 NTP NECSA 자회사 

네덜란드 NRG NRG

캐나다 MDS-Nodion 민간기업

호주 ANSTO(ARI) ANSTO  

폴란드 POLATOM INR 자회사

  3) 시사점

○ 우리나라 동위원소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동위원소 생산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 수행주체 및 방안은 대략 3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첫째는 원료와 완제품 생산을 모두 공공영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유일하게 

연구로 운영자가 주체가 되어 직접 담당 또는 자회사 형태의 기업에서 수행하는 

방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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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로 운영자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은 인허가를 획득하여 조직 내 사업담당 

부서를 활용하여 시장에 바로 공급하는 것으로 특별히 추가적인 법인설립이 

필요하지 않음

- 연구로 운영자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가 생산 및 판매 공급권한을 위탁

받거나, 판매계약을 연구로 운영자와 체결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세부적인 방

안으로 초기 100% 또는 51% 지분으로 연구로 운영자가 경영을 책임지고 사

업화하며 점진적으로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음

- 한편 지방공기업 방식으로 부산시가 투자한 지방공기업에게 연구로 운영자가  

생산 판매권 또는 그 권한 중 일부를 위탁하거나, 계약에 의한 권한을 부여

하며, 지방공기업이 동위원소를 판매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시장형 공기업(공사)을 법률에 근거하거나 특수목적법인으로 설

립하여, 연구로 운영자의 생산, 판매권한 또는 그중 일부를 위탁 또는 계약에 

의한 권한부여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것을 고려 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연구로 운영자가 동위원소 원료 생산까지 담당하고 민간 기업이 완

제품을 가공·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민간의 참여방식은 제품별·품목별로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의 형식으로 

생산·판매권한 또는 그중 일부를 계약을 통해 권리부여 후 시장에 공급하거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로 운영자로부터 일괄 생산·판매권한을 부여

받는 방식임

- 또한 신형연구로 생산 동위원소 일체를 규모와 자본력이 형성된 중견기업에게 

통합적으로 생산·판매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하여 초기부터 전문화된 

기업을 육성하는 방식도 있음

○ 세 번째는 원자로운영만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하며, 이를 제외한 RI 생산 및 

판매권한 일체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으로 민간참여방안은 제2안의 방안 중 하

나를 선정함

<표 3.1.7> 신형연구로 생산 RI 공급체제 방식

구분 원료생산 제품생산/판매

공공기관 중심 연구로 운영자 / 공공영역

공공/민간 

역할분담
연구로 운영자 민간

민간 중심 민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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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성자 도핑 서비스

○ 중성자 도핑은 업무의 특성상 판매조직이 필요하지 않는 위탁가공형태의 사업

구조이고, 사업발전단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는 신생단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위원소 산업의 사업화 방식과는 고려요소가 다를 수 있음

○ 중성자 도핑을 위탁한 계약자로부터 소재를 수령하여 직접 신형연구로에서 중

성자조사 가공하여 위탁회사에게 회송시키는 사업형태이므로, 사업의 고려요

소가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중성자 조사 및 가공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임

○ 중성자 도핑서비스는 반도체시장에 있어서 친환경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점점 시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경

쟁력제고에 큰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있어야 할 것임

○ 중성자 도핑은 현재 하나로를 통해 국내 일부 및 해외 수요에 부응하여 도핑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중성자산업 관점에서 일차적인 원료 생산보

다는 부가가치가 놓은 제품 생산영역까지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중입자가속기

1. 개요

 가. 추진배경

○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 동법 제13조의 2항 및 3항에서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및 의학원의 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은 동조항에 근거하여 추진

○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7~2011)

- 정부는 원자력법에 따른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해 1997년부터 5년 

주기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동 계획은 원자력이용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원자력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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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국가 원자력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한 최상위 국가 원자력정책

으로 원자력법 제8조의2 및 3에 근거하고 있음

- 제3차 계획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원자력 원천기술의 확보, 원자력 

상품 개발/수출, 규제기술 국제선도, 방사선기술 관련 고부가가치 신산업창출

이라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섯가지의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은 정책목표[4] ‘방사선 이용확대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부분의 (12) 방사선의학기술 선진화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 

정책목표 [5] ‘원자력 이용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부분의 (15)

원자력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과 관련이 있음

 나. 추진 경위

○ '03. 2~9 :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 중입자가속기 사업제안, 사전기획조사

○ '04. 1~7 :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07.  3 : 교과부에 ’국립 중입자가속기 센터‘ 유치기본구상 제출

○ '07.  8 : 유치예정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기장군 보상비 확보)

○ '09. 11 : KDI 예비타당성 조사 (B/C=1.02, AHP=0.516, 유치 확정)

○ '10. 4 : 교육과학기술부 • 부산시 • 기장군 • 의학원 협약체결 및 중입자가속기 

개발 착수

○ '11.  5 : 부지조성 및 도로개설공사 착공

○ '12.  9 : 중입자가속기 공학 설계 완료

○ '13.  4 : 치료센터 건축공사 발주 및 가속기 설계 검증 착수

○ '13. 11 : 치료센터 건축공사 착공

2. 시설개요 및 건설계획

 가. 시설 개요

○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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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314번지 일대(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근)

- 면적 : 대지면적 88,139㎡(건축 : 82,006㎡, 도로 : 6,133㎡), 연면적 18,352㎡(치료

센터동 : 13,422㎡, 조립연구동 : 4,930㎡) 

- 규모 : 지상 3층, 지하 2층

- 가속기 : 430MeV/u 의료용중입자가속기(가속입자 : C-12)

- 총사업비 : 1,950억원(중앙정부 700억원, 부산시 250억원, 기장군 250억원, 의학원 

750억원)

○ 치료시스템 

- 미상용 치료시스템 개발, 검증 및 제작(로봇 치료대, 빔추적 시스템, 3D 로봇

베드 등)

- 조사장치, 치료계획시스템, 영상장치 등 도입 추진

- 치료시스템 인허가 추진 중

  나. 특징

○ 중입자가속기를 이용한 암 치료는 기존의 방사선치료에 비해 성별, 연령, 발병 

부위에 따른 적용 제한이 거의 없는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맞춤형 방사

선치료”로, 특히 환자의 체력 약화로 기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도 용이하게 

치료되며 치료 후 조기 사회 복귀가 가능함

- 상당수의 암에서 기존의 치료방법에 비해 기능장애가 없는 완치율이 기대되고, 

인체 주요 장기에 인접된 암도 용이하게 치료함으로써 암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됨

-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 암환자에게도 부작용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치료 

가능

○ 중입자는 생물학적 효과비*가 높고 산소증강비**가가 낮아서 치료효율이 우수

      * RBE :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

      ** OER : Oxygen Enhancement Ratio

- 정상조직에는 선량을 최소화하고 심부에 위치한 종양에만 집중하여 선량을 

분포할 수 있어 치료효과 극대화(Bragg Peak 이용)

- 암의 형태와 크기에 맞추어 초정밀 집중조사가 가능하여, 대부분의 조기 및 일부 

국소 진행된 암에서 80% 이상의 높은 치료율을 보임

- 난치성 암*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어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암 치료 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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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경부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골육종암, 자궁경부암, 직장암, 두개저암 

등 8대 암

 다. 건설계획

○ ‘13년 11월 : 치료센터 건축공사 착공

○ ‘14년~’15년 : 중입자가속기 및 치료시스템 설치 조립

○ ’15년 : 중입자치료센터 준공

○ ’16년 : 의료기기 허가 및 시설검사 완료, 임상 시험

○ ’17년 : 센터 개원 및 환자치료 개시

<그림 3.2.1>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조감도

3. 산업 활용 전망

 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한 의학분야 활용 전망

○ 중입자가속기 설치 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해외의 중입자 치료가 필요한 환

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하며, 기존 해외로 유출되던 환자도 국내 중입자 치료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의학원(본원 및 분원) 환자 중 중입자치료의 유효성이 큰 환자 적용

- 타 병원과의 협진 체계 구축을 통해 중입자치료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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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 및 해외환자 유치와 연계하여 동남권 지역의 해수욕장, 각종 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숙박산업 등 지역산업과 동반 발전 가능성 기대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근에 설치되므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의 강한 연계

성을 가지고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서울 본

원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동남권 핵과학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

- 생산유발효과 1,210억원, 임금유발효과 191억원, 고용유발효과 699명, 취업유발

효과 996명 예상

     *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KDI, ‘09.11)

- 동남권 핵과학단지와 연계되어 동남권 지역을 국내 최고의 방사선기술, 암치료

기술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기존 X-선 이용 방사선치료에서 중입자 치료로 전환함에 따라 상대적인 방사

선치료의 이용 증대 유도

○ 중입자 이용 인체 내 방사선 반응 조사 및 연구하는 방사선생물학을 활성화시

키고, 임상 사례 연구를 통한 방사선의학 연구의 범위 확대  

 

 나. 비 의료분야 활용성

○ 중입자가속기는 기초과학 및 의료분야의 광범위한 연구개발에 활용 가능하며 

최근 각광을 받는 방사성 핵종 빔과 희귀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이 가능하여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초과학분야) 가속기는 우주의 근원이나 물질의 기본 구조 등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입자를 높은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인 다양한 입자가속기는 핵물리학, 입자물리학 연구에 주로 이용

되어 왔으며 현재는 생명과학, 의학, 핵공학, 물성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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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분류 활용 사례

물리

입자 및 핵

소립자/입자 현상론, 원자물리학, 핵물리학, 고에너지 

물리, 핵과학, 핵구조, 핵반응/산란, 강입자 물리, 중이

온 반응/물리

가속기/빔물리
유체/플라즈마 물리, 첨단가속기기술의 개발,  생산연

구용 빔 라인 건설, 표적개발

광학/영상
분광학, 레이저광학, Time Resolved Image, 광학영상

방사선(OTR)

응집물질 

물질과학, 신재료, 고체물리학, 재료과학, 신물질개발, 

재료물리학, 물성 분석, 구조특성, 표면/경계면/박막, 

나노물리, 반도체, 분자물리학, 신소재물성분석, 물성 

및 물질의 조성분석, 질량분석

천체

우주의 진화와 암흑물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  핵천체

물리, 행성연구, 우주의 화학구성 요소들의 창조기원, 

핵우주물리

화학
무기화학 촉매화학(촉매의 나노구조 주형)

고분자화학 분자과학, 폴리머, 폴로이드 작용, 표면 및 필름의 형상

역사 고고학 연대측정

생명

과학

분자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세포구조/운동

생화학/구조생물

학

단백질 구조와 기능, 구조생물학, 복잡한 단백질구조 

분석

생명공학 융합바이오, BT 응용연구, 바이오공정/기기

기타생명과학
생물학(일반), 생명공학(일반), 생명과학(일반),  생물물

리, 방사선 생물학, 기능생물학

<표 3.2.1> 가속기를 이용한 기초과학 분야의 활용 사례

○ (에너지/환경 분야)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 또는 효율 증진이 기대되며, 환경문제 

개선에도 기여

- 중성자 빔 또는 X-선 조사 이용 신소재를 개발을 통한 수소 저장 매체 개발, 

바이오 에너지 개발, 전력망의 전력 수송 혁명, 탄소 격리 기술 개발, 태양 광 

기술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 발전에 가속기를 이용해 토륨 같은 

자연적으로 핵분열이 되지 않는 물질을 인공적으로 분열시키는 방법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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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핵연료의 양을 증대시키는 연구를 수행 중

- 차세대 핵분열 및 핵융합 기술에는 현재 반응로에 사용되는 소재보다 더욱 

강한 방사선 저항성을 가진 소재가 요구되므로 가속기에서 인출되는 입자 빔을 

이용한 가상의 반응로 실험을 통해 방사선 저항 신소재 개발이 수행되고 있음

-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 금속현관, 빗물받이, 전기기구 외장 케이스 등에 증착

도금을 기존공정 대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전자 가속기로 대체함으로 95%

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어 이를 위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핵종 변환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의 장수명핵종을 소멸시키고 오염된 지하수나 

폐기물에서 유해한 약물을 제거하는 데에도 가속기 인출 입자 빔 활용

- 식량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옥수수 줄기에 전자가속기 인출 입자 빔을 조사하여 

바이오 에너지 생산 원료로 이용함으로써 기존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의 

발생 억제

분야 소분류 세부내용(가속기 활용 사례

에너지 에너지 태양전지, 신생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

환경

원자력 안전 및 
폐기

중성자 차폐 성능 검사

방사선 기술
방사선 연구, 방사선 동위원소/화합물 생산기술, 중성
자 응용 기술, 중성자 생성, 중성자과학

<표 3.2.2> 가속기를 이용한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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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1. 개요

 가. 설립배경

○ 근거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

- 한국원자력의학원 정관 제31조의2

○ 원자력기술의 평화적 이용, 수용성 확대

- 주민 밀착형 병원과 핵과학 연계된 첨단 융복합산업 벨트 구축(첨단 방사선기술

개발사업 및 연구시설 단지 조성)

○ 연구중심 병원 건립, 암진단 및 치료의 허브

- 방사선의학 연구를 통한 암진단 및 치료

- 신약 신물질 개발, 사이버나이프형 첨단의료기기

-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병원 및 대학과 연계된 연구의 중심

○ 해운대 연계 의료관광산업 육성

- 동북아 암진단 및 치료, 휴양산업 육성

○ 국내 최대 원전 밀집지역에 대한 지역 배려

- 원전은 지방, 혜택은 서울이라는 부정적 견해에 대한 보상

       원자력발전소 전국 23기 중 동남권 17기

 나. 추진 경위

○ ‘03년 12월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사업비 50억원 반영

○ ‘04년  2월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추진단 발족

○ ’04년  2월 ~ 8월 :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B/C Ratio 0.76, AHP 0.38)

- 경제적 타당성은 낮으나, 지역균형 발전 및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본 사업의 타당성 인정

- 동남권의학원의 경쟁력 확보(차별화) 및 동북아 의료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2차 

사업으로 의료용 중입자치료기 설치 요구하였으나, 대규모 국가연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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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선적으로 동남권 건립사업 추진

○ ‘06년 10월 : 신축공사 착공

○ ‘10년  4월 : 건축공사 준공

○ ‘10년  7월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2. 주요 사업

 가. 연구사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본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부출연금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정부출연금 연구사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연구기관지원사업 형태로 정부

에서 지원되는 출연금으로 ‘방사선의학 임상적용 및 지역협력 기반구축 사업’ 

등 시설비 등을 제외하고 50억원 규모로 연구사업 수행

- 수탁연구사업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은 '11년 부산광

역시 5대 전략과제로 선정된 ‘의료용 선형가속기 개발’을 비롯하여 산업부, 

미래부 등으로 부터 '13년 기준 약 6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고 있음

 나. 의료사업

○ 7대 암센터 및 6개 진료과로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 주민에 대한 암

진료 서비스 시행

- 기관 역할과 특성화 방향을 감안하여 암센터별 차별화 • 전문화 추진

- 환자중심 팀 진료 체제로 다학제 협력 진료 강화

○ 병원은 300병상 규모로 환자 수는 연간 약 20만명 정도이며, 진료수입 규모는 

약 600억원 수준임

○ 부산지역 최초로 4세대 사이버나이프를 도입하였고, 선형가속기 치료, PET-CT를 

통한 정밀한 암진료 등 방사선의학의 동남권 지역 의료를 선도하고 있으며 다빈치 

로봇 수술 장비를 설치하여 더욱 정교한 첨단 의료를 실현해 나가고 있음

○ 2016년 이후 중입자 치료기가 완성 되면 기존 치료로 어려웠던 암 치료가 가능

해지는 등 더욱 치료율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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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의학에 특화된 암질환 진료체계]

<그림 3.3.1>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주요 기능

   

<그림 3.3.2> 의료용 중입자치료기 건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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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1. 개요

 가. 구축배경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100MeV 양성자가속기 및 빔 이용 연구

시설을 개발하고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를 구축함(2012.12)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2.7 ~ 2012.12 (10년 6개월)

  - 총사업비 : 3,143억원 (정부 1,936억원, 경주시 1,182억원, 산업체 125억원)

  - 주과기관/유치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 경주시

  - 사업목적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100MeV 양성자가속기 및 빔이용 연구시

설 개발 및 연구센터 구축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

사업 목표 수행기관 사업재원

 ① 100MeV 양성자가속기 개발 및 양성자 빔 이용기

술과 가속장치 응용기술 확보
사업단

국비+

민간부담금

 ②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설 사업단/경주시 국비+지방비

  *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 •추진: KDI 시장동향 조사, 후보사업별 타당성 

검토 및 세부기획 결과(KISTEP, (구)과기부 등)를 반영하여 선정 • 추진됨

  * 정부의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 사업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연

계 추진 결정(국무회의, 2003.4월)에 따라 사업유치 후보지역 주민투표 방식으로 경상북

도 경주시가 사업유치기관으로 선정됨(2006년)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종료(2012.12.31.)에 따른 (구)교과부의 양성자가속기 

사업운영 체제 전환 결정과 기초기술연구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를 2013년부터 운영 착수

       관련근거: 교과부 미래기술과-4932(사업이관 및 협약변경 승인 통보, 

‘12.12.17) 및 제158회 기초기술연구회 이사회 의사록(’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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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시설

○ 100MeV 양성자가속기 및 빔 이용 연구시설

- 100MeV 양성자가속기: 이온원과 LEBT로 구성된 50keV 입사기, 양성자 빔을 

3MeV 까지 가속하는 RFQ 가속장치, 양성자 빔을 100MeV 까지 가속하는 

DTL 가속장치로 구성. 20MeV 양성자 빔을 인출 • 활용하기 위하여 DTL은 

20MeV DTL-I과 100MeV DTL-II로 구성되었고, DTL-I과 DTL-II 사이에는 

20MeV 빔 인출과 정합을 위한 MEBT 시스템을 갖춤

< 양성자가속기 및 빔라인 >

주요 설계 파라메터  DTL-I DTL-II

최대 첨두 빔전류  20 mA

에너지  20 MeV  100 MeV

최대 반복률  120 Hz  60 Hz

최대 펄스폭  2 ms  1.33 ms

최대 빔듀티(Beam duty)  24%  8%

최대 평균 빔전류  4.8 mA  1.6 mA

<표 3.4.1> 100MeV 양성자가속기 제원

- 빔라인 (빔이용 연구시설):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의 양성자 빔 이용 연구수요와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총 10기(20MeV • 100MeV 각 5기)의 빔라인 설계. 현재 

2기(20MeV • 100MeV 각 1기)의 빔라인 구축 • 운영 중( 13.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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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빔라인 주요 활용분야 평균 빔전류 조사조건 빔직경 비고

20
MeV

빔라인

TR21 반도체 600μA 수평 대기 100mm

TR22 생명 • 의료 60μA 수평 대기 300mm

TR23 재료, 에너지 • 환경 600μA 수평 대기 300mm 운영중

TR24 기초과학 60μA 수평 대기 100mm

TR25 동위원소 1.2mA 수평 진공 100mm

100
MeV

빔라인

TR101 동위원소 600μA 수평 대기 300mm

TR102 의료(양성자암치료) 10μA 수평 대기 300mm

TR103 재료, 에너지 • 환경 300μA 수평 대기 300mm 운영중

TR104 기초과학, 우주항공 10μA 수평 대기 100mm

TR105 중성자원, 조사시험 1.6mA 수직 진공 100mm

<표 3.4.2> 양성자가속기 빔라인 설계 내역

       빔라인 8기(20MeV • 100MeV 각 4기) 확충 계획

         연차별로 2기(20MeV • 100MeV 각 1기)의 빔라인 구축

         연구수요, 파급효과, 가속기 설계 성능 달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

         소요예산 및 기간: 34,404백만원, 4년(2015~2018)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MeV
빔라인

생명 • 의료
(TR22)

반도체
(TR21)

동위원소
(TR25)

기초과학
(TR24)

100MeV
빔라인

동위원소
(TR101)

의료
(양성자암치료)

(TR102)

기초과학,
우주항공
(TR104)

중성자원,
조사시험
(TR105)

소요예산
(백만원)

7,914 9,226 7,017 10,247

○ 저에너지 이온가속기

- 기체 이온가속기: 수소, 질소, 산소 등의 기체를 이온화·가속하여 시료나 제품에 

조사하는 장치

- 금속 이온가속기: Co, Fe, Cu, Mn 등의 금속을 이온화·가속하여 시료나 제품에 

조사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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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류 이온가속기: 대전류(수백mA) 기체 이온빔을 가속하여 수직으로 시료나 

제품에 조사하는 장치

<그림 3.4.1> 이온가속기 구성

       이전 설치 및 확충 계획

         양자가속기연구센터 시설관리동에 설치 운영중인(‘13.2~) 이온가속기(3기)

를 빔이용연구동이 완공 후 이전 설치 예정(’14.11)

         이용자의 연구수요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온 종과 에너지 

및 빔전류 스펙트럼을 확대하기 위하여 1MV급 이온가속기와 3MeV급 

RFQ 이온가속기를 개발 구축 예정

2.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이용 및 산업화 현황

 가. 양성자 빔 활용 및 서비스 현황

○ 2013년도 양성자가속기 및 빔라인(2기) 운영 현황

- (경과) 구축완료('12.12), 시운전 및 시설검사('13.4.23~7.18.), 양성자 빔 서비스 

착수('13.7.22, 빔라인 2기)

- (운영현황) 가속기 운전 2,290.7시간, 이용자 빔 제공 432.2시간

○ 2013년도 이용자 지원 현황( 13.7.22~12.20, 77일)

- 이용신청 51개 과제 중 34개 과제에 대하여 빔타임을 배정하고 빔 서비스를 

지원함(지원률 약66.7%). 공정수는 937건을 달성함

<표 3.4.3> 양성자 빔 이용자 현황(2013년)

과제
공정수 이용자 이용기관

신청 이용 지원률

51  34 66.7% 937 7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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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분야 분포

- 연구개발 과제 분포: 생명공학·의학·의공학(28%), 나노·재료·반도체(21%), 기초

과학·우주(28%)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에 활용함

- 연구개발 공정수 분포: 생명공학·의학·의공학(44%), 나노·재료·반도체(10%), 기초

과학·우주(18%) 등의 순으로 생명공학·의학·의공학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함

- 에너지·환경, 원자력·방사선·중성자 분야의 경우는 빔라인 확충 및 빔 파워 

증강과 더불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개발 분야별 공정 분포 > < 연구개발 분야별 과제 분포 >

<그림 3.4.2> 양성자 빔 이용분야 구성

○ 이용자 소속기관 분포

- 이용자의 소속기관 및 공정수 분포를 분석하면 연구기관, 대학, 및 산업체의 

순으로 양성자 빔을 이용한 연구개발은 초기 단계로 산업화 기술 개발 보다는 

전단계인 기초 및 응용 연구단계에서 주로 활용됨

- 향후 동위원소, 반도체, 조사시험 용 빔라인이 구축되면 산업적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적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이용자 소속기관 분포 > < 공정수 산학연 분포 >

<그림 3.4.3> 양성자 빔 이용기관 구성

 나. 이온 빔 활용 및 서비스 현황

○ 2013년도 이온가속기(3기)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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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현황) 이온가속기 운전 2,952시간 (기체 1,304시간, 대전류 992시간, 금속 

656시간), 이용자 빔 제공 1,100시간 (기체 524시간, 대전류 400시간, 금속 176

시간)

- 이용 이온: 11종 (H, D, He, Ne, N, Ar, Xe, Co, Fe, Cr, P)

○ 2013년도 이용자 지원 현황( 13.1.2~12.31, 167일)

- 이용신청 39개 과제 중 32개 과제에 대하여 빔타임을 배정하고 빔 서비스를 

지원함(지원률 약82.0%). 공정수는 622건을 달성함

<표 3.4.4> 이온 빔 이용자 현황(2013년)

과제
공정수 이용자 이용기관

신청 이용 지원률

39 32 82.0% 622 66 21

○ 연구개발 분야 분포

- 연구개발 과제 분포: 나노·재료·반도체(89%), 기초과학·우주(7%), 에너지·환경

(4%) 분야의 연구개발에 활용하였으며,

- 연구개발 공정수 분포: 나노·재료·반도체(88%), 기초과학·우주(9%), 에너지·환경

(4%) 분야 순으로 활용하여 나노·재료의 광학적, 전기적, 기계적 특성변화 연구

개발에 주로 활용됨

< 연구개발 분야별 공정 분포 > < 연구개발 분야별 과제 분포 >

<그림 3.4.4> 이온 빔 이용분야 구성

○ 이용자 소속기관 분포

- 이용자의 소속기관 및 공정수 분포를 분석하면 연구기관(29%), 대학(38%), 산

업체(33%)의 순으로 이온빔을 이용한 연구개발은 기초 연구부터 산업화 기술 

개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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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소속기관 분포 > < 공정수 산학연 분포 >

<그림 3.4.5> 이온 빔 이용기관 구성

 다. 기업과의 연계 지원 활동 및 성과

○ 이용자협의회를 통한 양성자 및 이온빔 이용기술 개발 저변 확대와 기술개발 지원

- 12.11월 이용자협의회 발족 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14.1월 현재 총 회원수 

307명 및 회원기관 111개로 확대. 이중 41개 산업체 회원사에 59명의 회원을 

확보함

< 이용자협의회 회원 > < 이용자협의회 회원기관 >

<그림 3.4.6> 양성자가속기 이용자협의회 구성현황

○ 빔 이용 기술 상담, 빔 서비스, 결과 분석 상담 등 포괄적인 빔 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 극복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기술지도 22건 수행

      수혜기관: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 LG 생산기술원, 현대중공업, 태양금속공업, 

(주)거성, (주)바이오알파, SCA, S&T, (주)탑스코, (주)HS, 밸류엔지니어링, 사파

이어테크놀로지, 젠셀, 한남유니티, 케이앤피테크,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성균관대, 부산대, 동서대, 경북대, 경북농업기술원, 파이버프로

○ 특히,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극복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전

담인력을 배치하고 빔 이용료를 100% 감면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14. 1월 이후)



- 60 -

3.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이용 산업 전망

○ 양성자가속기의 산업적 활용 전망

- 산업기술의 고도화로 기술개발 영역이 마이크로에서 나노로 진행되어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원자단위(나노수준)에서의 신기술이 요구됨. 원자단위 수준

에서 물질 구조롤 변형시켜 첨단 기능성 신소재, 신물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개발 또는 제조 수단으로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개발이 주목받고 있음

-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국내 산업체의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신종 동위원소 개발 및 생산, 고효율 전력반도체 개발 및 생산, 우주

항공 부품 내방사선 시험, 원자력 및 핵융합 재료 연구개발 등을 위한 수요 

증가 추세

○ 이온가속기의 산업적 활용 전망

- 수소, 헬륨, 질소, 알곤 등 기체 이온과 철, 크롬, 망간, 코발트 등 금속이온을 

포함한 다양한 이온을 수십 keV에서 수 MeV로 가속하여 재료 표면의 기계적 

특성, 화학적 특성, 광학적 특성, 전기적 특성을 변화 시키는 표면개질 기술 

개발에 활용

- 최근에는 이용자 수요 충족을 위하여 고에너지(MeV급) 또는 대전류(수백 

mA) 이온가속기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효율적인 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밀도 및 운전 안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진행

되고 있음

- 반도체 공정용 이온가속기는 상용화 보급되어 반도체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세계적

으로 약 2만대 정도가 활용되고 있고, 국내에는 약 400대가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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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5> 양성자가속기 이용분야 및 기술

산업 핵심기술 활용시설

자동차

-2차전지 소재(전극, 멤브레인, 전해질 등)

-고효율 전력반도체 개발

-TLA(ThinLayerActivation)

-철강/플라스틱 강화 처리

방사광원/중성자원

양성자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이온가속기

철강
-특수 강판소재 개발

-박판 내식성 표면처리

중성자원

이온가속기

에너지

-대용량 고효율 전력반도체 소자

-바이오 디젤 생산용 녹조류, 유체 유전자원

-태양전지용 초박막웨이퍼

-차세대 원자로용 극한(강산성)내식성 재료

-장수명 핵종 소멸처리 

양성자 및 전자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이온가속기

중성자원

섬유 -고강도 고탄성 탄소, 고기능성, Sorona 섬유 방사광가속기

가전

-고효율 도광판 나노가공

-초소형 모터용 강자성 재료

-고효율 LED, OLED 등

이온가속기

방사광원/중성자원

이온가속기

바이오

-단백질 기반 바이오 항암제 

-신약 조성 및 수소거동 분석

-친환경 식물, 미생물 유전자원 

방사광원/중성자원

중성자원

양성자가속기

의료
-의료용 동위원소 개발 및 생산

-양성자/중입자 암치료

양성자가속기/원자로

양성자/중입자가속기

화학

-고강도 내열 특수 폴리머나노복합 소재

-기능성(전도성, UV투시성 등) 표면처리

-생분해성 친환경 세재

방사광원/중성자원

이온가속기

방사광원

나노/재료
-고효율 나노촉매 제조 생산

-생체모방 소재

양성자 및 전자가속기

이온가속기

물 -마이크로/나노포어(기공) 형성 이온가속기

금형 -초정밀 금형 표면처리 이온가속기



- 62 -

제4장 동남권 방사선시설 활용성 제고 및 지역발전방안

제1절 동남권 방사선시설 특화방향

1. 방사선 시설 관련 지역클러스터 현황

 가. 전국 현황

○ 전국적으로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약 약 26개 방사선시설(50억원 이상, <표 

1.2.2> 참조) 구축

○ 서울 • 대전 • 전북 정읍 • 부산 기장 등을 중심으로 약 1조 9,700억원 규모의 방

사선 시설 완성되었거나 구축 중에 있음

<표 4.1.1> 권역별 방사선 시설 및 관련 클러스터 현황

원자력의학원, 대형연구병원

방사선동물실험실, 전임상실험실

RI 이용 신약개발 플랫폼 신규 구축 증

원자력연구원, KAIST 등 출연(연)

하나로 및 부대 연구시설

방사선 측정 표준시설 등

  제1원자력밸리 완성, 제2원자력밸리 추진 중

방사선의학 및 임상연구 수도권 중부권 중성자기반 기초·원천 연구

방사선 융합 연구 서남권 동남권 RI 생산 • 방사선치료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대형방사선조사시설)

방사선기기공동연구시설 구축 등 추진

RI Biomics 센터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추진

  기장 의과학산업단지 조성 계획

 나. 동남권 현황

○ 시설구축 현황

- 동님권 지역은 제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방사선치료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시설을 구축 중에 있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2010), 중입자가속기(2016), 연구용원자로(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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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동남권 방사선시설 현황

○ 부산시 방사선 의과학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개요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개요

       ⋅ 사업규모 : 총면적 1,496천㎡ (총 45.3만평)

       ⋅ 사업기간 : 2010~2015(사업방식 : 공영개발)

       ⋅ 사 업 비 : 3,531억원 (공사비 2,012억원, 보상비 1,357억원, 기타 162억원)

       ⋅ 주요시설 : 산업시설, 연구시설, 의료시설, 지원 및 공공시설 등

- 추진경과 및 계획

       ⋅ 2012.6 : 산업단지 계획승인

       ⋅ 2012.12 : 부지보상 협의

       ⋅ 2013 : 부지공사 착공

       ⋅ 2015 : 단지조성공사 완공

<그림 4.1.2>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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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남권 방사선 산업 특성화 추진방안

○ 동남권 지역의 방사선 산업 특징

- 국내 유일의“중성자 치료기(중입자 가속기)”보유 전망

- 국내 최대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중성자 조사 서비스 기능 보유

대전의 “하나로”에서도 동위원소를 생산하나 극히 일부에 국한(다목적연구로 

성격으로 중성자 빔 이용, 재료 조사, 방사화 분석 기능도 수행)

정읍과 서울의 싸이클로트론에서도 동위원소 생산이 가능하나 원자로에서 

생산된 동위원소 핵종과 차이가 있음

원자로 생산 핵종(131I, 99mTc, 89Sr, 188Re 등), 싸이클로트론 생산핵종(123I, 

124I, 68Ge 62Zn, 57Co, 103Pd, 186Re, 18F 등)

○ 지역차원의 방사선 산업 육성의지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역 숙원사업과 연계

- 부산(기장)의“방사선 의과학 클러스터”조성계획을 수립하고,‘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 방사선의과학기술원, 전력반도체 Fab. 구축 등을 추진하는 등 방사선 

산업 육성에 적극적임

- 지역에서 추진 중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연구기능과 전력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 동남권 지역은 구축되는 방사선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방사성동위원소·중성자 

조사서비스 및 방사선 의료에 초점을 둔 원자력산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

- 국내 최대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가공 및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 대전‘하나로’의 중성자 조사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중성자 산업 창출

중성자 도핑 서비스 및 중성자 비파괴검사·측정 산업 등

- 부산(기장)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의료·휴식·관광의 힐링단지로 육성

일반적인 진단·치료 기능으로는 

- 경주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관련하여 부산(기장)의 신형연구로와 연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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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동남권 방사선시설 특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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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사성 동위원소 및 의료산업 육성

1. 방사성 동위원소 및 의료산업 현황과 전망

 가. 동위원소 활용현황

○ 방사성동위원소는 대전 "하나로", 7개 권역별 13MeV 사이클로트론, 정읍의 30 

MeV 사이클로트론, 원자력의학원의 30 및 50Mev 사이클로트론과 기타 소형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산 • 공급하고 있음

- 국내 RI 시장은 2011년 기준 약 2,700억원 규모로, 이중 의료용 동위원소 수입이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국내 일부기업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가공·공급하고 있으나 국내 공급분은 

제한적이고, 대부분은 해외에서 원료 또는 와제품을 수입·배분하는 수준이며, 

그나마 기업도 중계무역 수준의 영세기업 수준임

- 2017년 이후 기장의 신형 연구용원자로가 가동되면 의료용 동위원소 국내자급과 

함께 해외 공급도 가능한 규모까지 성장할 것임

○ 원자로 생산핵종

- (의료용) 2010년도 통계에 따르면, Mo-99/Tc-99m, I-131, I-125, Y-90 등이 진단·

치료목적으로 국내 병원에서 주로 사용. 이외에도 Sr-89, Lu-177, Sm-153, 

Ho-166, Cr-51 등이 사용되었으며, Ir-192는 근접치료 방사선원으로 이용되었고, 

C-14와 H-3 표지화합물을 수입하여 제품으로 가공 또는 의료목적 연구에 사용

되고 있음. 2012년도 하나로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의료용 동위원소는 I-131, 

I-192, Au-198, Lu-177 이며 공급된 양은 1,531Ci임

- (산업용)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중, Co-60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Ir-192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소량의 Sr-90, Se-75, Ni-63, Kr-85, Cs-137, Am-241 등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음. 2012년 하나로에서 생산·공급한 산업용 동위원소는 

대부분 Ir-192였으며, 미량의 게이지용 Co-60을 생산하여 공급한 바 있고 공급된 

Ir-192의 량은 216,000Ci임

○ 가속기 생산핵종

- 가속기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대부분 의료목적 용도로서, 국내 가속기

에서 생산되는 주요 핵종은 13MeV 소형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F-18이며, 원자력

의학원이 보유한 30MeV에서 생산되는 Tl-201이 그 다음을 차지함

- 이외에도 갑상선 진단용으로 이용되는 I-123이 원자력의학원에서 생산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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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사이클로트론 설치가 증가되고 FDG를 이용한 암 진단이 전국적으로 보편화

됨에 따라 F-18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2010년도 국내에 공급된 

Tl-201의 량은 약 128Ci임

<표 4.2.1> 방사성동위원소 세계시장 규모

방사성동위원소
시장가격 
($ million)

점유율(%) 비고

Co-60 210 45.6 중수로 이용 생산 

Mo-99 117 25.4

Tl-201 55 12 가속기 이용 생산 

기타 78 17

총 합 460 100

  자료 :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2008

 나. 동남권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전망

○ 원자로 생산 핵종 (의료용)

- 기장 신형연구로의 가동과 함께 다양한 의료용 동위원소가 생산될 전망

- 하나로의 동위원소 생산 역량은 주로 국내에서 대량으로 소비되는 I-131의 생산에 

치우쳐져 있었으나, 기장 신형연구로에서는 Fission Mo-99와 함께, I-131, Lu-177, 

Sm-153, P-32/33, Y-90, Cr-51, C-14 등 국제시장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의료용 

동위원소가 생산될 것임

- 이 중에서 연구로의 동위원소 생산시설에서 창출될 고부가가치 방사성동위원소는 

Fission Mo-99, I-131이며, 반면 Lu-177, Sm-153, Y-90, C-14 등은 연구기반 표지

화합물로의 제조를 통해서 초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들 핵종을 이용한 표지화합물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그오, 특히 기장 

연구로에서의 C-14 생산은 기존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 개발 

플랫폼 사업과 정읍의 RI Biomics 사업과 연계되고, 이미 C-14 표지화합물 

합성기술을 보유하고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산업체가 국내에 존재 

하는 바 생산부터 연구와 산업화로 연결되는, 즉 수요처가 확보된 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적으로 Fission Mo-99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점차 

저농축우라늄을 이용한 생산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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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Fission Mo-99 생산 연구로인 프랑스의 OSIRIS가 2015년, 캐나다의 

NRU는 2016년, 네덜란드의 HFR은 2018년, 벨기에의 BR2가 2022년에 순차적

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프랑스의 OSIRIS 원자로는 JHR 

원자로가 운전에 들어감에 따라 임무를 승계하겠지만, 캐나다의 NRU는 

MAPLE 원자로가 실패함에 따라 전혀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국제적으로 

Fission Mo-99 수급을 우려하고 있음

- 또한 유럽의 HFR이나 BR2 원자로의 경우 후속 원자로 건설이 발표되었지만 

여러 여건 상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공급은 신규 연구로의 건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7년 이후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

- 이밖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Fission Mo-99 생산 원자로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남미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시일 내 실현에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기장 연구로가 계획대로 2017년에 가동이 시작될 경우, 우리나라는 무리 

없이 세계 의료용 동위원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당 

2,000Ci (조사후 8일 기준)의 Fission Mo-99를 생산하는 2022년에는 세계수요의 

15% 정도를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여러 변수가 존재 하는 바, 호주의 ANSTO와 남아공의 NTP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유사한 생산량을 가진 국가와 

협력관계를 맺어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 원자로 생산 핵종 (산업용)

- 기장 연구로에서 생산될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는 Ir-192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연간 40만 Ci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산된 Ir-192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제품화되어 해외로 수출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원료상태로 수출될 것임

- 하나로에서도 기존의 Ir-192 생산량 (년간 40만 Ci)을 유지할 것이므로 국제시장의 

주요 공급국이 될 것으로 판단함

○ 가속기 생산핵종

- 현재 국내에는 소형 사이클로트론의 설치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FDG를 

이용한 PET 검사도 보편화됨에 따라 시장의 성장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국내에서 F-18을 이용한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는 바, 이의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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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의학원이 보유한 30MeV 사이클로트론은 RI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되는 2017년 이후 그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정읍의 

30MeV 사이클로트론도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가속기 기반 방사성의약품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는 별도로 경주 양성자 가속기의 50MeV 및 100MeV 대전류 빔 라인의 

가동으로 기존에 국내에서 생산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핵종의 생산이 가능해 

질 것이며, 기장 연구로는 경주 양성자 가속기에서 조사된 표적을 처리하여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핫셀이 배정됨에 따라 향후 신산업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표 4.2.2  양성자 가속기 핵종>

양성자 빔 에너지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너지(30-100MeV)
Ti-44, Co-57, Ga-67, Pd-103, In-111, Tl-201, 

I-123, I-124, In-111 

고에너지(>100MeV)
Na-22, Al-26, Mg-28, Si-32, Cu-67, Ge-68, 

Sr-82, Tc-95

 다. 동남권 방사선 의료산업 현황

○ 부산지역의 의료기관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22개 종합병원과 5개 대학병원, 

일반병원 • 한방병원 등을 비롯하여 900여 기관이 있음

- 이중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사이버나이프, 컴퓨터단층촬영기(CT), PET-CT, 로봇

수술기, 선형가속기 치료기, 디지털혈관측정기, MRI 등 핵의학영상장비를 보유

하는 등 방사선치료 분야의 선도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7개의 암센터, 304개의 암 전문병상, 방사선 

의학 분야 기초연구를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방사선의학 특성화 전문연구기

관으로서 방사선 사고와 재난발생시 비상진료 기능 수행을 위한 ‘방사선 비상

진료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음

○ 반면 의료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 빅5 병원(서울대병원 등)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우선적으로 부산권역의 의료 환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타 

병원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공급환경 구축이 필요함

- 이런 측면에서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 우는 중입자 치료기를 건설(‘16년 완공)

중에 있어 국내는 물론 중국·동남아 등 의료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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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남권 방사성 동위원소 및 의료산업 육성방안

○ 방사성 동위원소 산업 육성방향

- 현재는 방사성동위원소를 가공·생산·보급 여건이 열악하여 대체적으로 해외

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 삼영유니텍, 호진산업기연 등이 국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가공·공급하고 있

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영세수준으로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공급하는 중개무역 

수준임

- 따라서 2017년 이후 기장 연구로가 운영되면 국내에서 대량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원료 생산이 가능하므로, 국내기업이 직접 완제품으로 가공·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림 4.2.1> 방사성동위원소 기업 육성방향

○ 방사성 동위원소 전문기업 설립방안

- (기업형태) 방사성동위원소를 전문적으로 가공·생산하는 특수목적의 전문기업

(SPC)을 설립 • 육성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안정적 RI 공급체계 구축 및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시킴

     원료공급은 물론 완제품 생산까지 담당함으로써 고부가가치(약 3배 이상) 창출

- (설립방식) 특수목적 기업은 방사성동위원소라는 공공성, 독점 가능성, 연구로 

이용의 전문성 및 취급의 안전성, 특정 동위원소 취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특정기업이 담당하는 것 보다 기존 기업(지자체의 참여도 가능)의 자본이 

참여하고, 연구로 운영자의 기술이 합작된 ‘연구소 기업’ 성격으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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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시점) 연구소기업 사업타당성 검토(2015), 연구소기업 설립(2017)

- (매출전망) 향후 기장 연구로 본격 가동 후에 현재의 수입대체 규모(104억원/연)와 

수출규모(450억원/연)를 환산하면 최소 연간 500억원 이상의 매출 발생 가능

- (특기사항) 연구소 기업으로 설립되면 일정기간 법인세 등의 면제효과가 있으나, 

연구소 기업이 입주해야 할 기장군의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는 부산 연구개발 

특구 입지가 아니므로, 첫째 기장의 산업단지를 특구범위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과 

둘째, 연구소기업의 일반 사무실을 부산 특구 내에 위치하는 방안(단 생산시설은 

연구로 부지 내에 설치)이 있음

○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유통구조 개선 및 해외 유통체제 확립

-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유통생태계는 대부분 영세기업 중심으로 외국으로부터 

방사성동위원소I를 수입·공급하는 중개무역 수준임에 따라 해외 공급을 위한 

유통망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따라 기장 신형연구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유통체계는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바, ① 기업생존 측면에서 기존기업을 활용하는 방안, 

② 방사선진흥협회 등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유통망을 구축하는 

방안, ③ 새롭게 전문 유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기존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의 경우 기존 중소·영세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그들의 역량을 유지·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방사성동위원소의 

대규모 유통 측면에서 단기간 내에 국가 동위원소 수급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음

- 둘째, 방사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국내의 유통망을 구축하는 경우 복잡한 방사성

동위원소 유통구조를 개선·체계화 할 수 있고, 국내 유통구조 확립과 함께 미약한 

기업환경 하에서 영세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기관에 

혜택을 부여한다는 시비가 있을 수 있고, 현재의 방사선진흥협의 기능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 셋째, 새롭게 전문 유통기업을 신설하는 방안은 국내외 유통망을 단기간에 확립

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기업 중심으로 

방사성동위원소 공급의 독점 폐해를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전문유통기업은 단일 

기업보다는 유통기업군을 형성하여 기존기업들이 역할 분담하는 체제를 고려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① 기존기업을 유지·발전시키고, ② 영세

기업의 난립을 막고 기업의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며, ③ 공공성의 방사성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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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세 가지 (안)을 종합화하여 일차적

으로는 컨트롤 타워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선진흥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기존기업과 신생기업이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유통망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방사성동위원소의 해외 유통은 현재로선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내 

형성되는 유통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을 이룰 때 까지는 KOTRA 및 기존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 등을 활용하여 전략적인 수출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전문기업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형성·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4.2.2> 방사성동위원소 전문기업 설립방안

○ 동남권 방사선의료서비스 선진화 방향

-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치료 전문기관으로서 

타 지역(특히 수도권)과 비교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수요자가 판단할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동남권 지역은 현재 추진 중인 중입자 가속기를 성공적으로 완성

하면 타 지역 대비 차별화된 시설·여건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국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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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수요자 유인에 우위를 갖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대규모 입자치료 

학술대회(IPAC, PTCOG 등) 등을 유치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함은 

물론 국내 암 병원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병원 간 협력체제로 운영되는 진료·

치료서비스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함

- 한편 중입자치료기가 국내 유일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전유

물로서의 개념보다는 공공성을 부여한 중입자 치료센터 기능을 부여하여 전국의 

병원에서 공동으로 치료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활용빈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방사성성의약품 개발,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의료계와 연계한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남권 방사선 전문 의료기능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함

- 그리고 중입자치료기가 설치되는 기장지역을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료·휴식·관광·

쇼핑이 공존하는 “힐링단지” 개념으로 조성하여 국내는 물론 중국·동남아 지역의 

“신 의료 한류문화” 정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2.3> 동남권 방사선의료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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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성자 산업 육성

1. 중성자산업 개요

○ 모든 물질은 중성자를 흡수하면 방사선을 띠므로 중성자를 이용하여 직접 산업 

소재나 재료로서 활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성자 조사를 직접 

산업에 이용하는 분야로는 세계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산업은 반도체가 가장 큰 

분야임

○ 반도체 산업의 실리콘 반도체 중 높은 전류에서 사용해야 하는 전력반도체 소재로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것은 중성자를 이용해 불순물을 도핑하는(중성자 도핑, Neutron 

Transmutation Doping, NTD) NTD-Si 반도체로서 아직 이를 대체할 만한 도핑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임

- NTD 기술은 원자로를 직접 이용하는 분야 가운데 상업성이 있는 매우 드문 

경우로서, 1973년 독일의 전력 소자 회사에서 이 기술을 사이리스터(thyristor, 

반도체 소자의 일종) 생산에 적용함으로써 처음 상업화 됨

- 초기에는 2인치 실리콘 단결정 조사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 8인치 단결정까지 

기술이 성장하였고, 1990년대 연 80톤이던 수요도 150톤으로 매년 7% 정도의 

꾸준한 증가를 보임

- 우리나라의‘하나로’는 세계 수요의 약 10~15%를 공급능력이 있으며, 이 밖에 

OPAL(호주), SAFARI-1(남아공), MURR 및 MITR(미국), BR2(벨기에), FRM-II

(독일) 등의 연구로에서 공급하고 있음

- 원자로를 이용한 전력 반도체 소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NTD-Si 공급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임

○ 반도체 분야의 중성자 도핑이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중성자(thermal neutron)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고속중성자(fast neutron)도 반도체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 웨이퍼에 격자 결함을 발생시켜 소자의 기능 개선이 가능함

- 대부분의 전력반도체용 반도체 소자로 사용되는 웨이퍼는 스위칭 성능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 처리를 함

- 고속중성자를 이용하는 것이 열중성자 방식보다 월등히 우수한 편이나,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연구로는 중성자 실리콘 도핑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니 

때문에 고속중성자 이용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여건임

-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이 보유한 연구로가 유일하게 웨이퍼의 고속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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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소규모로 서비스하고 있음

- 고속중성자는 열중성자를 이용한 실리콘 도핑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가 건설하는 신형연구로에서는 대용량 

고속중성자 조사가 가능한 설계되어 있음

○ 하나로와 함께 기장의 신형연구로는 기존 중성자도핑 시장 규모의 확대는 물론, 

웨이퍼 성능 개선을 위한 새로운 중성자 이용 시장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반도체 산업대상의 중성자 조사 이외에도 최근 중성자 조사 분야가 확대되어 

수소자동차 연료전지, 국방·항공, 원전안전, 선박 등의 분야에서 비파괴검사나 

측정기술을 이용한 중성자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3.1> 중성자 산업의 범위

2. 분야별 중성자 산업 

 가. 중성자 핵변환 도핑 (NTD) 개요

○ 중성자 핵변환 도핑(Neutron Transmutation Doping)은 순수한 실리콘 인고트

(Ingot)를 중성자에 쪼이면 Si-30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S-31이 되고 이는 베타 붕괴를 

통하여 P-31로 변환되어 결과적으로 실리콘 단결정 내부에 불순물인 인(P)를 도핑

하는 효과를 줌으로서 n-형 실리콘 반도체로 변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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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중성자 핵변환 도핑의 원리

○ 실리콘 원자는 중성자와 반응하여 흡수할 확률이 매우 작으므로, 이 방법을 이용

하면 실리콘 단결정 내부에 일반적인 상용 도핑방식에 비해 월등 하게 균일한 

분포의 불순물 도핑이 가능

- 세계적으로 전체 전력 반도체 소자의 12% 정도가 중성자 도핑방식으로 생산된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주로 thyristor, GTO, IGBT 등 고 전력 소자로서 고속 철도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기모터 속도 제어, 송배선 계통 등에 널리 사용됨

 나. 전력반도체 시장현황

○ 세계 시장현황

-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력반도체를 포함한 비메모리 분야의 시장 규모가 메모리 

분야에 비해 약 4배 정도 커, 전체 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

- 비메모리 시장의 점유는 국가별로 미국(54%), 일본(25%), 대만(5.2%) 순이며, 

한국의 경우 약 2.5%로 매우 낮은 수준

- 2009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세계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는 280억$로 2009년 이후 연평균 9%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12%에 해당함 (2011년 SERI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에는 약 400억$ 규모로 성장 전망)

- 차량용 전력반도체 시장도 2004년 이후 연평균 7%대로 성장하여 2008년에는 

190억$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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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반도체 시장에서의 전력반도체 시장 영역 (NIPA, 2010.9)

General

Purpose

Memory

Dynamic RAM (DRAM)

Static RAM (SRAM)

PSRAM

Non-Volatile Memory
Flash Memory

Nor Flash

Nand Flash

ROM

Microcomponent Micro-processor, Micro-controller, Digital Signal Processor

Logic FPGA/PLD, Stand Logic, LCD Driver, others  

Analog IC
Voltage Regulator/Reference, Amplifier/Comparator, Interface,

Data Converter/Switch/Multiplexer

Discrete

Transistor
Power Transistor

BiPolar

IGBT

Power MOSFET

others

Diode

Thyristor

Others

Optical Device Image Sensor(CCD, CMOS), LED Lamp/Display Coupler

Sensor Pressure/Temperature/Accel/Magnetic field sensors

Application Specific Device ASIC, ASSP

○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현황

- NTD-Si 반도체 산업의 value-chain은 실리콘 다결정(poly silicon)으로부터 단

결정을 제조한 후 웨이퍼링으로 이어지는 up-stream과 웨이퍼로부터 칩셋

(chip-set)제조, 모듈 개발과 제품에 최종 적용되는 down-stream으로 구성

- 고속중성자 이용 산업도 전력반도체 소자로서 실리콘 웨이퍼의 성능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이므로 value-chain 상 up-stream에 해당

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chip-set module end-user

열중성자 조사
(NTD-Si)

고속중성자 
조사

up-stream down-stream

<그림 4.3.3> 전력반도체 value-chain 

-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반도체 소재용 고순도 단결정 및 웨이퍼를 제조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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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없어 전량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Up-stream 상에 다결정 회사는 있으나(OCI, 일반 다결정 생산에서 세계 

top class), 전력반도체용 고순도 FZ 실리콘용 다결정 생산 기술이 필요함

∙ 하나로의 NTD-Si 생산은 일본 및 덴마크로부터 중성자 조사 업무만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 고품질로 변화된 단결정은 외국 회사로 보내져 웨이퍼링 후 다시 

국내로 다시 역수입되고 있는 상황임

∙ Down-stream에 해당하는 chip-set과 module도 전력반도체 분야의 경우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일부 조립하는 실정으로 국내 관련 

산업이 취약함

 다. 중성자 도핑 반도체 (NTD-Si 반도체)의 시장 현황

○ 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자동차 등 화석연료 대체 친환경 자동차 개발 급증과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송·배전 수요 증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발전 및 중국, 

인도 등의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효율 증대 필요성 등으로 세계 전력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NTD-Si 반도체 수요도 급격히 증가

- WSTS(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에서는 NTD-Si 반도체의 주요 

수요인 IGBT의 시장 규모가 향후 11%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 것으로 전망

3. 중성자 산업 육성방안

○ 중성자 조사서비스 전문기업 설립

- 현재 중성자 실리콘 도핑은 국내 유일의 ‘하나로‘를 이용하여 원자력(연)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중이나, 향후 기장 신형연구로에서의 용량 증설에 따라 민간영역

에서 전문서비스 기업을 신설·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설립초기에는 ‘하나로’ 중성자조사 서비스(연 40톤) 업무를 담당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기장 신형연구로의 중성자조사 사업까지 수행(연 약 150톤)하여 세계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고, 연간 약 150억원의 조사서비스 매출을 달성

- 연구용원자로 활용이 필수인 만큼 순수한 민간사업자가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구원 창업" 또는 "연구소기업" 형태로 설립

- 기장 방사선의과학단지에 입주하고, 한국과학기술지주회사의 출자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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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타당성 평가 및 기업설립요건 검토, 2015년 전문기업 설립(예: 연구소 

기업) 및 중성자 조사서비스 시범사업 착수, 2016∼2017년 기간 중 기장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입주 및 기장 연구로를 통한 중성자조사 서비스 사업 확대

     장기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와 중성자조사서비스 기업 통합을 통해 경쟁력 확대

- 신설되는 중성자조사서비스 전문기업은 1차적으로 실리콘 도핑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점진적으로 기존 비파괴산업 분야로의 중성자 비파괴기술 접목·진출 추진

○ 전력반도체 산업 지원확대 및 육성

- 부산시 주도로 계획 중인 "동남권 전력반도체 연구기반 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장 신형연구로의 중성자조사 서비스를 통해 반

도체 소재 생산

     기장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에 전력반도체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조사서비스 제공

- Up-stream을 중심으로 동남권 전력반도체 산업체계 구축

∙ 세계 top-class 수준의 다결정 실리콘 회사인 OCI는 초고순도 다결정 생산을 

위한 사업을 계획 중이므로 지역발전 차원에서 적극 유치·지원

∙ 하나로는 세계 최고의 NTD-Si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장의 신형연구로와 

함께 매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기장 연구로가 완성되면 대용량 웨이퍼의 고속중성자 조사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전용 원자로가 될 것임

∙ 웨이퍼는 단결정 제작의 최종 단계이므로, 단결정 제조만 가능해지면 국내의 

전력반도체 산업의 up-stream이 완성됨

∙ 국내 up-stream 완성은 물류비용 면이나, 기간(leading time)면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음 

    - 전력반도체 단결정 제조기술 및 관련 산업 유치 및 지원 확대

∙ Value-chain 상 up-stream 과정의 가장 핵심인 단결정 제조 및 웨이퍼링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기업의 투자 유도 및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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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중성자 서비스 전문기업 설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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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로용 핵연료 산업 육성

○ 연구로용 핵연료 산업현황

- 2014년 1월 기준 현재 전 세계 50여 국가에서 246기의 연구용원자로가 운영 중

이고, 요르단 5㎿t를 포함한 6기가 건설 중, 우리나라의 가장 신형연구로(20㎿t)를 

포함한 12기가 계획 중에 있음 (IAEA 연구로 통계, 2014)

- 전 세계 연구로 중 일부는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저농축 

우라늄 연료로 대체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고, 일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표적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도 저농축 우라늄 선호으로 

대체되고 있음

- 연구로용 연료는 우라늄-알루미늄(U-Al) 합금의 판형(Plate) 또는 봉형(Cylinder) 

연료로서 질카로이 합금 내의 세라믹 UO2 펠렛 방식인 발전용 원자로와 차이가 

있고, 또한 연구로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함으로써 소형의 노심, 높은 중성자 

플럭스, 장주기 재장전 등의 장점이 있어 초창기 연구로에서는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해 왔음

-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비교적 연구로용으로 

20% 이내의 농축우라늄을 권고하는 RERTR(Reduced Enrichment for Research 

and Test Reactor) 프로그램이 1978년 착수됨

- RERTR 프로그램은 1 ㎿ 규모 이상의 연구로에 집중되며, 2007년 기준으로 

207개의 고농축유라눔을 사용하는 원자로 중 129기가 저농축 우라늄으로으이 

전환 대상이었음

- RERTR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 1월까지 헝가리(150㎏), 레르비아, 루마니아, 

리비아, 우즈벡크스탄, 폴란드, 체코, 라트비아,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회수된 

러시아산 고농축우라늄이 회수되어 러시아에 반환되었고, 이어 1월 중순에는 

1,240㎏의 미국산 고눙축우라늄이 유럽과 이스라엘, 터키, 라틴아메리카,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회수됨

- 2014년 3월까지는 총 3,000㎏의 고농축우라늄 및 분리된 플루토늄이 27개 국가

에서 회수되었으며, 14개 국가의 24개 연구로에서 고농축우라늄이 저농축우라늄

으로 대체됨

- 이처럼 미국가 러시아 공급 고농축우라늄은 저농축우라늄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이외의 연구로는 아직 저농축우라늄으로 대체되지는 않고 있음

- 저농축우라늄의 U-Mo 합금 연료를 사용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

에는 미국의 INL, 프랑스의 U-Mo 그룹(CEA, CERCA 등)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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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고농축 우라늄으로 설계된 연구로 현황

국가 방식 출력(㎾) 농축도(%) 연료 공급국

아르헨티나 Pool 500 90 (현재 LEU) 미국

오스트리아
TRIGA 250 20∼70 미국

Argonaut 10 20∼90 미국

벨기에 Tank 100,000 74∼93 미국

캐나다
Pool 5,000 93 미국

Slowpoke 20(x 3) 93 미국

칠레
Pool 2,000 90 프랑스

Pool 5,000 20∼45 미국

중국

Crit fast 0.05 90 중국

Tank 125,000 90 중국

MNSR 27 90 중국

Pool 5,000 90 중국

MNSR 30∼33(x 3) 90 중국

체 코
Tank 10,000 36 (현재 LEU) 러시아

Pool 5 36 러시아

프랑스

Pool 0.1 90∼93 미국

Tank in pool 0.1 3∼93 미국, 프랑스

Crit fast 3 12∼25 미국

Heavy water 58,300 93 미국

Pool 14,000 93 미국

FBR-Phenix 563,000 22∼28, 폐쇄 프랑스

Argonaut 100 93 미국

Homogeneous 1 93 미국

독 일

Pool 4,000 45∼93 미국

Heavy water 23,000 80∼93 미국

Pool 10,000 20∼93 미국

Tank 0.01 36 러시아

가 나 MNSR 30 90 중국

그리스 Pool 4 20∼93 미국

헝가리 Tank 10,000 36 (현재 LEU) 러시아

이스라엘 Pool 5,000 93 미국

인 도
Pool 1,000 93 영국, 프랑스

FBR 40,000 55∼70 인도

이 란 MNSR 30 90 중국

이탈리아 Fast source 5 93 미국

자마이카 Slowpoke 20 93 미국

일 본

Argonaut 0.01 90 미국

Tank 5,000 93 미국

Crit fast 2 20∼93 미국

Tank 50,000 20∼46 미국

Crit assembly 0.1 45∼9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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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방식 출력(㎾) 농축도(%) 연료 공급국

북 한 Pool 8,000 36 러시아

카자흐스탄

Pool 6,000 36 (현재 LEU) 러시아

Tank 10,000 90 러시아

Tank 60,000 90 러시아

리비아 Pool 10,000 80 (현재 LEU) 러시아

멕시코 Triga 1,000 20∼70 미국

네덜란드
Argonaut 30 90 미국

Pool 2,000 20∼70 미국

파키스탄 MNSR 30 90 중국

폴란드 Pool 30,000 38∼80 러시아

포르투칼 Pool 1,000 93 미국

루마니아 Triga 14,000 20∼93 미국

러시아 Various
39 units 

(12>1㎿)
Various 러시아

남아공 Tank in pool 20,000 87∼93(현 LEU) 러시아

스웨덴 Pool 1,000 93 미국

스위스 Homogeneous 2 90 미국

시리아 MNSR 30 90 중국

영국
Fast burst 0.5 37.5 영국

Pool 100 80 영국

우크라이나 Tank 10,000 36 (현 LEU) 러시아

미국 Various
22units, 

(13>1㎿)
Various 미국

우즈벡스탄 Tannk 10,000 36 (현 LEU) 러시아

베트남 Pool 500 36 (현 LEU)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Heavy water 0.001 ∼80 러시아

대 만 Pool 30 93 미국

자료 : http://www.world-nuclear.org/info/Non-Power-Nuclear-Applicarion/Radioisotopes/research-Reactors/

- 이러한 U-Mo 핵연료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더라도 높은 중성자속을 갖도록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능검증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개발한 원심분무 U-Mo 분말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더라도 소개되어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가로부터 호평

을 받았으며, 한국의 U-Mo 분말을 이용한 저농축 연구로용 핵연료 성능검증을 

4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이 공동 수행키로 합의하고, 한국은 프랑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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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한국이 개발한 U-Mo 분말을 공급하기로 하였음

- 현재 세계의 연구로용 핵연료는 봉형(Cylinder)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보다 

높은 연료 성능을 위하여 판형(Plate) 방식의 연료에 관심이 많으며, 4개국 공동

연구에서는 판형 핵연료 실증이 이루어질 전망

- 특히 한국은 2017년 가동계획으로 건설 준비 중인 기장의 신형 연구용원자로에서 

U-Mo 판형 핵연료를 공급할 예정으로, 4개국 공동연구와는 별도로 한국 자체적

으로 핵연료 개발·실증계획을 전개하고 있음

- 2014년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기존 4개국 외에 독일이 

추가 참여하여 판형핵연료 검증을 추진토록 하여, 계획대로 검증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로용 핵연료 시장은 기존 봉형 방식에서 판형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더구나 국제공동으로 수행되는 U-Mo 판형핵연료 검증에는 한국이 개발한 원천

기술인 원심분무 기술로 생산된 분말을 사용함으로써, 국제시장에 한국의 원천

기술 진출이 유망함

○ 연구로용 핵연료산업 육성방안

- 현재로선 세계적으로 저농축 U-Mo 판형핵연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없어 관련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국내적으로는 기장 신형연구로에 동일한 

판형핵연료를 공급토록 연구로 설계가 이루어져 있어 궁극적으로 판형핵연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국내에서 건설 추진 중인 신형연구로에만 U-Mo 판형핵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에는 시장성이 없으므로 산업화 전망이 낮으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U-Mo 핵

연료의 국제공동 검증결과 추이를 보면서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판형핵연료 검증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향후 3∼4년 이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의 결과에 따라 현재 약 3,000∼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연구로용 

핵연료시장이 상당부문 판형핵연료 시장으로 교체·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국제적 전개과정을 보면서 연구로용 핵연료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연구로 수출 증가 및 진출가능 해외사장 규모를 분석하여 산업화 

방안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임

산업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소규모 제조시설 규모의 공급

체제가 바람직

적절한 산업규모 시장형성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기존 핵연료회사(한전원자력

연료(주))가 담당하는 방안과 새로운 제2의 연구로용 핵연료만 전담하는 제2의 

핵연료기업 설립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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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동남권 대형 방사선시설 운영방안

1. 동남권 방사선 시설의 주요 기능 및 운영방향

○ 동남권의 건설되는 대형 방사선시설의 주요 기능은 크게 ‘방사선 의료’ 기능과 

‘방사성동위원소·중성자 산업’ 기능으로 대별됨

○ 방사선 의료기능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중입자가속기’ 등의 대형시설 및 

기관을 중심으로 방사선의학연구, 방사선치료, 중입자치료 등의 세부 기능이 

수행되고 있음

○ 방사성 동위원소 및 중성자이용 산업기능은 현재 건설 중인 수출용 신형연구로를 

중심으로 부산시에서 조성중인 방사선 의과학산업벨트와 연계하여 기능 활성화를 

준비 중에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양 기능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활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으나, 적용 대상과 기술이 매우 전문적이고 차별성이 높기 때문에 각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전문분야별로 특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함

○ 즉 방사선 진단·치료·연구 기능은 전문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연구개발·사업화 등 수출용 신형연구로 관련 산업기능은 

국내유일의 연구로 운영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중입자 치료기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주관이 되어 운영하는 방안이 우선

이지만, 타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중입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칭)중입자치료센터“ 성격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국한

하지 않고 독립법인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신약개발, 생물학 등의 연구 분야는 서로간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직·인력통합 등의 하드웨어 측면의 

조정보다는 공동연구 및 세부 융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고려를 통해 

관련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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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동남권 방사선시설 기능 및 운영방향

2. 신형 연구로 운영방안

○ 기장의 신형연구로 운영을 위한 핵심역할은 크게 ‘원자로운영’, ‘연구개발’과 

함께 창조경제 구현 측면에서 ‘기술사업화’ 기능을 추가한 세 가지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하고, 최소한 이 세 가지 분야가 모두 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당초 계획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원자로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용 신형연구로는 

국내 유일의 연구로 건설·운전경험이 있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

하며, 이를 위한 세부적인 조직은 현재 정읍지역의 첨단방사선연구소 운영체계와 

동일하게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의 조직으로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기장의 신형연구로 운영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가칭)기장연구로(KRR) 운영본부”로 

하여 ‘운영센터’(연구로 운영), ‘동위원소연구센터’(R&D 및 사업화 조직체계로 출범

- 특히 기장에서는 방사선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비즈니스 기능을 수행

하여야만 방사성동위원소 및 중성자산업을 활성화·육성시킬 수 있을 것임

- 방사성동위원 이용 및 연구기능은 서울의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정읍의 첨단방사선

연구소에소 부분적으로 연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초창기에는 기장 지역에서의 

연구역량 확충에 초점을 두면서 타 지역(서울, 정읍)과의 연계·협력방안을 강구하고, 

기장지역이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거점인 점을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및 활용의 중심으로 ‘(가칭)기장연구로이용본부‘를 육성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신형연구로 본체 및 부대시설(동위원소 생산설비 및 중성자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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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등)에 국한되어 있는 사업 외에 연구기능과 사업화 기능을 구축할 수 있는 신규 

국책사업(연구 및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동 건설 사업비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

○ ‘(가칭)동위원소연구센터’에서는 의료·사업용 (신규)방사성동위원소 개발, RI 발

생기 및 취급시스템 개발, RI 분리소재 및 분리기술, 표지화합물 등의 동위원

소 생산·이용기술과 중성자이용기술, 중성자 발생장치 개발 등의 중성자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중추적으로 수행함

-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기업보육·육성을 병행 수행

○ ‘(가칭)동위원소연구센터’는 단기적으로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동위원소이용

연구부 기능을 흡수하여 30~50여명 전문 연구인력으로 출범하여 점진적으로 약 

100여명의 임계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대학의 기초연구기능, 정읍의 

RI 바이오믹스, 서울의 RI신약 플랫폼 등 전국에 산재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유관연구기능의 거점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

체계를 정비해 나감

○ 또한 본 센터 내에 연구와 기술사업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TLO

조직을 설치·운영함으로써, R&DB 기능을 확충함

- 기본적으로 전문 TLO조직은 동남권의 방사선의과학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공동 TLO형태로 설치하여 확대·발전시키며, 기술마케팅과 

복잡한 행정, 자금지원,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그림 4.5.2> 신형연구로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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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인력양성 및 인프라

1. 전문인력 양성

○ 동남권 방사선 인력양성 현황

- 전국적으로 약 45개 대학에서 방사선 관련학과가 운영되는데 반해 동남권 지역

에서는 4개 대학의 방사선 관련학과에서 매년 200여명의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대부분 의료기사 취업을 위한 인력양성 측면임

- 또한 동남권을 비롯한 국내 방사선 산업분야는 영세기업 수준이고 산업의 미

성숙에 따라 우수 인력의 유인효과가 부족하고 이공계기피, 공기업 증원억제 

등과 연계되어 전국은 물론 동남권지역의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표 4.6.1> 전국 방사선 관련학과 현황

구분 학교명 학교수

전국

(동남권 제외)

고려대, 대구보건대, 동남보건대, 신구대, 

신흥대, 원광보건대, 대전보건대, 광주보건대, 

안산대, 목포과학대, 김천대, 마산대, 수성대, 

서해대, 제주한라대, 을지대, 가천대, 

광양보건대, 한서대, 가야대, 연세대, 한려대, 

남부대, 충북보건대, 대구가톨릭대, 전주대, 

동신대, 건양대, 서라벌대, 한국국제대, 선린대, 

춘해보건대, 대원대, 한림성심대, 극동대, 

백석문화대, 강원대, 송호대, 경산1대, 청주대, 

서남대

41개 

대학

동남권 부산가톨릭대, 동의과학대, 동서대, 동의대 4개 대학

      (자료) 대한 방사선사 협회 홈페이지(http://www.krta.or.kr)

○ 동남권 대형 방사선시설 구축에 따른 신규 인력소요

- 대형 시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며, 신형연구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의 시설들의 신규 설치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인력들의 공급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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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 또한 이들 시설들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새로운 산업분야의 발굴·

확대가 전망되고 있으므로 기업에서는 즉시 산업 활동이 가능한 현장 맞춤형 

인력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아울러, 동남권역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연구기능 강화에 따라, 방

사선 산업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연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동남권의 방사선 인력양성의 방향은 대형 방사선시설의 구축으로 인해 

발생될 신규 인력소요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동남권 방사선 인력양성 방안

- 방사선분야 교육과정 설치 (부산소재 대학에 학과설치 또는 커리큘럼 신설)

     ⋅ 동남권역에는 부산대, 부경대 등 우수한 4년제 대학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이미 동 대학들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커리큘럼을 운영중에 있음

     ⋅ 따라서 기존 대학 내에 방사선 의과학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커리큘럼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커리큘럼 주요내용 : 방사선 의공학(방사선 의료기기 등), 방사선 물리학

(가속기, 방사선, 입자물리 등), 동위원소이용·활용(의약품, 영상진단, 비파괴

검사 등), 원자력 응용공학(원전 부품소재, 반도체신소재, 로봇 등)

- 계약학과 설치 및 마이스터고 지정

     ⋅ 동남권에 설치될 대형연구시설들과 연계한 대기업(또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계약학과 및 마이스터고 설치·지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계약학과란 기업과 협약을 맺은 학과를 설치하고, 계약학과에 입학하면 4년 

등록금 지원은 물론 졸업 후 취업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2006년 성균관대 

재단인 삼성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신설되어 현재까지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높아 현재까지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2008년 5개 대학으로 시작

하여 2012년에는 22개 대학(41개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음. 원자력 분야에서

는 2013년 대전 소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한빛레이저(주)가 계약학과를 설치한 바 있음

       마이스터고란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명장(Meister)육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학교로서, 2010년도부터 운영되어 현재 기준 38개교가 선정·운영 중임. 원자력

분야에서는 울진 소재의 ‘평해공업고등학교)’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자력발전설비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었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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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등 총 26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운영 중임. 현재 동남권 지역

에서는 부산기계공고, 부산자동차고, 부산해사고, 공군항공과학고 등이 마이

스터고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그림 4.6.1>  국내 마이스터고 지정 현황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rivet.or.kr)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R&D 확대

○ 국가 방사선분야 R&D 및 동남권 R&D 투자현황

- 국가 방사선분야 R&D는 최근 10여 년간 약 3,727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약 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전체 투자액 중 약 50%가량이 방사선 및 RI 생산·응용분야에 투자되었고, 방사선 

의학분야에 31%, 방사선 기기 등의 분야에 약 19%가 투자되었으며, 최근 5년 동안

에는 방사선 기기분야의 투자확대가 두드러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4.6.2> 방사선분야 R&D 투자현황

(단위 : 억원)

　분야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방사선·RI  
생산/응용

194 154 157 132 150 201 210 215 224 224 1,860 

방사선 의학 77 100 98 125 125 108 127 129 124 159 1,173 

방사선기기
 및 기타

38 34 34 54 58 53 66 63 104 191 694 

합계 309 288 290 311 334 362 402 406 452 574 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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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2> 방사선분야 R&D 투자추이

○ 동남권(부산) R&D 투자현황

- 동남권(부산)에서 시행중인 R&D 사업의 총 규모는 2010년 131건 1,831억원으로 

이중 연구개발 부분이 전체의 약 63%인 1,165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프라, 인력양성 및 기타사업에 약 666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 그러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된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연구개

발 투자는 극히 미흡한 상황임

<표 4.6.3> 2010년 부산광역시 R&D 사업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구개발 인프라 인력양성 운영지원 기타 합계

건수 52 15 40 6 18 131

총사업비 1,165 335 128 85 118 1,831

부산시
투자액

1,165 128 54 85 118 1,550

  (자료)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12.12, 부산시)

○ 동남권의 방사선분야 R&D 투자확대 방안

- 동남권의 방사선 관련 R&D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과 

연계하여 중앙정부의 재원(국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의 

수립과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면 대형 인프라 구축이 종료(중입자가속기, 스마트, 신형연구로 등)되는 

일반회계 사업예산의 지속 확보를 위해 대형 R&D사업을 기획하여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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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기장의 신형연구로 완공 후 연구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연구동 및 연구

장지 구축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 수행을 위한 국책사업 기획이 필수적임

- 현재 정부는 보육정책 예산확보를 위해 SOC사업의 신규추진을 지양하고 있는 

만큼 하드웨어형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형 사업의 추진이 예산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국책사업의 예산확보과정

에서 지자체의 매칭펀드를 적극 투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미래부에서는 사업화 R&D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업체에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따라서 기존의 산업부나, 테크노파크(TP)사업 이외 미래부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와 관련된 R&D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 4.6.4>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방사선 기술개발역량 강화’ 주요내용

 원자력 비발전 분야 R&D 투자 확대

 ㅇ 원자력 발전 중심에서 비발전 분야로의 R&D 투자 확대를 통한 연구개발 

역량 고도화

   - 원자력 분야 정부 R&D 투자 대비 비발전 분야 R&D 투자 비중을 ‘17년

까지 50%대로 확대

    * (’12년) 25.8%, 1,793억원/6,946억원  (’17년) 50.0% 수준으로 확대

(비발전 분야 R&D 투자규모 / 원자력 분야 정부 R&D 투자규모)

3. 방사선 산업 활성화를 규제 제도개선 

 가. 방사선 유관기업체 애로사항 조사

    1) 조사 목적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장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13년 한국 방사성

동위원소 협회 주관으로 실시

       동 조사는 원자력창조경제 실천계획(미래창조과학부, 2013.12) 수립과정에서 

수행되었으며, 조사내용과 주요 결과가 국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육성 및 동남권의 방사선 산업육성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 

그 결과를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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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사기업 선정 및 일정

       국내 방사선분야 제품 제조 대표 분야 및 분야별 매출 상위기업 선정

        - 방사선(능) 측정기 분야(제조기업 3. 사용자1)

        - 신약개발용 RI 표지화합물(제조기업 2)

        - 산업용 엑스선발생장치(제조기업 2)

        - 의료용 엑스선발생장치(제조기업 1)

       수행주체 : 한국방사성동위원소 협회, 미래부관계자 및 전문가

       추진일정 : ‘13.8.12(월) ~ ’13.8.20(화) : 총 4일

    3) 조사 추진주체 및 주요내용

       제조/기업 활동의 애로사항 및 최근 관심사

       동종업계의 최근 동향

       정부 또는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요구사항

 나.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기업체 주요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방안

  1) 의료용 극단반감기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자체처분 절차 간소화

○ 배경 및 문제점

- 국내 의료기관의 대부분은 극단반감기 핵종(F-18, Tc-99m)을 사용, 특히 사이클

로트론 및 PET/CT 보급 활성화로 F-18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역시 증가하는 추세임

-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1997년도 고시된“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체처분을 실시함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을 평가하여‘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를 작성하고, 당 계획

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면 자체처분이 가능함

- 의료용 극단반감기 방사성핵종인 F-18(반감기 109.8 min)은 환자에게 사용되는 

량이 최대 15 mCi로서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고 전량 폐기할 경우에는 약 1.83

일이 경과하면 자체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

- 극단밤감기 핵종의 경우 1.83일이 경과하면 자체처분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할 경우에는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최소 2개월이

라는 기간이 소요.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폐기물 보관을 위한 시설부족 및 

해당핵종에 대한 필요이상의 보관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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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극단반감기 방사성핵종의 경우, 최초 1회에 방사성폐기물의 해당핵종자료를 

수집하여 자체처분계획서에 준하는“방사성폐기물 처분(해제) 절차서”(가칭)를 

작성하고,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방안을 제안

- 제안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받은 핵종의 폐기물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체처분 절차서에 의존하지 않고“방사성폐기물 처분(해제) 절차서”(가칭)에 

따라 계산된 기일(10일정도)이 지나면 바로 의료폐기물 등으로 배출하고, 배출

량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자체처분 실적으로 보고

- 최초로“방사성폐기물 처분(해제) 절차서”(가칭)를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를 준용하나 처분 및 보관에 대한 보완

수정 필요

- 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중, 자체처분대상의 대부분은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있음. 즉, 규격화된 

표준 용기를 이용하여 수거 보관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주사기(일반의료폐기물)는 

15일 이내, 주사바늘(손상성폐기물)은 30일 이내에 배출하도록 규정

- 의료용 극단반감기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의 자체처분절차가 본 제안서대로 

현실화된다면 극단반감기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환경부에서 적용된 표준용기를 

이용하여 수거 보관함으로서 그 배출 기간이내에 충분한 방사능 감쇄가 되므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됨

  2) 비파괴검사 분야 운반책임자의 자격문제 개선

○ 배경 및 문제점

- 현재 방사선기준규칙 제107조(운반책임자 등)에 의해 운반책임자의 자격은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면허를 소지한 자로 규정

- 특성상 비파괴검사 현장은 하나의 저장실에서 다수의 사용장소로 매일 방사

선원을 이동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각 저장실 별로 방사선취급 면허소지자가 

안전관리자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태임

- 과거 저장실에서 사용장소로의 선원 이동은 운반으로 해석하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차량에 의한 모든 선원 이동을 운반으로 규정하여 규제가 강화

      *방사선작업 수행을 위한 매일 반복적인 사용 장소로의 선원이동을 운반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인수인계 없이 작

업자가 작업장으로 매일 이동(차량, 기타 이동수단 및 도보)하는 모든 행위를 운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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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지나친 행정적 규제가 아닌가?

- 이와 관련된 업계의 가장 큰 부담은 모든 운반에 운반책임자가 동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면허자가 많지 않은 업계실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

가능한 규제

○ 개선방안

- 현재 방사선기준규칙 제52조(이동사용) 11호의 규정에 의해 비파괴검사 종사자 

자격교육을 마친 자는 면허자를 대신하여 방사선작업에서 조장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장이동에 반드시 운반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한다면 상기 자격교육 이수자가 

운반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규제완화)

  3) 방사성 유기폐액 처리방안 개선

○ 배경 및 문제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사성 유기폐액에 대한 위탁처리 비용이 고비용(수 백

만원/드럼)으로 중소 방사선기업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통해 유기폐액을 처리

하는 것은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

- 현재 방사성동위원소(RI)를 사용하는 연구소 및 대학에서 장반감기 핵종에 대한 

유기폐액을 대부분 장기간 저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처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유기폐액 저장 공간의 포화상태, 

저장용기의 부식 및 불법처리 등의 우려가 있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

- 또한 RI를 이용한 연구 실험결과가 일반적인 실험방법과 비교하여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실험 후 발생하는 고비용의 방사성폐기물처리비용으로 인하여 RI 사

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

○ 개선방안

- 국가적 차원에서 권역별로 방사성폐기물처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한국방사선

진흥협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선 

이용 발전 및 진흥을 도모함

- 장반감기 핵종에 대한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 허용기준을 완화 

     *미국의 경우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의 발생되는 H-3 및 C-14에 대한 폐기물의 농도가 

1,850Bq/g 이하이면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규제면제 대상폐기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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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동물사체 처리방안

○ 배경 및 문제점

-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동물실험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수요 및 요구가 

증가

- 그러나 장반감기 핵종을 사용한 동물사체(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의 의뢰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처리의뢰가 

불가능한 실정

- 이로 인하여 RI를 이용한 우수한 연구 실험결과에도 불구하고 실험 후 발생

하는 고가의 폐기물처리비용 및 표준화된 폐기물 처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RI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하여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발전진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개선방안

- RI사용 동물사체에 대한 표준 처리절차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비용합의가 선행되도록 

유도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또는 권역별 폐기물 처리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폐기물의 

측정, 저장, 운반 및 처리 등의 제반업무를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처리 전문기관의 설립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정수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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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 본 연구는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동남권역(부산 기장 일대)을 

중심으로 구축·운영 중이거나, 구축중인 대형 방사선 연구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수행함

-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시설은 2010년 개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그리고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자가속기 및 신형연구용원자로, 그리고 경주에 

위치한 양성자가속기 임

○ 국내외 방사선시설 현황 분석

- 국내에서는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운영하는 연구용원자로로서 하나로의 주요

기능·핵심설비·산업 활용실채,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연구사업·의료사업·비상

진료사업 등 주요사업 분석,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의 

주요연구사업·산업화 전망, 경주의 양성가속기연구센터(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의 

시설 및 활용방향, 그리고 경상북도에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의 

개념·세부 사업내용 등을 분석·제시함

- 해외에는 방사선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의 조성사례가 없으므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로 생산하는 주요 국가의 연구용원자로 현황을 제시함 (호주의 

ANSTO, 벨기에 IRE, 카나다의 MDS Nordion, 남아공 NTP, 폴란드 

POLATOM, 독일 TUM, 스위스 Paul Scherrer Institute와 The University 

Hospital of Basel)

○ 동남권 방사선시설 현황 및 관련 산업 분석

- 신형연구용원자로가 2017년 이후 완성되면 현재 75%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자급은 물론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여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공급 및 해외수출의 전진기지화가 가능함

- 신형연구용원자로를 통해서는 현재 하나로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 중성자 도핑

규모(40톤)를 약 5배 가까이 확대한 190톤까지 가능하며, 중성자 도핑서비스는 

반도체시장에 있어서 친환경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점점 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또한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서 중성자 

비파괴 검사까지 확장할 수 있음

- 중입자가속기를 이용한 암 치료는 기존의 방사선치료에 비해 성별, 연령, 발병 

부위에 따른 적용 제한이 거의 없는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맞춤형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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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치료”가 가능하여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기초과학 및 의료

분야의 광범위한 연구개발에 활용 및 최근 각광을 받는 방사성 핵종 빔과  

희귀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이 가능하여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주민 밀착형 병원과 핵과학이 연계된 융복합산업 구축과 

수도권 중심의 방사선의학을 동남권 지역에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

에서 설립되어 있었으며, 방사선의학 연구를 통한 암진단 및 치료기능, 신약 

신물질 개발, 사이버나이프형 첨단의료기기,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병원 및 

대학과 연계된 방사선의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향후 중입자가속기가 

완성되면 국내유일의 중입자 치료가 가능해져 새로운 방사선의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지리적으로 떨어져있지만 인접지역인 경주에 위치한 100MeV 양성자가속기는  

이온원과 LEBT로 구성된 50keV 입사기, 양성자 빔을 3MeV 까지 가속하는 

RFQ 가속장치, 양성자 빔을 100MeV 까지 가속하는 DTL 가속장치로 구성되어 

2013년 본격 가동되었으며, 이의 활용을 위하여 ‘12. 11월 이용자협의회 발족 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14.1월 현재 총 회원 수 307명 및 회원기관은 111개로 

확대되었고, 빔 이용 기술 및 빔 서비스 등을 통해 첨단산업, 특히 소재분야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남권 방사선시설 활용성 제고 및 지역발전 방안

- 동남권은 지역차원에서 방사선 산업 육성의지가 높은 점과 지역에 건설되는 

방사선 시설(연구용원자로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방사성동위원소·중성자조사 

서비스 및 방사선 의료에 초점을 둔 원자력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먼저 방사선동이원소 산업 측면에서는 일부에 국한된 방사성동위원소 완제품 가공을 

원료 생산에서 가공 및 완제품까지 전 부분이 국내에서 가능하도록 산업체계를 구축

하여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신형 연구용원자로는 고성능의 중성자 빔을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서비스 전력

반도체 원료 생산, 나아가 중성자 비파괴 영역까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성자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성동위원소 및 중성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 

가공까지 수행토록 하는 방안이 있으나, 방사성동위원소의 공공성, 독점가능

성, 취급의 특수성 및 전문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목적 전문기업(SPC,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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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 기존 가공기업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 경우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향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 방식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함. 특히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될 경우 

일정기간 법인세 면제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기장의 방사선의과학단지는 

부산연구개발특구가 아니므로 특구대상으로 추가 지정받거나 아니면 기존 특구에 

연구소기업 사무실을 설치하고 생산공정은 기장 연구용원자로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이 있음

- 특히 방사성동위원소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존기업의 육성 차원에서 이들 기업

들이 연구소기업에 자본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장 신형연구로가 2017년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소한 2017년 이전

에는 출범시키는 것이 긴요함

- 방사선의학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의료서비스 인지도 

향상이 필수적이고 중입자치료기 보유의 장점과 기장 지역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관광·쇼핑을 연계한 의료힐링단지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기장지역의  신형연구로와 중입자가속기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활용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반면 운영 측면에서는 전문적으로 특화된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경험을 축적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각기 운영주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수적임. 다만 중입자 치료기는 활용 극대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소유보다는 독립적 개념의 중입자치료센터 방식의 

운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기장 신형연구로의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범위에 있는 

연구로 본체 및 동위원소 생산시설과 중성자 빔 시설 외에 연구와 사업화 기능을 

갖춘 연구조직이 필요한 바 해당사업 기획을 통해 최소한 2017년 이전에 관련 

연구실·연구 장비 및 연구조직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방사성동위원소 및 중성자 산업육서에 소요되는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을 

거점으로 신규 커리큘럼과 전문 학위과정 신설, 방사선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방사선기업과 연계하여 지역대학에 계약학과 신설 등 연구 및 기업 생산 활동 

등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는 방사선시설의 기술적·산업적 연계방안 마련을 통해 동남권 지역을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및 중성자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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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동남권 대형 방사선시설 활용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개최결과

 워크숍 추진개요

  목적 : 동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거나, 구축중인 대형 

방사선시설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일시 : ‘14.3.27(목), 15:00∼19:30

  장소 : 해운대 센텀호텔

  참여자 : 미래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산시, 기장군, 방사선진흥협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지역 소재 대학, 방사선 관련 

기업 등 70여명

 패널 명단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1 임인철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 좌장

2 김기영 부산시 산업정책관

3 김진홍 부경대 사무국장

4 송명재 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기술연구소장

5 길희섭 (주) 퓨처켐 책임연구원

6 양광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센터장

7 진병문 동의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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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토론내용

  길희섭(퓨처켐) : 신약 개발기업에서는 기술능력 뿐만 아니라, 개발

된 신약을 판매해줄 수 있는 유통망 등 전반적인 기업운영 환경이 

중요함. 기장·부산 등에서 기업의 운영환경을 개선·발전시킬 수 있

는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투자를 희망함

  김진홍(부경대) : 대형 방사선 시설이 지역 산업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기업의 역할 이외에도 대학의 역할이 중요함. 

대학의 씨드머니 제공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며 향후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제

공할 수 있음. (현장투입이 가능한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과

거 장학금 형태의 지원보다는 사업화 R&D 형태가 바람직함)

  김기영(부산시) : 부산시의 화두는 대형시설의 활용으로 연구로 생

산물질인 RI를 이용한 신약사업 발전, 중성자 조사 소재인 전력반

도체 산업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부산시에서는 방사선 융

합연구원 등 기존의 사업 이외에도 기초연구원 동남권 분원, 핵융

합 부품 연구원 등을 기획중이며, 추가적인 재원·부지확보를 추진

중이며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

  송명재(RI 협회) : 방사선을 취급하는 특성상 영세기업에서 폐기물

을 처분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큰 애로사항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를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할 과제임. 또한, 동위원소 부족사태를 대

비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RI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양광모(동남권원자력의학원) : 동남권 지역에 중입자 가속기의 설

치로 차별화·특성화가 이루어 졌으나, 기능이 환자 치료에 한정되

어 있으므로 100MeV 이상급의 가속기 설치가 필요함. 또한, 방사

선의과학산업 육성계획과 수도권에서 진행중인 RI플랫폼사업은 서

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진병문(동의대) : 동남권 방사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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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는 인력의 양성인데, 향후 5~10년 후 관련인력 소요의 급증

이 예상되지만 현재 아무런 준비가 없음. 아울러 중입자 치료는 

회당 고가(6500만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사업이고 치료후 바로 활

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와 관광산업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질의응답

  국일현(호진산업기연) : 기장연구로에서 생산될 동위원소 중 가장 

사업화가능성이 높은 Ir-192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산업화 계획

(미래부, 지자체 등)이 제시되어야 함

    - (부산시) 4개월 후에 산업단지 조성이 착수될 것인데 산업 종류는 

확정되지 않았음. 기본적인 방향은 의학, RI 생산, 유통, 전력반도

체, 연구기관으로 될 것으로 보임

    - (원자력연구원) Fi-Mo는 거의 개발 완료 단계에 있어 보다 많은 

종류의 동위원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벨기에, 남아공, 폴란드 등 국내 자급보다는 수출에 초점

을 두고 있는 국가들임. Tc을 이용한 표지화합물 생산 업체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박상준(원자력연구원) : 전력반도체 연구기반 클러스터 구축과 관

련하여 현재 반도체 생산의 전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고려되고 

있지 않음.

     (전력반도체 펩은 반도체산업의 후공정으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으

며, 평가분석센터 등도 이와 관계되어 있고, SiC 등의 새로운 반도체들도 중성

자 이용과 관계가 적음) 

    현재 상태로 계획이 추진된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

로 생각되므로 전공정(예: 단결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산시) 본 기획안은 전력반도체 전문가들이 수개월간 토의를 통

해 도출한 내용으로 전공정 및 후공정이 모두 반영되어 있음. 팹 

구축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획안이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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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대) 단결정 성장에 관해서는 부산지역의 대학에서 많이 연구되

어 왔으며, 중성자 이용시에는 순도 조정이 문제임. 현재 가격과 

품질측면에서 중국에서 공급하는 단결정 이상의 경쟁력 확보가 어

렵기 때문에 중성자를 활용한 후공정 부분의 투자가 바람직할 것

으로 보임

  Wrap-up : 기장 연구로가 지역 발전에 계기가 되고 있음을 확신

함. 다만 산업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학원과 연구원의 협

력을 통한 신약개발, 전력반도체 산업육성, 인력양성, 지역상생 및 

주변 연계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정주여건, 인센티

브 제도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본 행사가 1회성 행사에서 그

치지 말고 지속적인 장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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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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