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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 

원자력 기술, 방사선 기술, 기초 기반 구축에 총 2,091억원 투입

국민의 생명·안전 중심의 미래지향적 원자력·방사선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2018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

업의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이 확정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는11개 단위 사업 추

진을 위해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278억원,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813억원 등 총2,091억원을 투입할 예

정이다( 년도 2,335억원, 10.5% 감소) 지원 분야는 크게 원자력 기술, 방사선 기술, 기초 기반 구축으로 나누어진

다. 원자력 기술 분야는 원자력 안전 연구, 원전 해체 기술,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및 중소형 원자로 개발 등이

며, 방사선 기술 분야는 방사선 기술 고도화를 통한 핵심 기술 개발, 대형 의료・산업용 방사선 시설 장비 구축 등

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리고 기초 기반 구축 분야는 선진기술연구센터, 국제 협력, 인력 양성 등 연구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18년도 중점 추진 방향과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정책

2018년도 중점 추진 방향

□ 원전 안전, 해체 등 국민의 안전 및 생명 중심의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ㅇ 중대사고 시 방사성물질 격리,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고 최적 방호·방재 기술 등 가동 원전의 안전성 향상 

기술 개발 추진

* 안전 기술의 수요 조사, 연구 수행, 연구 결과 적용 등 전 단계에서 연구 결과의 활용을 강화하는 연구 시스템으로 

개선 추진

ㅇ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 지원

ㅇ 고리 원전 1호기 등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한 핵심 기반 기술을 조기 개발하여 해체 기술의 자립 및 해외 시

장 진출 기반 조성

□ 원자력 기술의 개방·활용 가속화 및 방사선 융합 기술 지원 강화

ㅇ 난치성 암의 진단·치료 등 의료·바이오 부문과 방사선 융합 연구 강화

ㅇ 전자선 장치 기반 첨단 소재 개발 및 방사선 기술 활용 환경 문제 대응 강화

*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미세먼지 오염원 추적 및 전자선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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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17실적 (A) ‘18예산 (B)
증  감

비고
(B-A) (%)

합계 233,540 209,098 △24,442 △10.5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35,288 114,082 △21,206 △15.7

원자력안전 33,802 40,056 6,254 18.5

미래형원자로시스템 46,394 20,500 △25,894 △55.8

핵연료주기 47,566 46,420 △1,146 △2.4

원자력원천기술 7,526 7,106 △420 △5.6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14,571 8,441 △6,130 △42.1

연구시설 및 이용기반 구축 2,570 - △2,570 순감

전략기초 10,581 8,441 △2,140 △20.2

인력기반확충 1,420 - △1,420 순감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 - 1,600 1,600 순증 신규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3,766 3,626 △140 △3.7

연구기획·평가 2,766 2,726 △40 △1.4

정책연구 1,000 900 △100 △10.0

계 153,625 127,749 △25,876 △16.8

일반회계

방사선기술개발사업 36,365 35,358 △1,007 △2.8

방사선공학기술 15,023 18,401 3,378 22.5

방사선바이오의료기술 18,042 13,807 △4,235 △23.5

첨단 비파괴검사기술개발 1,900 1,750 △150 △7.9

방사능 피해예측·저감기술 1,400 1,400 - -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24,960 24,815 △145 △0.6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사업 3,420 6,840 3,420 100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7,790 7,636 △154 △2.0

계 72,535 74,649 2,114 2.9

지특회계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3,880 800 △3,080 △79.4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 2,400 2,400 순증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3,500 3,500 - -

계 7,380 6,700 △680 △9.2%

ㅇ 우주·국방·해양·극지 분야에 원자력 기술 활용 확대

* 우주 방사선 영향 평가를 통해 핵심 우주 부품 소재 기술의 기술 자립화 지원 등 

□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통한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 지원 강화

ㅇ ‘한-사우디 SMART 건설 전 설계(PPE)’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세계 중소형 원전 시장 진출 지원

ㅇ 국산 핵연료 및 관련된 동위원소 생산 표적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조성

정책

□ 2018년도 세부 사업별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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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자력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소프트웨어, 원자력 소재 등 요소기술의 해외 수출 기반 구축

2018년도 세부 사업별 투자 계획

□ 2018년도 예산 규모 : 2,091억원 (‘17년도 2,335억원, 10.5% 감소)

ㅇ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1,278억원(‘17년 1,536억원, 16.8% 감소)

ㅇ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 813억원(‘17년 799억원, 1.8% 증가)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

1. 원자력기술개발사업

□ 사업 목적

ㅇ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중심으로 원전의 안전성 증진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 중점 추진 내용

ㅇ 안전한 원전 정비 체계 구축, 중대사고 대처 기술 개발, 가동 원전 안전성 강화 기술 개발 등 원전 안전성 증

진을 위한 안전 연구 강화

-  안전 기술의 수요 조사, 연구 수행, 연구 결과 적용 등 전 단계에서 연구 결과의 활용을 강화하는 연구 시스템

으로 개선 추진

ㅇ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 주기적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 개발(특성평가, 운반·저장, 처분 기술 등) 추진 

ㅇ 고리 원전 1호기 등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한 핵심 기반 기술을 조기 개발하여 해체 기술의 자립 및 해외 시

장 진출 기반 확보 추진

ㅇ 우주·국방·해양·극지 분야에 원자력 기술 활용 추진

-  원자력 기술을 우주 공간의 고방사선 환경에 활용하는 우주 핵심 기술과의 융합 연구 추진 등과 같이 타분야

와 융합 촉진

ㅇ 원자력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 과제 발굴·추진

□ 2018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분야 2017 실적(A) 2018 계획(B)
증감(B-A)

비고
금액 %

원자력안전 33,802 40,056 6,254 18.5

미래형원자로시스템 46,394 20,500 △25,894 △55.8

핵연료주기 47,566 46,420 △1,146 △2.4

원자력원천기술 7,526 7,106 △420 △5.6

계 135,288 114,082 △21,206 △15.7

+ 201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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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자력 안전

□ 사업 목적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가동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적용 강화

□ 주요 추진 내용

ㅇ 극한 환경 안전, 최적 사고 대응 등 안전 기술 고도화

- 중대사고 원천 방지,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 비상 대응 능력 강화 등 극한 환경에서 가동 원전 안전성 확보

- 원자력시설 사고에 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호·방재 기술 고도화 기술 개발

-  원전 안전 요소 기술, 안전성 확인·검증 기술 등 가동 원전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통 기반 기술 및 첨단 안

전 기술 개발 지원

ㅇ 안전 연구 결과가 원전 안전성에 기여토록 연구 혁신

-  안전 기술의 수요 조사, 연구 수행, 연구 결과 적용 등 전 단계에서 연구 결과의 활용을 강화하는 연구 시스템

으로 개선 추진

- 안전 연구의 원전 안전성 기여도를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신규 과제 기획 및 과제 평가에 적용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과제 2017 실적 2018 계획 비고

예측

평가

지진 안전성 평가, 동일부지 다수호기 원전 리스크평가 및 3단계 확률

론적 안전성평가 등
11,055 12,316

※  신규과제 추진 

계획 (부록1)

사고

예방

중대사고 대처 기술, 장기 가동원전의 재료 안전성 향상 기술 및 원전

I&C 사이버보안 등
18,261 20,028

사고

대응
방사선 환경방호 및 사고대응 기술, 원전사고 원격대응 기술 등 4,486 4,951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추진과제(신규) - 2,761

계 33,802 40,056

1-2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

□ 사업 목적

ㅇ 핵비확산성・경제성・안전성・지속 가능성이 향상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Ⅳ) 핵심 기술 개발

□ 주요 추진 내용

ㅇ 고독성물질(TRU) 연소를 위한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

-  소듐냉각고속로 안전성 및 소각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특정 설계 안전성 심사 및 핵연료 노내 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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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검증 등

ㅇ 납냉각로 고속로에 대한 기초 연구 및 핵연료 무교체 초소형(~50MWt) 고온가스로 연구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과제 2017 실적 2018 계획 비고

소듐냉각고속로 개발* 45,667 19,834

※ 신규과제 추진 

계획(부록1)

신개념 원자로 연구(납냉각로, 초소형 고온가스로 등) 727 555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추진과제(신규) - 111

계 46,394 20,500

1-3 핵연료주기

□ 사업 목적

ㅇ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핵비확산성 및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핵연료주기 핵심 기술 개발

□ 주요 추진 내용

ㅇ 사용후핵연료 내 고독성물질(TRU) 등을 분리하기 위한 파이로 기술 개발

- 한・미 파이로 타당성 공동 연구, 국내 모의 실험 시설을 이용한 파이로 공정 실증 등

ㅇ 원자력시설 해체에 대비한 미확보 해체 핵심 기반 기술 지속 개발

- 원전 1차 계통 화학 제염 기술, 원전 기기・구조물 원격 레이저 절단 기술 및 오염 부지 환경 복원 기술 등

ㅇ 안전성 향상 혁신 금속 연료 제조 및 성능 평가 기술 개발

ㅇ 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스템 성능 검증 기술 개발

ㅇ 방사성폐기물 특성 분석을 위한 방사화학 기반 기술 개발

<참고 :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연구 개발 사업 재검토>

□  방사성폐기물 관리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 개발* 

추진(’97년~)

* 고독성·장반감기 방사성 물질을 분리 후 소각하여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하는 기술 

ㅇ 최근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야기 

□ 전문가의 객관적인 사업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

ㅇ 한․미 공동 연구 등을 포함하여, 그 간의 연구 성과, 기술성, 효과성 및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201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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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 개발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과제 2017 실적 2018 계획 비고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 21,200 17,784

※  신규과제 추진 

계획(부록1)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기술 개발 12,200 13,425

안전성 향상 혁신 금속연료 제조 및 성능평가 기술 개발 3,000 3,000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 3,000 3,300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성능 검증 기술 개발 5,000 5,000

핵연료주기 방사화학 기반연구 3,166 3,482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추진과제(신규) - 429

계 47,566 46,420

*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연구 개발 사업 재검토 결과에 따라 집행 여부 결정

1-4 원자력 원천 기술

□ 사업 목적

ㅇ 원자력 분야의 기술 선점 효과가 큰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선진 원자력 기술 확보

□ 주요 추진 내용

ㅇ 원자력 기술 이용 다변화를 위한 초고온가스로(VHTR) 기술 개발

- 초고온가스로 설계 코드 검증・고도화, 설계 코드 검증 실험

- 중간열교환기 및 피복입자핵연료 등 요소 기술 개발 등

ㅇ 미래 유망 기술 개발 지원

- 고속중성자 이용 반도체 성능 개선 기술, 원심 분무 분말 기반  고밀도 LEU 분산 표적 기술 개발 등

ㅇ 원자력 선진 기술 확보를 위한 한·미 공동연구(I-NERI) 지원

-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송 용기 건전성 평가 기법, Alloy 617 합금 성능 검증, 극한 환경의 초소형 중성자 검출

기 집적회로 설계 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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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과제 2017 실적 2018 계획 비고

초고온가스로 기술 개발 3,000 3,300

※  신규과제 

추진 계획

(부록1)

미래 유망 기술 지원 2,616 875

한미 공동연구(I-NERI) 1,910 1,402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추진과제(신규) - 1,529

계 7,526 7,106

2.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 사업 목적

ㅇ 원자력 R&D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전략적 기초연구 지원 등 원자력 연구 기반 확충 중점 

추진 내용

□중점 추진 내용

ㅇ 연구용 시설·장비 구축 및 공동 이용을 통한 활용도 제고

- 원자력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및 첨단화 지원

- 원자력 대형 연구시설에 대한 이용자 지원 및 활용도 제고

ㅇ 원자력 전략적 기초 연구 지원 및 원자력 선진 기술 연구 거점 확대

- 원자력 기초·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 개인 연구 활성화

- 학·연·산 공동 연구, 정책 지원 및 인력 양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선진 연구 거점 확대 추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분야 2017 실적(A) 2018 계획(B)
증감(B-A)

비고
금액 %

연구시설 및 이용기반 구축* 2,570 - △2,570 순감 지원 종료

전략기초 10,581 8,441 △2,140 △20.2 ‘19년 일몰

인력기반 확충* 1,420 - △1,420 순감 지원 종료

계 14,571 8,441 △6,130 △42.1

* ‘17년 일몰된 내역사업 계속과제는 연구종료 시까지 지원하되 신규 선정은 없음

+ 201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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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략 기초

□ 사업 목적

ㅇ 원자력 분야 R&D 저변 확대를 위한 창의·도전적 개인 연구 지원 

ㅇ 원자력 기초ㆍ원천 기술 개발, 후속 세대 인력 양성 및 정책 지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거

점 구축

□중점 추진 내용

ㅇ 전략 기초 연구

- 탐색 연구를 통한 원자력 분야 창의·도전적 연구 과제 발굴/지원

-  심화 연구는 탐색 연구 결과, 연구 필요성이 높고 우수성과 도출 가능성이 높은 연구 과제에 대해 추가 연구 

지원

* 탐색 연구 결과 상위 50% 내외를 심화 연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

ㅇ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  국가 전략 기술과 연계한 기초·원천 기술 개발, 정책 지원 및 인력 양성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거점 확대 추진

-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개발, 기술 정책 및 인력 교류 지원 강화

-  원자력 안전, 원전 해체 기술,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 등 국가 전략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신규 

연구 거점 확대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과제 2017 실적 2018 계획 비고

전략기초연구 4,827 3,533 신규 20개 내외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5,754 4,908 신규 2개 내외

계 10,581 8,441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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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주요 기능 및 역할

-  원자력 안전, 제염 해체, 핵연료주기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하여 산·학·연 공

동 연구를 통해 기초·원천 기술 개발

-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교류를 통한 연구 거점 구축

- 원자력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술 정책 지원 등

ㅇ 지원 규모 : 센터당 6억원 이내/년, 최장 5년(2+3) 지원

-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총괄과제,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규
예산 2,425 2,456 1,174 520 500 1,650 2,242

과제 4 4 2 1 1 3 5

계속
예산 - 2,350 4,806 5,779 6,761 4,421 3,589

과제 - 4 8 10 11 7 6

합계
예산 2,425 4,806 5,980 6,299 7,261 6,071 5,831

과제 4 8 10 11 12 10 11

□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 분야 육성

-  과제 기획(품목지정 등)을 통해 전략 분야 연구센터 

확보(해체 분야 4개 센터, 안전 분야 3개 센터 등)

□ 지역별 연구 거점 구축

-  전국을 5개 권역(서울·경기권, 충청권, 경상권, 전

라권, 강원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연구 거점 확

보 추진

- 지역별 편중 없이 균형적인 성장 유도

□ 주관기관 유형별 고른 참여 유도

- 학(70%), 연(20%), 산(10%)의 비율로 참여

□ 연구 동향 분석 및 정책 지원 기능 수행

- Issue paper, Watch report 등 수시 발간
* 선진기술연구센터 현황(‘17년 기준)

【참고】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개요

+ 201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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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 목적

ㅇ 원자력 안전 기술, 원전 해체 기술, 핵연료주기 요소 기술 등 원자력 안전 분야 현안 해결 및 기술 개발 수요

에 대응하는 차세대 안전 연구 전문 인력 양성 

□ 중점 추진 내용

ㅇ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산·학·연 보유 첨단 연구시설·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는 교육훈련/실험실습 

프로그램

ㅇ (융합 기술 특성화 교육 과정) 원자력 안전 확보·제염 해체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융합 연구·인력 양성을 위

한 특성화 교육 과정

ㅇ (글로벌 R&D 연구자 양성) 원자력 안전 분야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갖춘 차세대 

R&D 리더 양성

ㅇ (HRD power-up 프로그램) 원자력 안전 연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학술 행

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원자력 인적 자원 관리) 원자력 분야 전문 인력 수급 현황 분석·조정,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인

적 자원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분야 2017 실적(A) 2018 계획(B)
증감(B-A)

비고
금액 %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 - 1,600 1,600 순증 ‘18년 신규

4. 원자력 연구기획·평가사업

□ 사업 목적

ㅇ 원자력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구 기획·평가·관리 및 국가 원자력 정책의 발전·심화 

방안 모색

□ 중점 추진 내용

ㅇ (연구기획·평가·관리) 원자력 연구개발 신규 연구 사업 기획 연구 추진 및 평가, 협약, 정산 및 성과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ㅇ (원자력 정책 연구) 원자력에 대한 국가 정책 및 국민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정책 발굴·추진

ㅇ (성과 확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 운영 및 연구 성과 확산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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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분야 2017 실적(A) 2018 계획(B)
증감(B-A)

비고
금액 %

연구기획·평가·관리 2,766 2,726 △40 △1.4

정책연구 1,000 900 △100 △10

계 3,766 3,626 △140 △3.7

5. 방사선기술개발사업

□ 사업 목적

ㅇ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술과 생명, 나노, 환경, 의료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 기반을 제

공하는 핵심 기술 개발

□ 중점 추진 내용

ㅇ (방사선공학)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문제 해결, 중성자 이용 폭발물 감지 보안검색기 상용화 등 방사선공학

기술의 사업화 지원

ㅇ (바이오·의료) 방사선 기반 백신 생산 기술, 식물 검역 공정 기술, 방사선-면역 복합 치료 등 국민 보건 증진

을 위한 방사선 공공 기술 확보

ㅇ (비파괴검사) 잠닉 손상 진단, 고속기판 불량 검사, 이동식 초소형 방사선발생기기 등 산업시설의 안전성 진

단 기술의 선진 고도화 

ㅇ (방사능 피해 예측) 방사능 오염 예측, 측정 및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위

기 대응 시스템 구축

ㅇ (기타사항) ’19년 일몰에 따른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재기획 추진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분야* 2017 실적(A) 2018 계획(B)
증감(B-A)

비고
금액 %

방사선공학기술 개발 15,023 18,401   3,378 22.5

방사선바이오의료기술 개발 18,042 13,807 △4,235 △23.5

첨단 비파괴검사기술개발 1,900 1,750 △150 △7.9

방사능 피해예측·저감기술 1,400 1,400 - -

계 36,365 35,358 △1,007 △2.8

+ 201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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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방사선공학기술

□ 사업 목적

ㅇ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술과 생명, 나노, 환경, 의료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 창출 기반을 제

공하는 방사선공학기술 개발

□ 주요 추진 내용

ㅇ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 방사선을 이용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과제 

지원

ㅇ 방사선 이용 에너지 소자용 다공성 탄소 멤브레인 제조, 하이브리드 나노 소재 기반의 방사선 센서 개발, 방

사선융합 기업 주도 사업화 R&D 등 종료 과제에 대한 연구 성과 중심의 결과 평가 실시

* 방사선공학 기초·응용·실용화 과제 및 기업 주도 사업화 15개 과제

ㅇ 방사선공학기술 분야의 기업 주도 사업화 R&D 계속과제 지원 및 실용화·사업화 통합 과제 신규 선정

* 방사선 이용 전도성 실리콘패치 상용화 기술 개발 등 기업 주도 사업화 R&D 과제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과제 2017 실적 2018 계획 비고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개발 1,300

15,601
※ 신규과제 

추진계획(부록1)

방사선 이용 소재기술 1,994

중성자 및 양성자 응용기술 등 9,854

기업주도 사업화R&D 1,875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 추진과제(신규) 2,800

계 15,023 18,401

*  기업 주도 사업화 R&D 회계연도 일치를 위한 9개월분 지급 및 하나로 재가동 중단에 따른 연구비 지급 보류로 인한 연구비 일부 

이월(2,632백만원)

** 과제 연구비는 연차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

5-2 방사선 바이오 의료 기술

□ 사업 목적

ㅇ 기존 치료 방식의 한계 극복 및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방사성의약품, 방사선 치료 기술 등 방사선 바이오 의

료 기술 개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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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추진 내용

ㅇ 종양 줄기세포 표적 방사선 치료 효능 증진 원천 기술 개발, 방사선 바이오 의료 기술 기업주도 사업화 R&D 

등 종료 과제에 대한 결과 평가 실시

* 방사선 바이오의료 기초·응용·실용화 과제 및 기업 주도 사업화 23개 과제

ㅇ 고기능성 식물 자원 및 양성자빔 육종 기술 개발, 환자 맞춤형 HER2 표적 바이오 방사성의약품 개발 등 대

형·응용 과제 및 방사선 바이오 의료 기술 분야 기업 주도 사업화 R&D 계속과제 지원

* 중입자 치료를 위한 환자 이동 시스템의 정밀도 향상 및 제어기 개발 등 기업 주도 사업화 R&D 과제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과제 2017 실적 2018 계획 비고

고기능성 식물자원 및 육종기술 개발 1,200

13,807
방사선치료 효능증진 원천기술 개발 1,176

방사성의약품 및 치료기술 등 14,466

기업주도 사업화R&D 1,200

계 18,042 13,807

* 과제 연구비는 연차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

5-3 첨단 비파괴검사 기술

□ 사업 목적

ㅇ 원전 설비 등 주요 산업시설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비파괴검

사 기술 개발

□ 중점 추진 내용

ㅇ 잠닉 손상(hidden damage) 진단 핵심 원천 기술 등 첨단 비파괴검사 기술 계속과제 지원

* 초고분해능 음향현미경 기술, 디지털 광융합 기술 등

ㅇ 반사 모드 비선형 초음파 진단 장치, 고속 기판 불량 검사를 위한 Subtractomy 기술, 원전 노즐 J-groove 용

접부 상시 감시용 위상 배열형 기법, 고분해능 휴대형 반도체 검출기 배열을 이용한 핵물질 성분 검사 등 실제 산

업 현장에서의 비파괴 검사법 계속과제 지원

+ 201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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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과제 2017 실적 2018 계획 비고

잠닉손상 진단 핵심원천기술 개발 1,120 

1,750
비선형 초음파 진단기술 개발 123 

Subtractomy 기술 개발 등 357

기업주도 사업화R&D 300

계 1,900 1,750

* 과제 연구비는 연차 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

5-4 방사능 피해 예측 및 저감 기술 개발

□ 사업 목적

ㅇ 방사능 누출 또는 대규모 방사능 오염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사업 규모 : 2015~2019년(5년간)/ 82억원(전액 국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

** 범부처 공동으로 수립(‘13.12.19)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 실천계획’의 방사능 예측·저감 기반 구축 

분야에서 과기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

□ 중점 추진 내용

ㅇ 웹기반의 방사능 오염 통합 예측 시스템 구축  

-  방사선 노출/누출/유출/오염 사고 시 인체 위해도 평가를 위한 선량 평가 모델 시스템 내 병합을 위한 모듈 개

발 및 사회 환경 자료 시스템 내 구축

* 핵종별 선량환산계수/농도환산인자 자료 DB 구축 및 시스템 내 병합 모듈 구축  

ㅇ 핵종 분석 가능한 고급형 상온 반도체검출기 고효율의 저가 보급형 차세대 기체형 검출기 시제품 개발  

- 3차원 위치 정보 기반 에너지 보정 기술 개발 및 실험실 기반 오염측정기 시제품 개발  

- 감마선 특화된 실험실 기반 기체형 오염측정기 시제품 개발  

ㅇ 방사능 사고 시 발생하는 주요 방사능 핵종 제거 효율이 우수한 유용 식물체 확보 및 정화 기술 개발

- 고효율의 Cs(세슘) 제염이 가능한 소규모 생물학적 통합 시스템 1조 구축 완료 및 Cs 제염 효율 평가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과제 2017 실적 2018 계획 비고

방사능 피해예측 및 저감 기술개발 1,400 1,40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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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 사업 목적

ㅇ 방사선 분야 시험·성능 평가 시설 등 관련 장비 구축, 기술 정보 네트워크 연계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한 

국가 방사선 이용 연구 기반 확대 및 활성화

□ 중점 추진 내용

ㅇ 방사선의료 정도 관리 체계 구축

- PET-CT 구축 및 진단 방사선 정밀 측정 연구 기반 구축 등

ㅇ 방사선기기 성능 평가 및 인증 시설 구축

- 인증시설·시험센터 핵심 공사 및 인증 표준 절차 기술 개발 등

ㅇ 국가방사선반응지도(RRM) 플랫폼 구축

- 플랫폼 시설·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RRM 콘텐츠 개발

ㅇ 방사선기술 종합정보지원센터 구축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술 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양성

ㅇ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 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 방사성의약품개발복합연구센터 건설(’18년 상반기) 및 개발 공정 기술 연구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분야 2017 실적(A) 2018 계획(B)
증감(B-A)

비고
금액 %

방사선의료 정도관리 인프라구축 2,335 2,214 △121 △5.2

방사선 기술정보 통합 네트워크 및 관련 전문가 양성 869 1,422 553 63.6

비파괴검사기술 기반구축 350 550 200 57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표준화 인증시설 구축‧운영 4,000 3,230 △770 △19.3

국가방사선반응지도 플랫폼구축 1,500 1,600 100 7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구축사업 15,906 15,799 △107 △0.7

계 24,960 24,815 △145 △0.6

+ 201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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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원 분야별 세부 추진 내용

지원 분야 세부 추진 내용

방사선의료 

정도관리 

인프라구축

ㅇ 의료방사선 품질 관리 및 향상을 위한 측정표준, 정밀측정 인프라 구축 

ㅇ  국제 측정품질 시스템에 적합하고, 국가표준에 대한 소급성을 갖춘 의료방사선 정밀측정 및 평가 기반기술 

개발

   * 사업규모 : 2014~2018년(5년간) / 100억원

방사선 기술정보통합 

네트워크 및 관련 

전문가 양성

ㅇ 방사선 기술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지원 및 관련 산업발전 도모

ㅇ  현장 수요자(연구/산업계) 중심의 방사선 기술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으로 국가 방사선기술 전문인력양성

  * 사업규모 : 2014~2018년(5년간) / 50억원

비파괴검사기술 

기반구축

ㅇ  국제표준(ISO-9712)에 부합하는 국제표준자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글로벌 “NDT 교육·훈련센터”운영으로 

국제수준의 전문 기술자 양성

ㅇ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NDT 통합 정보센터 구축,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정보 인프라 관리체계 운

영 

  * 사업규모 : 2014~2018년(5년간) / 연 3.5억원 내외

방사성동위원소 융합

연구 기반구축

ㅇ  신형연구로와 양성자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을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기반 이용 극대화, 동위원소 

개발 및 산업화 지원

  * 사업규모 : 2017~2020년(4년간) / 250억원 내외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표준화 인증시설 

구축·운영

ㅇ  국제수준의 방사선기기 품질인증체계 마련을 위한 방사선기기 성능평가·인증 시험시설(인증센터) 구축・
운영

  - 방사선기기 인증센터 건설, 성능평가 설비 구축 등

  * 사업규모 : 2015~2019년(5년간) / 213억원

국가 방사선반응지도 

플랫폼구축

ㅇ  방사선 관련 연구 및 응용 제품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방사선 스마트 플랫폼 구축

  -  방사선기술 이용 연구결과물을 통합·가공·재분석하여 표준화된 반응 모델을 정립, 연구자와 산업체에 

제공

  * 사업규모 : 2016~2020년(5년간) / 100억원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ㅇ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체계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기반 구축

  - 방사성의약품 개발 복합연구센터 건설, 관련 연구장비 구축, 안전성·유효성 검증시스템 구축

  * 사업규모 : 2013~2019년(7년간) / 942억원

7. SMART 고도화 공동개발사업

□ 사업 목적

ㅇ SMART 원자로의 해외 수출을 위하여 잠재 수요국의 기술적·환경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SMART 고도화 

기술 개발 및 설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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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추진 내용

ㅇ SMART 원자로 설계 기술 고도화 기본 설계 완성

-  원자로 계통 고도화 기본 설계 완료 및 주요 기기(원자로집합체, 냉각제펌프, 증기발생기 등) 설계 기술 고도

화 반영

- 피동 안전 계통·주요 기기 및 계통 기술 검증 완료 

ㅇ SMART 경제성 향상을 위한 종합 설계(BOP) 최적화

- 피동 안전 계통 적용 보조 계통 분야 종합 설계

- 보조 계통 및 주요 건물 구조물 설계 최적화

ㅇ SMART 안전성 향상을 위한 중대사고 해석 모델 개발 및 분석

- SMART 고도화 설계 종합 안전성 확인 및 발전소 외 리스크 분석

-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심 손상 빈도 저감 설계 및 중대사고 해석 모델 보완

ㅇ SMART 원자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완료

-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 및 참여 기관 상호 검토 

ㅇ SMART 설계를 위한 사우디 교육 훈련

- 추가 파견 인력 교육 훈련 단축 프로그램 개발

- 사우디 파견 인력 원자로 계통 직무 수행 교육(OJT) 실시 

ㅇ SMART 첫 2기 건설 준비

- 종합설계 설계 문서 및 도면 검토, 건설제안서 작성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분야 2017 실적(A) 2018 계획(B)
증감(B-A)

비고
금 액 %

SMART 고도화 공동개발 3,420 6,840 3,420 100

8. 우주원자력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

□ 사업 목적

ㅇ 미래 원자력 핵심 기술 확보 및 원자력 기술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양자 간 국제 협력 강화

ㅇ IAEA(국제원자력기구), RCA(아태원자력협력협정) 및 OECD/NEA 등 국제 원자력 기구의 참여로 국내 원자

력 외교 역량 강화 및 원자력 영향력 확대를 통한 국가 원자력 위상 증진 도모

+ 201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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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ART 개요

ㅇ  SMART*는 상용 원전의 약 1/10 용량(100MW)으로, 인구 10만명의 소규모 도시에 전력, 해수담수화

를 통한 물 공급 및 난방열 공급

  - (안전성) 대형냉각재 배관이 없어 대형배관 파단사고 발생 차단 

  -  (경제성) 짧은 건설공기(36개월, 대형원전 48개월)와 저렴한 투자비용(대형원전 1/5 수준)으로 경제성 

확보 가능

  -  (시장성) 담수화, 지역난방 등 열에너지 공급과 소규모 전력망, 분산형 전원국(송배전망 비용 절감), 고

립지역에 전력공급

  * SMART : System 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2. 추진 경과

◦ SMART 표준설계 완료 및 인가신청(’10.12) → 인가획득(’12.7)

◦ 「한-사우디 SMART 파트너십 및 인력양성 MOU」 체결(’15.3)

◦ 「한-사우디 SMART 건설 전 설계(PPE) 협약」 체결(’15.9, 사우디)

◦ 제1차 「한-사우디 SMART 운영위」 개최(’15.11) 및 PPE 사업 착수(’15.12)

◦ 사우디 기술인력 교육훈련 개시(’16.7, 원자력(연))

◦ 제1~5차 「SMART PPE 사업추진위」 개최(’16.2~’17.3)

3. 한-사우디 SMART 건설 전 설계(PPE) 협약 주요내용

◦ (사업 기간/예산) 3년/1.3억불(사우디 1억불, 한국 3,000만불)

  * PPE 종료 후, 18개월 내 첫호기 건설사업 발주 여부 결정

◦  (SMART 첫호기 설계) 완전피동안전계통을 접목한 원자로 및 보조계통 설계, 기기 공급자 검토, 건설을 

위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작성

◦ (인력양성) 원자로 계통설계 분야 사우디 인력 30~50명 교육·훈련

◦ (첫호기 건설준비) 부지환경평가·인허가 문서작성 및 건설계획 수립

◦  (IP 소유권·사용권) PPE 협약 이전에 개발된 IP 소유권은 원자력(연)만 보유, K.A.CARE에 무상 사용

권 부여. 단, PPE 중 개발된 IP는 양측이 공동 소유

【참고】 한국형 중소형원자로(SMART) 개요

□ 중점 추진 내용

ㅇ 원자력 안전, 사용후핵연료 관리, 제염 해체 분야 등에서 공동 연구 및 정보 교환 추진 등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강화 

ㅇ 양자/다자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 활동 강화

-  안전, 해체 분야 등 선진 기술 확보, 중소형 원자로·연구로 등 원자로 해외 진출 기반 강화, 개도국에 대한 원

자력 기술 활용·지원 확대 등을 위한  양자 공동위 활성화 및 국제 기구 활동 참여 확대 

정책



2018 • 03   29

ㅇ 원자력 기술(방사선 분야)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 역량 지원

ㅇ 국제 사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및 원자력 기술 성과 홍보 등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분야 2017 실적(A) 2018 계획(B)
증감(B-A)

비고
금액 %

미래 원자력협력체제 구축 800 800 - -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 3,700 3,700 - -

다자간/양자간 원자력협력 지원 1,641 1,290 △351 △21.4

원자력기술 유망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300 397 97 32.3

국제 원자력협력 기반 강화 1,349 1,449 100 7.4

계 7,790 7,636 △154 △2.0

* 우주국제협력지원 내역 사업비(407백만원) 제외

【참고】 지원 분야별 세부 추진 내용

지원분야 (’18예산) 세부 추진내용

미래 원자력

협력체제 구축

(800백만원)

ㅇ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GIF) 국제공동연구 지원체제 강화

 - GIF 회원국으로서 의무사항 이행(협력약정 이행점검, 운영분담금 납부 등)

 -  국제공동연구 참여활동 지원 및 공동연구 전략수립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 운영(추진위, 성과점검 워

크숍 등)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

(3,700백만원)

ㅇ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 방안 연구

 -  국내 대응체계 구축(정부협의체 지원, 원자력정책 자문 및 포럼 등) 및 대미 우호적 여건활동 조성

(미국내 워크숍/세미나 개최, 국내 원자력 프로그램 홍보 등)

ㅇ 한·미 파이로 기술 타당성 공동연구 분담금

  * 약 1억불(잠정)의 예산을 한국과 미국(에너지부)가 50:50 균등 부담(’11~’20)

다자간/양자간

원자력협력 지원

(1,290백만원)

ㅇ 한-영 원자력시설 해체분야 공동연구지원

 - 제염해체 및 방사성폐기물분야 5개 연구과제 추진

ㅇ 세계동위원소기구(WCI) 사무국(한국) 활동 지원

ㅇ 원자력국제협력 활동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국제기구, 다자협의체 등 원자력분야 협력 전략 수립/대응과제 지원

원자력기술 유망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397백만원)

ㅇ 해외진출 기업 수요 맞춤형 수출유망기업 통합지원 확대

 - 방사선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출역량/지역전문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 원자력협력

기반 강화

(1,449백만원)

ㅇ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 협력체계 운영 연구

 -  RCA(아태원자력협력협정) 국가대표자회의 한국 개최, IAEA, NEA 등 국제기구 및 IFNEC 등 다자협

의체 협력, 신규협력 확대방안 수립 등 

ㅇ IAEA 총회와 연계한 기술전시회 개최를 통해 원자력기술에 대한 대외홍보 및 공공외교 강화

+ 201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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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 사업 목적

ㅇ 신형 연구로 기술 국내 실증을 통한 연구로 수출 역량 강화

ㅇ 의료·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수요 충족 및 제품 수출

□ 중점 추진 내용

ㅇ 핵연료 시험 및 검증

- 국제 협력을 통한 핵연료 성능 시험, 조사후 시험 평가 결과 분석 및 입력 자료 생산 등

ㅇ 신형 연구로 건설 추진

- 건설허가 취득을 위한 원안위 인허가 지원

- 지자체 건축 허가, 조달청 공사 발주 등 건설 공사 착공 준비 등

ㅇ 기자재 관리

- 원자로 패키지/원자로 제어 설비, 동위원소 생산 기기 등의 제작 일정 조정 및 유지 관리

ㅇ 신형 연구로 부지 조성(지자체)

- 연구로 부대시설 건설 공사 1차 공사 발주 추진 및 2차 공사 발주 준비

- 154kV 전력 인입선로 및 용수 공급 시설 공사 관리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분야 2017 실적(A) 2018 계획(B)
증감(B-A)

비고
금액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3,880 800 △3,080 △79.4

1.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20MWt급 연구용원자로 및 동위원소생산시설 구축

◦ 위치/규모 : 부산광역시 기장군/부지 130,000㎡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내

◦ 사업수행 주체 : 한국원자력연구원(부산광역시 기장군)

◦ 사업기간/사업비 : 2012. 4 ∼ 2019. 3(7년)/2,900억원

2. 추진 경과

◦ 수출용 신형연구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B/C 0.96, AHP 0.511(̀11.6)

【참고】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개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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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 사업 목적

ㅇ 기존 방사선(X선, 양성자)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성 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를 부산 기장에 구축

- 중입자치료센터 건립, 430MeV/u 중입자가속기 및 치료 시스템 도입

□ 중점 추진 내용

ㅇ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통합장치 구축  ※ 주관기관 분담금 활용

- 이온발생장치, 저/고에너지 빔 수송라인, 가속기, 치료계획시스템, 조사장치, 로봇 치료대 등에 대한 스펙 결

정 및 발주·계약

ㅇ 중입자치료센터의 방사선 안전 및 사업관리

- 방사선 안전보고서 및 기기 사용 인허가 취득 준비 등

- 중입자치료센터 시설 관리 및 주관 연구 기관의 사업단 운영 지원

ㅇ 기존 연구 성과 활용을 위한 연구 협력 사업 

◦ 사업협약체결 및 사업 착수(‘12.4)

◦ 사업부지 확보(‘13.3), 지반안전성 평가완료(‘13.12)

◦ 신형연구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승인(‘14.2)

◦ 사업부지 및 진입로 조성공사 착수(‘14.4)

◦ 연구로 건설허가 신청 : 원자력안전위원회(‘14.11)

◦ 연구로 핵심기자재 제작 발주 : 원자로패키지(‘15.5), 제어설비(‘15.10)

◦ 사업부지 정지 및 진입로 조성공사 완료(‘15.10)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신청 및 착수 : 기재부(KISTEP)(‘16.10)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보고서 발간 : KISTEP(̀17.10) 

3. 정부, 지자체(부산광역시 기장군) 업무분담 주요 내용

정부 출연금 (연구로 시설 구축) 지자체 투자금 (부대시설 건설)

- 인허가/부지조사 등 공통업무

- 연구로 설치

- 핵연료 설계 및 제작

-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 LEU표적/FM 생산시설

- 중성자 조사시설

- 폐기물 처리시설

- 사업부지 제공

- 부지정지공사

- 기반시설 구축

 ·진입로(왕복 2차선)

 ·송전로(154kV, 20MVA, 2회선)

 ·용수인입설비(1,200톤/일)

+ 201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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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표적물에 정밀 조사하는 연구용 빔 조사 시스템 개발 추진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분야 2017 실적(A) 2018 계획(B)
증감(B-A)

비고
금액 %

중입자가속기 통합장치 구축 - - - - 주관기관 분담금 활용

방사선안전 및 사업관리 - 1,600 1,600 순증

연구협력사업 - 800 800 순증

계 - 2,400 2,400 순증

【참고】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중입자치료센터 건립 및 430MeV/u 의료용중입자가속기 구축

◦  위치/규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근부지 89,007m2, 연면적 

12,922m2

◦ 사업수행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울대병원)

◦ 사업기간/사업비 : 2010.4 ∼ 2021.12 / 2,000억원 이상(잠정)

2. 추진 경과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08.12 ~ ‘09.11, B/C : 1.02, AHP : 0.516)

◦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수행(‘10.4 ~)

◦ 중입자가속기 공학설계 완료(‘13.1)

◦ 중입자치료센터 신축공사 착공(‘13.11)

◦ 장비보관조립동 및 연구동 준공(‘15.5)

◦ 중입자치료센터 완공(̀16.5)

3. 추진 일정

◦ 사업적정성재검토 완료(’18,2), 서울대병원 사업단 출범(’18.3) 

4. 기대 효과

◦ 의료용중입자가속기 개발을 통해 난치성 암환자의 생존율 향상

*  8개 암(두경부암, 폐암, 간암 등)에 대해 기존 방사선 치료대비 5년 생존율 22.3% 증가(2009년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인용)  

◦  중입자치료센터 성공적 운영을 통해 부산지역을 동남아 의료 허브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의료산업발전 선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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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 사업 목적

ㅇ 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핵심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가공·조립·성능 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실증센터 구축

- 방사선 융합 기술 기반의 제품 신뢰성 및 질적 성능을 검증하고 공정 적용 실증이 가능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 중점 추진 내용

ㅇ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연면적 3,884㎡) 준공

- 실증연구센터 건축(골조, 기계) 완공 및 개원(원자력연구원 운영)

- 방사선 안전 설비 구축 완료 및 방사선 관련 시설 사용‧인허가 획득

ㅇ 전자선 발생장치(2종) 구축

- 10 MeV 및 2.5 MeV 전자선 발생장치 제작 및 현장 설치 완료

- 적격성 테스트(site acceptance test), 컨디셔닝 및 커미셔닝 

ㅇ 자동화 조사 설비 구축

-  재료 이동ㆍ자동 공급 등 연속식 공정을 위한 자동화 설비(대형 이송장치, 컨베이어, 대소형 섬유·튜브·시

트용 조사 설비, 카트 시스템 등) 제작 완료

- 적격성 테스트(site acceptance test), 컨디셔닝 및 커미셔닝 

□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 분야 2017 실적(A) 2018 계획(B)
증감(B-A)

비고
금액 %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3,500 3,500 - -

+ 2018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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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4년간)

◦ 총사업비 : 190억원(국비 130억원, 지방비 60억원)

◦ 사업내용

  - 대단위·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연면적 3,884㎡) 신축

   ▪ 전자선 발생장치 2기(10 MeV, 2.5 MeV)

   ▪ 자동화 설비(연속공정 라인, 대형이송장치 등)

   ▪ 실증시스템 구축(분석/제어/평가 시스템, 공정 시뮬레이션 시설)

2. 추진 경과

 ◦ 대단위 다목적 전자선 실증연구센터 사업 착수(̀’14.6) 

 ◦ 자동화설비(대형이송장치 및 연속식 조사설비) 설계 완료(’15.3)

 ◦ 전자선 발생장치 10MeV 30kW 제작 착수(’15.12)

 ◦ 실증연구센터 실시설계 완료(’16.6) 및 건설 착수(’16.10)

 ◦ 자동화설비(대형이송장치 및 연속식 조사설비) 제작 착수(’16.12)

 ◦ 10 MeV 전자선가속기(Mevex/Canada) 제작완료: (’17.4)

 ◦ 건물 차폐시설물 구축 완료(’17.10) 

 ◦ 2.5 MeV 전자선가속기(EB-Tech/Korea) 제작완료 (’17. 11)

 ◦ 10 MeV, 2.5 MeV 전자선가속기 설치 및 현장 시운전 완료(’17. 12)

 ◦ 자동화설비(대형이송장치 및 연속식 조사설비) 설치완료(’18.3)

 ◦ 건설공사 및 시설인허가 완료(’18.5)  

3. 기대 효과

 ◦ 확보한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시제품의 제작, 가공·조립 및 성능시험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조기 산업화를 촉진하고, 상용화 실증을 통해 다양한 관련 산업체의 제품·가격 경쟁력의 획기적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급증하는 녹색산업(친환경 그린에너지 소재개발, 경량고강도 복합재료 등) 수요를 예측/대비하고 재래

기술 대체를 통한 경제적 기여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