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과학기술

주관캠퍼스 소개

Radi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기술고도화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표준형원전 기술
구축, 핵연료 국산화, 연구용원자로 국산화, 방사성동위원소 기술 선진화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 등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원자력은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고갈과 환경위기를 해결할

한국원자력연구원

유일한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풍부한 에너지의 공급과 깨끗한 환경을 통해

www.kaeri.re.kr (대전 캠퍼스)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겠다는 미션을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며,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겨 줄 원자력

www.arti.re.kr (정읍 캠퍼스)

수소 생산기술 연구, 원자력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첨단 원자로･핵연료 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대전 캠퍼스)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의 바탕이 될 방사선 융합기술 개발 등 원자력 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자력은 국가발전을 위한 희망 에너지인 동시에 행복 에너지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Tel : 042-868-2000
Fax : 042-868-2196

저력과 희망을 키워 소중한 꿈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금구길 29
(정읍 캠퍼스)

전공 개요

Tel : 063-570-3000

방사선 과학기술 전공에서는 방사선 기술(RT)과 생명공학기술(BT)의 융합을 통한 방사선 돌연변이

Fax : 063-570-3009

육종 기술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식･의약용 유전자원, 친환경 바이오 산업 소재용 생물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방사선에 대한 생물체의 다양한 반응을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대사공학 등 생명
공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의 생물 산업 신약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기술을 이용한 분자영상, 진단용 바이오칩 개발 및 물질의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개발한 기술들은 생물 천연 소재, 기능성 식품, 의약품 등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방사선에 대한 생물체의 반응 연구, 유전자 발현 조절 및 기능
규명, 종양 특이적인 마커 발굴에도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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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CAMPUS INTRODUCTION
Nuclear energy is an energy source for the future that can supply an abundance of clean
energy to humankind. KAERI was established in 1959 to lay the foundation for achieving
national nuclear energy self-reliance. Over the past 50 years, KAERI has become the driving
force behind Korea´s national economic growth. KAERI has laid stepping stones to promote
strong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nuclear energy as a major energy source strengthening
Korea´s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transfer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he world is faced with a serious crisis due to climate change and energy scarcity. This
crisis has escalated due to the indiscriminate use of energy. As a result, the global environment
is being destroyed at a very rapid rate. Nuclear energy is an attractive alternative to avoid
such an energy crisis. Nuclear energy can be a sustainable energy source for humankind
for thousands of years. Unlike fossil fuels, nuclear energy does not produce any greenhouse
gases which are being blamed for global warming. Nuclear energy is an energy source for
the future which can supply an abundance of clean energy to humankind. KAERI is committed
to developing advanced nuclear technology to supply environmentally clean energy. We are
making efforts to develop nuclear technology for hydrogen production, which will place us
in the advanced era of the hydrogen economy. We are also g on reactor and nuclear fuel
research not only to promoti the welfare of future generations but also to improve the existing
nuclear power technology. We are developing radiation fusion technology, which we believe
will be the basis for high value-added industries. With these efforts, KAERI will be reborn
as a leading research institute and contribute to Korea´s national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We will do our utmost to become a global leader.

INTRODUCTION OF MAJOR
The Department of Radi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rings together Radiation Technology
(RT) and Biotechnology (BT). This convergence technology will enable the breeding of
radiation-induced mutation to develop high value-added products, high functional genetic
resources for foods, and drug and bio-resource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bio-industrial
materials. Development of new, high value-added drugs and products will also be achieved
by studying the varying reactions of organisms against radiation through the fields of genetic
engineering, protein engineering, metabolic engineering, etc. In addition, the Department of
Radi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pplies advanced radioisotope technology to develop
diagnosis-purposed bio-chips and to carry out molecular imaging study and safety assessment
for materials. These technologies will be used in bio-industries such as bio-natural
substances, functional foods, and medicine. Moreover, the reactions of organisms stimulated
by radiation, gene expression regulation and identification of tumor specific markers are
focuses of ou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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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방사선을 활용한
생물복합반응 연구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물질의 평가 방법과
바이오 융합 기술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세계수준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기술 전문 인재양성
특화 발전 및 학제간 BT/RT 융합 프로그램 개발
교수의 학생 상담/지도 시간 강화

연구부문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효능 중점기술의 연구
교수진의 추가확보 및 역량 강화
특성에 맞는 BT/RT 융합기술연구 활성화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우수학생 선발/배출 및 자긍심 고취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첨단 교육 인프라 확보 및 구축

연구부문

학제간 융합 및 응용 기술연구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교수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졸업 후 진로
방사선 기술과 생명공학의 융합을 통해 방사선 암 치료 효능 증진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천연소재, 기능성 식품, 의약품 및 바이오 산업 기술 개발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에 대한
생물체의 반응 연구와 분석 등 생명공학 관련 많은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우리 졸업생들은 방사선 기술 개발 산업, 학계, 정부 원자력 공학 관련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생명공학,
제약회사, 연구기관 등 에서 응용연구, 제품개발, 임상시험, 마케팅, 고객 서비스 또는 대학, 의료센터,
연구기관에서 교육 및 기초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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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권장학부
∙ 생명공학
∙ 생명과학
∙ 약학
∙ 의과학

••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방사화학 | Topics in Radiochemistry

(Major)

선택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학 | Radiolabeling Reactions and Methods
나노분자영상 | Molecular Imaging Using Nanomaterials

∙ 화학

방사선생물학 | Radiation Biology
방사선 생화학 | Radiation Biochemistry
학부 선수 권장과목

방사선 유전공학 | Genetics and Radiation

∙ 생화학

방사선 육종학 | Radiation Breeding

∙ 세포생물학

방사선 생리학 | Radiation Physiology

∙ 일반물리학

방사선생태학 | Radioecology

∙ 일반생물학

방사성동위원소과학특론 | Advanced Radioisotope Science

∙ 일반화학

방사선 세포생물학 | Radiation Cell Biology
방사선 미생물학 특론 | Advanced Radiation Microbiology
방사선 암생물학 | Radiation Cancer Biology
방사선 세포 독성학 | Radiation Cell Toxicology
방사선면역학특론 | Radiation Immunology
세미나

방사선 화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Chemistry

(Seminar)

방사선 생물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Biology
방사선 의과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Medicine
방사선 공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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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단백질생화학 | Protein Biochemistry I

▶

방사선 생화학 | Radiation Biochemistry

방사선유전･육종학 1 | Radiation genetics and breeding I

▶

방사선 육종학 | Radiation Breeding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RI 융합과학 | RI Convergence Science

▶

방사성동위원소과학 특론 | Advanced Radioisotope Science

방사선 미생물 유전학 | Radiation Microbial Genetics

▶

방사선 미생물학 특론 | Advanced Radiation Microbiology

방사선 식물생리학 | Radiation And Plant Physiology

▶

방사선 생리학 | Radiation Physiology

방사선생물학 특론 1 | Advanced Radiation Biology I

▶

방사선 생물학 | Radiation Physiology

방사선생물학 특론 2 | Advanced Radiation Biology II

▶

방사선생물학 | Radiation Physiology

방사선유전･육종학 2 | Radiation Genetics And Breeding II

▶

방사선 육종학 | RadiationBreeding

방사선후성유전체학 | Radiation Epigenomics

▶

방사선 유전공학 | Genetics and Radiation

병원성 미생물학 | Pathogenic Microbiology

▶

방사선 미생물학 특론 | Advanced Radiation Microbiology

생물구조유전체학 | Structural Genomics

▶

방사선 유전공학 | Genetics and Radiation

식물 대사 생화학 | Plant Metabolic Biochemistry

▶

방사선 생리학 | Radiation Physiology

인체생리학 | Human Physiology

▶

방사선 생리학 | Radiation Physiology

Cs 독성학 | Cs Toxicity

▶

방사선 생물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Biology

miRNA 생물발생 | Mirna Biogenesis

▶

방사선 의과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Medicine

단백질 크로닝 및 정제 | Protein Cloning And Purification

▶

방사선 생물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Biology

방사선융합기술 세미나

▶

방사선 공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Engineering

▶

방사선 생물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Biology

식물학적제염 | Phytoremeidation

▶

방사선 공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Engineering

원자력융합기술 | Nuclear Convergence Technology

▶

방사선 공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Engineering

유전자 가위 | Genetic Scissor

▶

방사선 생물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Biology

종양세포 이질성 및 방사선과 약물 민감도

▶

방사선 생물학 세미나 | Seminar on Radiation Biology

| Radiation Fusion Technology Seminar
세포배양 및 독성평가 세미나
| Seminar on Cell Culture and Cytotoxicity

| Sensitivity of Radiation and Drug for Tumor Cell
Heter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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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Majo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방사선 세포생물학
Radiation Cell Biology
세포의 구조 및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생물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나노분자영상

기초이론을 제공

Molecular Imaging Using Nanomaterials
본 강의에서는 다양한 나노물질을 활용한 분자영상 및 의,약학 분야에서의

방사선 암생물학

활용을 소개한다. 1-5주 차에서는 분자영상에 활용되는 나노물질의 합성

Radiation Cancer Biology

및 표지 방법 6-10주 차에서는 MRI, CT, PET, optical imaging등

본 강의는 신체 내 암 발생에 관한 분자 유전학의 이해를 돕고자 기본적인

다양한 영상 기법을 활용한 분자영상 연구, 11-13주에서는 최근 발표된

생물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며, 화학적 항암 및 방사선 치료와 같은 기존의

논문을 활용하여 발표 및 토의 시간, 14-16주에서는 새로운 분자영상

치료방법을 설명하고, 암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새로운

프로브 합성 전략 발표로 구성 된다.

치료법의 설계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방사선 면역학특론

방사선 유전공학

Radiation Immunology

Genetics and Radiation

본 강의는 면역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으로서 인간의

본 강의는 생물학 일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유전학 기초 이론을 습득하게

면역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전체, 세포생물학, 감염성질병학

하는 과목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사선 육종학
방사선 미생물학 특론

Radiation Breeding

Advanced Radiation Microbiology

본 방사선육종학 강의에서는 작물집단의 유전적 구성, 유전변이, 유전자와

본 강의는 미생물이 방사선 반응 및 병원성 유도 기작을 규명하기 위하여

환경의 상호작용, 선발이론 등 육종방법의 일반적 이론 학습 및 최근의

미생물 유전학, 생태학, 생리학, 단백질학 분야로 세분하여 강의

육종학 분야인 분자육종, 유전체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하게
된다. 또한 작물육종을 위한 심도깊은 분자육종 기술을 접함으로서

방사선 생리학

방사선육종의 실전 대비 학문을 접한다.

Radiation Physiology
식물의 기능과 생리를 이해함으로써, 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연구방법을

방사선생물학

살펴보고 이를 활용한 연구에 응용

Radiation Biology
본 강의는 일반생물학 기본 지식을 갖춘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이온화

방사선 생화학
Radiation Biochemistry
본 강의는 생물학 일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생체내 거대 분자인 단백질의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을 세포 및 조직에 최신 이론과 실험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중점적으로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염색체 손상과 암 발생에 대하여 논의될 것이다.

특성과 이들의 생체내 기능, 역할 등의 기초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이다.

방사선생태학
Radioecology

방사선 세포 독성학
Radiation Cell Toxicology
본 강의는 일반생물학 기본 지식을 갖춘 이공계열 전공자들이 세포

본 강의는 학생들에세 생태학에 기본을 두고 이온화방사선이 생태계 전체
및 그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키고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지화학적
순환과정을 이헤시키고자 한다

독성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습득을 통하여 실험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점적으로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동물 세포의 독성 발생 기작
및 영향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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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학

Seminar Course

Radiolabeling Reactions and Methods
본 강의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표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관련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1-3 주차에서는 기본 유기화학반응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다. 4-8 주 차에서는 다양한 방사성동위원소의 표지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10-12 주 차에서는 최근 개발 된 bioconjugation

방사선 공학 세미나
Seminar on Radiation Engineering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13-15 주 차에서는 product의 합성 전략 및
적합한 표지 방법의 적용에 대해 강의 한다.
This class will provide various radiolabeling methods of small

방사선 생물학 세미나

molecules and macro molecules and also present recent

Seminar on Radiation Biology

advancements of radiochemistry and related research fields.

방사성동위원소과학 특론

방사선 의과학 세미나

Advanced Radioisotope Science

Seminar on Radiation Medicine

방사성동위원소과학 특론

방사화학

방사선 화학 세미나

Topics in Radiochemistry

Seminar on Radiation Chemistry

본 강의에서는 방사화학 소개, 방사성동위원소 관련 기초 물리, 동위원소
검출, 방사선 피폭, 동위원소의 의학적 활용, 방사성오염 환경정화 방법등에
관련하여 공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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