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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연구를 통해 연구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추진 연구과제 도출
ㅇ 연구목표 : 공중/수면/수중 방사선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ICT기반 해양운용플랫폼 및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양방사선 정보 및 예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형 해양방사선 감시기술 
개발의 기본 방향 및 전략 제시하며 우리 원의 대형 국가 R&D 사업 수주를 도모

ㅇ 연구과제 1: 해양환경방사선 실시간 감시 원천기술
- 저준위 해양감마선 센싱기술, ICT기반 고정형 수면/수중 감시기술 및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데이

터 생산기술 개발
ㅇ 연구과제 2: 해양복합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고도화 및 실증

- 고성능 해양복합방사선(감마&베타) 센싱기술, ICT기반 다목적(고정형/이동형 및 공중/수면/수중) 
감시 맞춤형 운용(전력, 제어, 전송)기술 및 빅데이터 기반 해양방사선 지능형 예측기술 개발

ㅇ 기대효과
-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를 위한 방사선 센싱, ICT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 분야의 국내자체 원천기

술 확보 및 국가방사선감시망 구축에 활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IERNet)과 연동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예

방중심의 해양재난재해 대비방안 확보 및 유사시 발 빠른 대처 방안 마련 가능
- 국제적 이슈 및 분쟁 시 (중국 해상원전 2021년 운용 및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 

등)( 등 대비자료 마련 가능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 글 해양방사선, 상시 모니터링,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이동체

영 어
Oceanic radiation, in-situ monitoring, 

AI, IoT, unman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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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개요 
ㅇ 기획연구 제목: 인공지능형 해양방사선 감시를 위한 기술개발 기획연구
ㅇ 기획연구 목표: 공중/수면/수중 방사선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ICT기반 해

양운용플랫폼 및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양방사선 정보 및 예보를 제공하는 지
능형 해양방사선 감시기술 개발의 기본 방향 및 전략 제시하며 해양과기원의 대형 국
가 R&D 사업 수주를 도모함

Ⅱ. 배경 및 필요성
ㅇ 한국과 주변국의 높은 원자력발전 의존도 및 원자력발전의 잠재적 위험성

<대한민국 및 주변국 (일본, 중국)의 원자력발전 현황 및 원전관련 국제이슈>

- 경제성,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높은 에너지 독립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8
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24%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9년 기준 48기의 
원전을 가동 중 (해상원전 포함 10 건설 중)이고 2030년까지 100기 이상 가동한다는 계획
을 세우고 있음

- 원자력발전은 원전폐기물의 사후처리비용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높은 위험성
이 존재하며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원전 사고는 막
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국제적 환경 피해를 수반함

- 우리나라에서 최근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피해를 실
감한 국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된 상태임

- 중국은 많은 원전을 우리 서해바다와 마주한 연안에 운영/건설 중이며 2021년 제 1호 부유
식 해상원전 운영 계획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형원자로 개발과 더불어 해상원전 관
련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음



- 2 -

- 최근 일본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가 우리 항내 배출되어 이로 인한 방사능 오염 및 후
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의 논란이 있음 

ㅇ 해양방사선 상시 측정/감시의 중요성 

<대한민국 해양방사선 감시망의 AS-IS와 TO-BE 개념도>

- 대부분의 원자력발전소는 원활한 냉각수 확보가 가능한 연안에 건설되는바 해수 특성상 
유사시 방사능이 누출되는 경우 오염물의 방호/방제가 불가능하므로 해양방사선 상시 
측정 및 이에 기반한 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수적임

-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국
토에 대한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양방사능은 바다에서 수집
된 샘플 해수에 대해 연 4회에 걸쳐 데이터를 확보하는 실정으로 이틀에 걸친 전처리 
및 분석시간이 소요됨

- 따라서 수집된 샘플 해수의 방사능 측정으로 광대역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을 상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임

- 안전한 원자력에너지 사용,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및 선제 대응과 국
제사회 공조를 위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ICT, 인공지능, IoT 기술 등)을 적극
적으로 접목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해양 및 항내 방사선을 상시 감시하는 기술 개
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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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동향분석 및 역량분석
ㅇ 국내외 현장형 해수방사능 감시망 현황

- (국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인접국의 원전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국내 원전의 
방사능 유출 감시 강화 및 평소 배경준위 확보를 위하여 연안 위주로 해수 방사능 실
시간 감시체계를 구축 중

- 해수방사능 감시망 유지보수는 정기점검과 유사시 수시 및 긴급점검을 병행하는 바 
2018년 기준 총 38회 점검 중 수시 점검이 20회이며, 고장 사례는 통신 및 전원장애
가 40%에 해당함

<우리나라 실시간 해수방사능 감시망 (KINS 해양환경방사능 2018년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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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해양방사선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NaI 섬광체 검출기를 사용하며 해양관
측시설 및 선박을 이용하여 해양방사선을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감시망을 구축함

- 독일 연방해운수로국에서 고정형/이동형 측정기지로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해양방사능 측정기지로부터 데이터를 모아 훈련된 전문인이 분석한 데이터
상시 보고하며 경고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샘플분석을 수행하여 필요시 경고 메시지가 
전송됨

<독일 실시간 해수방사능 감시망> 
(https://www.bsh.de/EN/TOPICS/Monitoring_systems/MARNET_monitoring_network/Radioactivity/radioactivity_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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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동향
-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기술은 저준위 해양방사선 

센싱 기술로 대부분 섬광체 기반 방사선 감시기를 채택함
- (국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NaI(Tl) 섬광체 및 GM형 검출기를 기반으로 검출

부, 구조부 및 통신부로 구성된 해수방사능 감시기를 구축하여 실시간 해수방사능 감
시망에 활용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시기 상세도> 

•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수중 베타 및 감마 방사선 동시 감시 & 통합 현장 감시 시스템 
개발 중

 - 짧은 비정의 베타선 계측을 위하여 방사선과 반응하는 섬광체와 방사선원이 직접 
닿는 검출부 설계

 - 슬릿형 섬광체 기반으로 반응면적 증가에 따른 검출효율 증가를 바탕으로 계측시간 
단축

 - 물과 반응성이 없는 플라스틱 섬광체를 이용하여 물 시료와 직접 닿아 짧은 비정의 
베타 핵종을 검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구축

<수중 베타 및 감마 방사선 동시 감시 시스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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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섬광체 기반 수중 베타 검출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서울대에서 GAGG 섬광체 및 SiPM 기반 검출기와 USV 
(unmanned surface vehicle)을 이용하여 이동형 해양방사선 검출시스템을 구축함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대에서 구축한 해양방사선 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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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수중감마선 계측을 위한 상용제품은 기본적으로 NaI(Tl) 섬광체를 사용하였으
며 에너지 해상도가 좋은 CeBr3나 LaBr3(Ce) 섬광체를 사용하기도 함

<수중감마선 계측기 상용제품>
제작사 및 모델 제원 및 특징

독일 ENVINET SARA Water

프랑스 Bertin Instruments 
Spectro TRACER Aqua

라트비아 BSI UWGS-500

그리스 ito GeoM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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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허 및 논문분석
- 고효율 해양방사선 센싱기술, 인공지능형 해양방사능 예보 기술, IoMT 기반 해양방사

선 상시모니터링 운용플랫폼 구축 기술 등 세부기술별 특허 분석 수행 
-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의 계속적인 증가로 1990년대 기술태동기를 거쳐 현재 기술 성

장단계 진입 (1998~2017년 기준)으로 분석됨
- 국가별/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에서의 출원이 전체 분석대상 국가 

출원규모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술은 일본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며, 뒤를 이어 미국이 27%, 한국이 26%, 유럽은 8% 수준임

<구간별 특허현황 및 나라별 특허보유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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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논문분석
- 고효율 해양방사선 센싱기술, 인공지능형 해양방사능 예보 기술, IoMT 기반 해양방사

선 상시모니터링 운용플랫폼 구축 기술 등 세부기술별 논문 분석 수행 
- 세부기술별 꾸준한 논문증가를 보이며 현재 성장단계로 분석됨

<논문검색 핵심기술군 및 기술범위>
핵심기술군

AAA 대면적/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
AAB 고속 해양 방사선 신호처리 기술 
AAC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 
ABA 해양방사능 정보 생산/전달 기술
ABB 해양방사능 빅데이터 확보 및 구축 기술
ABC 해양방사능 예보/예측 기술
ACA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기술
ACB 해양 방사능 정보 서비스 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분류별 논문발행 현황 분석> 

<기술 성장단계 분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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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사업 수립
ㅇ 사업 추진방향 도출 

-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군에 대한 다양한 분야 (원자력, 방사
선, 계측, 시뮬레이션, 해양, ICT, 연구기획 등)의 산‧학‧연 전문가로 추진체계 구성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개발 사업 기획을 위한 추진체계> 

- 원자력, 방사선, 해양 및 연구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5회 회의 (착수, 자문, 
사전보고), 인공지능 관련 기술세미나와 워크샵을 통하여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의 기획방향성 도출 및 검토 수행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개발 사업 기획을 위한 방향성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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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필요요소기술 범위 설정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을 위한 필요기술 범위> 

ㅇ 연구개발사업 도출
- 사업명: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개발 사업
- 사업목표: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방사선 센싱, ICT 기반 운용 및 지능형 데

이터서비스 첨단요소기술 개발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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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 세부과제 구성 및 세부목표

<1단계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 원천기술 개발>
핵심개발 과제 연구 목표

저준위 해양감마선 
센싱기술 개발

§ 저준위 해양감마선 센싱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저준위 해양감마선 검출기술 개발
§ 기존 제품과 센싱 성능 비교 및 검증

ICT기반 고정형 수면/수중 
감시기술 개발

§ 해양통신기반 데이터 전송기술 개발
§ ICT기반 해양방사선 감시 운용기술 개발
§ 고정형 수면/수중 감시기술 성능 검증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데이터 생산기술 개발

§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시뮬레이션기술 개발
§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정보 생산 및 분석기술 개발
§ 테스트베드 해양환경 감마선 정보 빅데이터 구축

<2단계 해양복합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고도화 및 실증>
핵심개발 과제 연구 목표

고성능 해양복합방사선 
센싱기술 개발

§ 고감도 해양복합방사선 센서기술 개발
§ 시뮬레이션 기반 센서 최적화 설계 및 성능평가 

플랫폼 구축

ICT기반 다목적 감시 맞춤형 
운용기술 개발

§ 고정형 공중/수면/수중 감시를 위한 ICT기반 
운용플랫폼 개발

§ 이동형 공중/수면/수중 감시를 위한 ICT기반 
운용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기반 해양방사선 
지능형 예측기술 개발

§ 지능형 해양복합방사선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기술 
개발

§ 통합 지능형 해양복합방사선 예측 프로그램 개발
1) 복합방사선: 감마&베타, 2) 다목적: 고정형/이동형 및 공중/수면/수중, 3) 운용기술: 전력, 제어, 전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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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개발 로드맵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 1단계 로드맵>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 2단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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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전략
- 해양환경방사선 실시간 감시를 위한 계측, 운용 및 데이터서비스 첨단요소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단계 연구사업으로 구성하며 사업 초기에는 구축된 해양
방사선 센서가 없으므로 육상용 혹은 해양용 상용방사선 센서를 활용하여 ICT기반 
운용 및 빅데이터 기반 분석기술을 개발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총괄하에 방사선 계측 및 시뮬레이션 전문연구실인 서울대 및 전
북대와 협업하여 해양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ICT기반 실시간 해양방사선 계측 및 빅
데이터 기반 지능형 예측 시스템 첨단요소기술을 확보하며 실증 연구를 위하여 포항 
수중로봇실증센터 및 (주)브라이토닉스이미징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실시간 해양환경방사선 감시기술 중 고성능 저준위 해양방사선 센싱, ICT기반 해양운용 
(전력, 제어, 전송)기술, 해양무선통신 기술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기술 분야의 국내자
체기술력을 확보하여 관련 업체와의 상용화 추진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의 추진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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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타당성 분석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의 타당성 분석> 

ㅇ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요소기술 (방사선 센싱, ICT 기술 및 빅데이터 기술)은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지는 원천 기술로 국내기술력 증진 기여
-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요소기술을 표준화된 해양방사선 데이터 확보 및 해양방사선 

광역감시망 구축에 활용
◼ 예방중심의 해양재난재해 대비방안 확보 및 유사시 발 빠른 대처 방안 마련 가능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IERNet) 및 해양조사원의 해양

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과 연동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 국제적인 공조를 위하여 동북아 해양 관측시스템(NEAR-GOOS)과 연동하는 전략 가능
◼ 유사시 연구선 및 관공선 탑재형 방사선 센싱, 운용 및 데이터분석 기술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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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KEYWORDS

Ⅰ. Introduction
ㅇ Title: Planning Research of Daily In-Situ AI Oceanic Radiation Monitoring
ㅇ Goal: A planning research for technical development on AI oceanic radiation 

monitoring with in-situ air/water-surface/underwater radiation detection, 
ICT-based maritime operation platform and big data based information 
service                    

Ⅱ. Background and necessities 
ㅇ High dependency of electricity generation on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possibility of danger in Korea and neighbor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Current nuclear power plants map in Korea, Japan, and China>

ㅇ Inefficiency of current periodic marine radiation monitoring technology by 
water sampling based analysis in Korea

ㅇ Inefficiency of current periodic marine radiation monitoring technology due 
to water sampling and long analysis time in Korea

ㅇ Increased needs of real-time and in-situ marine radiation monitoring over 
vast ocean using core technologies (ICT, AI, Io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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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arine radiation monitoring: AS-IS vs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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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rend analysis
ㅇ In-situ marine radiation monitoring networks

- KINS (Korea institue of nuclear safety) is constructed in-situ marine 
monitoring network by installing in-situ radiation detectors in coastal area 
to monitor the change of the background radiation level.

<우리나라 실시간 해수방사능 감시망 (KINS 해양환경방사능 2018년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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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y has a marine environmental monitoring network in the North Sea 
and Baltic Sea consisting of 7 offshorw stations, 6 coastal stations and 3 
mobile ship stations.

<German radioactivity monitoring network> 
(https://www.bsh.de/EN/TOPICS/Monitoring_systems/MARNET_monitoring_network/Radioactivity/radioactivity_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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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echnical trends of marine radiation detection system
- KINS: NaI(Tl) and GM radiation detector

<KINS in-situ marine radiation detector> 

- KIOST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nd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USV (unmanned surface vehicle) monitoring system 
equipped with a GAGG scintillator and SiPM based radiation detector

<KIOST and SNU USV marine radiation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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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rcial underwater radiation detectors

<Commercial underwater radiation detectors>
 Manufacturer Specifications

독일 ENVINET SARA Water

프랑스 Bertin Instruments 
Spectro TRACER Aqua

라트비아 BSI UWGS-500

그리스 ito GeoM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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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atent trend
- Patent analysis on three technologies: high performance marine radiation 

sensing, AI marine radiation prediction, IoMT based marine radiation 
monitoring platform

<Patent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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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Paper trend
- Paper analysis shows the continuous increase of papers on high 

performance marine radiation sensing, AI marine radiation prediction, IoMT 
based marine radiation monitoring platform.

<Core technology classification>
Core technologies

AAA High performance marine radiation sensing
AAB High speed marine radiation signal processing

AAC
High performance marine radiation detection 

system
ABA Marine radiation information production/transfer 
ABB Marine radiation big data
ABC Marine radiation prediction
ACA Marine radiation monitoring
ACB Marine radiation information service platform

<Paper trends of marine radiation monitoring technologies> 

<Technology growth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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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D project
ㅇ Goal

- Development of radiation sensing, ICT based operation platform, and AI 
information service technologies for daily in-situ marine radiation 
monitoring

ㅇ Main R&D　projects and research goals

<Step-1. Real-time marine radiation monitoring technology development>
Research Research goal

Low radioactivity marine 
radiation sensing

§ Marine radiation sensing simulation model
§ Low radioactivity marine radiation sensor
§ Performance validation comparing to a 

benchmarking product

Stationary ICT based 
monitoring of 

water-surface and 
underwater radiation

§ Marine communication based data transfer 
technology

§ ICT based monitoring of marine radiation
§ Performance evaluation of stationary monitoring 

system of water-surface and underwater radiation

Marine environmental 
radiation data production

§ Marine environmental radiation simulation
§ Marine environmental radiation information 

production and analysis
§ Big data of marine environmental radiation 

<Step-2 Advanced real-time marine radiation monitoring technology>
Research Research goal

High performance marine 
multi-radiation sensing

§ High performance marine multi-radiation sensor
§ Simulation based sensor optimiz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platform

ICT based multi-purpose 
monitoring platform

§ Stationary ICT based monitoring platform of 
air/water-surface/underwater radiation 

§ Mobile ICT based monitoring platform of 
air/water-surface/underwater radiation 

Big data based AI marine 
radiation prediction 

§ AI marine multi-radiation big data production and 
analysis

§ AI marine multi-radiation prediction program
1) multi-radiation: gamma&beta, 2) multi-purpose: stationary/mobile monitoring systems and 
air/water-surface/underwater radiation, 3) monitoring platform: power, control, data transfer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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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ffects and applications
- The project results of sensing, ICT platform and big data analysis for real 

time marine radiation monitoring will contribute to enhance domestic 
market power.

- The project results from real time marine radiation monitoring can be 
applied to build in-situ marine radiation monitoring network over vast 
ocean area.

Ⅴ. Keywords
ㅇ 해양방사선, 상시 모니터링,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이동체
ㅇ Oceanic radiation, in-situ monitoring, AI, IoT, unman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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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 배경

대한민국과 주변국 (일본, 중국)의 높은/증가하는 원자력발전 의존도

• 경제성,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높은 에너지 독립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24%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은 2019년 기준 48
기의 원전을 가동 중 (해상원전 포함 10 건설 중)이고 2030년까지 100기 이상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대한민국 및 주변국 (일본, 중국)의 원자력발전 운영 및 건설계획 현황>

  [대한민국]

 -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의 두 번째 주력발전으로 2019년 12월 기준 운영가능한 24
기 중 14기가 운영 중이며 월성1호기는 영구정지, 4기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기)가 건설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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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 5 이상의 경주 (2016년 9월)와 포항 지진 (2017년 11월) 발생으로 지진피해를 
실감한 국민들의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
전 정책 시행 후에 다소 점유율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총발전량의 24%를 점유함

 - 줄어든 원자력발전의 점유율을 대체할 청정에너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며 실제로 그
림 2에 보듯이 부족한 전력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화력발전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화
력발전에 대한 대기오염의 우려도 증가함

  [일본]

 - 일본의 경우, 2011년 전 기준으로 전체 전력의 30%를 원자력발전이 점유함

 - 2011년 3월 규모 9의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수습 
과정에서 대량의 방사능이 해양으로 확산되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침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제로운전 정책을 시행하였고 부족한 전력량을 보충하
기 위하여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로 보충하다 보니 무역손실이 발생하여 현
재 원전비중을 차츰 상향하여 현재 9개 가동 중이며 기준에 맞지 않는 23개 원자로
는 영구정지 함

 -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그리고 수습과정에서 축적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계획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있으며 후쿠시마발 선박의 평형수 및 수산물
에 대한 우리 항내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음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 및 발전설비별 총발전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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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자력발전 현황 및 방사성오염수 방류 논란>

<중국의 원자력발전 현황 및 부유식 해상 원자력발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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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대기오염을 줄이는 일환으로 화석연료 대신 원자력발전을 채택한 중국은 2030년까
지 100기 원자력발전 원자로 설치라는 목표 하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48기의 운영가능한 원자로가 있으며 10기가 건설 중이며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마주하는 중국 동해 연안에 위치함

 - 2021년 운영 목표 하에 부유식 해상 원자력발전을 개발 중이며 우리 서해 경계에서 
운영할 계획임

원자력발전의 잠재적 위험성

• 원자력발전은 원전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사후처리비용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높은 위험성이 존재하며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원
전 사고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회생 불가능한 국제적 환경 피해를 수반
함

• 중국의 부유식 해상원전 운영 계획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형원자로 개발이 진
행되면서 해상원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최근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피해를 실
감한 국민들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된 상태임

해양방사선 상시 측정/감시의 중요성

• 원자력발전은 원활한 냉각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건설되는바 인접한 중국의 많은 
원전은 우리 서해바다와 마주한 연안에 운영 및 건설 중이며 2021년에 운용계획인 
제 1호 해상원전은 우리 서해에 가까이 배치될 예정임 

• 최근 일본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가 우리 항내 배출되어 이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논
란이 있음 

• 해수 특성상 유사시 방사능이 누출되는 경우 오염물의 방호/방제가 불가능하므로 해
양방사선 상시 측정 및 이에 기반한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수적임

현재 해양방사능 감시기술의 비효율성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국토에 
대한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양방사능은 바다에서 수집된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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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해수에 대해 연 4회에 걸쳐 데이터를 확보하는 실정으로 이틀에 걸친 전처리 및 
분석시간이 소요됨

• 따라서 수집된 샘플 해수의 방사능으로 광대역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을 상시&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함

• 안전한 원자력에너지 사용,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 및 선제 대응과 국제
사회 공조를 위하여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ICT, 인공지능, IoT 기술 등)을 접목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해양 및 항내 방사선을 상시 감시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대한민국 해양방사선 감시망의 AS-IS와 TO-BE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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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 필요성

○ 사회‧문화적 측면

원자력발전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증가 및 선제 대응 중요성 부각

• 우리나라에서 최근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후쿠시마발 선박 평형수로 인한 
항내 방사능 오염 가능성 및 중국의 가파른 원자력발전 증가와 2021년 해상원전 운
영계획 등 국제적 잠재위험성에 대비 필요

• 유사시 신속한 초동 대응 및 정확한 방호/방제 계획수립을 위하여 근해‧원해‧항내 현
장에서 해양방사선 준위추이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

○ 기술적 측면

상시‧지속 현장형 해양방사선 감시기술 수요 발생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연 4회 해수샘플을 정점 수집 후 이틀에 걸친 전처리 및 
분석처리 후 해수방사능 데이터를 확보하는 실정으로 유사시 방호/방제를 위한 신속
한 상황 파악이 불가능함 

• 현재 우리나라는 인접국의 원전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국내 원전의 방사능 유출 감시 
강화 및 배경방사능준위 추이 확보를 위하여 해수방사능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 중
으로 기존 육상용 기술을 적용하여 극한해양환경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 발생함

•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극한해양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해양방사선을 감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관점에서의 지원책 마련 필요

○ 경제적 측면

해양방사선 광역감시 및 유사시 방호/방제에 대한 막대한 처리 비용 소요

• 광대역 해양방사선 상시감시를 위하여 기존의 해수샘플 기반 조사의 정점 및 조사 횟
수를 증가할 경우 막대한 인력, 처리비용 및 조사‧분석 시간이 소요되어 경제적 측면
에서 비효율적임

• 유사시 해수를 통한 방사능 오염물의 확산 경로 파악, 정확한 방호/방제 계획 수립 
및 추후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절감을 위하여 현장에서 해양방사선 준위추이를 신속
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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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방사선 계측, ICT기반 운용 및 인공지능 기반 분석 분야의 국내자체 기술력을 확
보할 뿐 아니라 해양방사선 광역감시망 구축에 활용하여 예방중심의 해양재난재해 대
비로 사회경제적 손실 절감 효과 기대

○ 정책적 측면

에너지, 환경, 재난 등 국민 삶과 직결된 R&D지원 강화 정책

• ‘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국민생활 문제해결 및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부투자 필요

  <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 에너지, 환경, 재난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연구개발(R&D)지원 강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안전) 이상기후에 대비한 재해예방투자 확대, 교통안전 등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확대 및 
대형․복합재난 대응역랑 강화 지원

 - (R&D)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안정을 지원하고, 데이터·5G·AI 및 3대 핵심
사업 등에 투자 집중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ICT, 인공지능, IoT, 5G 기술 등) 접목한 첨단해양관측‧예측기
술개발 등을 통하여 기술선점 및 해양 전문 인력 양성에 정부 지원 필요



- 37 -

다. 추진 근거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제2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 중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이용ㆍ관리 
실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개발’에 해당함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중 사업의 추진근거>
5대 추진전략 중점과제 세부내용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이용ㆍ관리 실현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제 정착

Ÿ 해양환경 통합 모니터링 추진 및 해
양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환경 이용ㆍ보존 
요구를 충족시켜 
지속적 녹색성장 

실현

Ÿ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배출 및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종합 관리방
안 구축

Ÿ 해양환경을 정밀 탐사, 관측하기 위
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Ÿ 해양조사선 건조 및 잠수정, 해양관
측위성, 탐사기기 등 핵심 해양장비 
개발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0),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

•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의 5대 실천목표 중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 체계 확립’의 
중점추진전략인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체제 선진화’, ‘해양기인오염 대응 능력 확충’의 
중점추진전략인 ‘해양사고 예방적 관리 강화’ 등과 관련됨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 중 사업의 추진근거>
실천목표 중점추진전략 주요추진사업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 체제 선진화

Ÿ 육상기인 오염원의 유형별 관리 강
화

Ÿ 육상기인 오염원 관리를 위한 과학
기술 기반 강화

해양기인오염 대응 
능력 확충

해양사고 예방적 
관리 강화

Ÿ 해양오염물질 감시역량 강화

출처: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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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

•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에서 해양영토관리의 중점기술 추진전략과 관련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 중 사업의 추진근거>

4대 목표 중점기술 추진전략 세부내용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주권강화 및 

해양자원 경제영도 
회복

(해양영토 관리) 국가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역량 강화를 
통해 해양영토 주권 

확립

Ÿ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관할해역 
해양과학 조사, 해양종합관측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위성기반 
해양관측 정보시스템 구축 중점 
투자

출처: 국토해양부(2012), 2020 해양과학기술로드맵(2012-2020)

○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

•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의 12대 실행전략 중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 강화’, 
‘첨단 해양 장비산업 육성’,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과 관련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 중 사업의 추진근거>
3대 R&D전략 12대 실행전략 세부내용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역량 강화

Ÿ 해양 예보시스템 개선 및 해양영
토 광역 감시망 구축

해양자원 및 
해양에너지 개발 

활성화

첨단 해양 장비산업 
육성

Ÿ 수중ㆍ심해저의 관측, 산업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 장비 및 시스
템 개발

국민행복 해양공간 
창조

해양환경 개선 및 
위해요소 대응역량 

강화

Ÿ 해양오염, 유해해양생물 등의 관
리ㆍ대응체계 고도화

출처: 해양수산부(2014), 해양수산R&D중장기계획(2014-2020)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국가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
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제12조(해양의 관리) 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을 위하여 노력하며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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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함
     제13조(해양환경의 보전) 정부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ㆍ폐기물질의 발생ㆍ

유입의 방지, 오염ㆍ폐기물질의 제거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제15조(해양안전관리) 정부는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의 손실 및 해양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기술의 개발, 해상교통환경의 개선 및 선박안전
성의 확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구축 등 해양안
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 해양과학조사법
     제20조(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

록 보장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사자료 공개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해야 함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ㆍ대

응하거나 해양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ㆍ개선하고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
한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함

○ 원자력안전법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해양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영의 업무
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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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연구의 목표 및 내용

○ 인공지능형 해양방사선 감시를 위한 기술개발 기획연구 

• 공중/수면/수중 방사선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ICT기반 해양운용플랫폼 및 측
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양방사선 정보 및 예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형 해양방사선 
감시기술 개발의 기본 방향 및 전략 제시하며 우리 원의 대형 국가 R&D 사업 수주를 
도모함

○ 기획연구 수행체계

• 효율적인 기획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내 다양한 분야 (원자력, 방사선, 계측, 시뮬레이션, 
해양, ICT, 연구기획 등)의 전문가로 추진체계를 구성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ICT융합연구센터 주관으로 해양환경연구센터, 동행환경연구센
터, 해양공학연구본부 및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의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기획 연구 수행

• 서울대 방사선계측 연구팀, 전북대 방사선 시뮬레이션 연구팀 및 방사선 신호획득시스
템 구성을 위한 (주)브라이토닉스이미징의 연구진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여 깊이 있는 
논의 및 실현가능성 있는 연구주제 도출

<기획연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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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연구 수행내용

<기획연구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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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환경 및 역량 분석

1. 환경 분석
가. STEeP 분석

○ 미래사회 주요 이슈들을 사회(Social), 과학기술(Technological), 경제(Economic), 
생태(ecological), 정치(Political)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영향을 분석함

• 가중치는 1 ,2, 3점을 부여 : 해당이슈가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에 미치는 영향
의 중요도를 평가함(단기 : 2025년 이내, 중기 : 2026년~2031년, 장기 : 2032년 이
후)

<STEeP 분석>

주요이슈 해당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요인
영향요인의 

가중치
단기중기 장기

S
S1

해양 안전 확보의 
필요성 

해양재해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이 필요

2 3 3

S2
해양 환경 보호의 

필요성
해양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 오염 문제점이 
대두

2 3 3

T
T1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해양분야 적용

AI, ICT, IOT, 로봇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
술을 해양연구에 적용

3 3 3

T2 기술경쟁 글로벌화 글로벌 산업체계구축으로 기술경쟁의 심화 2 2 3

E
E1 해양 시장의 글로벌화

해양 플랫폼의 필요성으로 글로벌 기업이 등
장하고 장비, 기술 통합으로 시장 독점

2 3 3

E2 신산업 전통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요구 증가 3 3 3

e
e1 해양재해재난 대응 해양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2 3 3

e2 해양 환경 규제 심화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제의 심화 3 3 3

P
P1

해양환경 보호 수요대응 
연구 개발

예방중심의 해양재해재난 대응으로 해양 환
경 보호 필요

3 3 3

P2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부정책 강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한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위한 안전기술개발 분야로 R&D정책 전환 3 2 2

평균　 2.5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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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슈분석 및 대응전략

○ STEeP 분석 결과로부터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개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이슈를 선정한 결과가 다음 표와 같으며, 이러
한 단기 및 장기 이슈에 따라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함

<이슈 도출>

구분 단기
(1-3)

중기
(1-3)

장기
(1-3)

단기이슈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해양분야 적용 3 3 3
전통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
리 창출 요구 증가 3 3 3

해양재난재해의 대형화와 예방중심의 해양안전 
요구 증가 3 3 2

장기이슈

해양환경이 지구전체에 미치는 영향 3 3 3
다학제적 융복합 기술을 통한 기술혁신의 가속
화 2 2 3

국제적 기술 선점이 기능한 해양연구개발 1 2 3

<대응 전략>

구분 대응전략

단기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ICT, 인공지능, IoT, 5G 등)의 적극적인 해양 

분야 적용을 통한 해양안전 확보 및 연구 활성화 기대  

장기
해양 안전 확보와 국제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 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 국내기술력 증진 및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양·ICT 융합 기술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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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 분석

○ 수요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설문조사 응답자 소속, 직책 및 전공 현황>

설문조사결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해양 유출 및 중국의 급증하는 원전 
운용에 대비하여 해양방사능 감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및 주변국
(일본,중국)의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위하여 상시 지속적인 해양방사선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시 지속적인 해양방사선 감시 필요성 응답결과>

• 원자력안정정보공개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육상 영토에 대해 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실시간 환경방사능 정보서비스 인지여부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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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바다와 연결되어 순환되는 해수의 특성 상 오염물질의 해양 유출 시 방역/방제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유사시 방사능 오염물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상시지속적
인 해양환경방사능 실시간 감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환경방사능 실시간 감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 필요성 응답결과>

• 실시간 해양 환경방사능 정보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 실시간 해양 환경방사능 정보서비스에 대한 응답으로 잉숑는 응답이 100%로 

<실시간 해양 환경방사능 정보서비스 이용여부 응답결과>

• 해양방사능 감시망 구축 시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방사능 감시망 구축 시 필요 기술 응답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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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술조사

• 우리나라의 전반적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시간 해양방사선 세부기술별 기술수준 응답 결과>

• 우리나라의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 기술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가 필요한 분
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2개)?

<실시간 해양방사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가 필요분야 응답 결과>

•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망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결과

<기술수요조사 결과>

제안자 기술명 개발기간 소요금액
윤현진

(동아대학교병원)
선박을 이용한 해양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 5년 40억원

오경민
(원자력연구원)

실시간 해양방사선 모니터링을 위한 3차원 방사선 
이미징 시스템 개발 및 적용연구

5년 50억원
정성희

(원자력연구원)
해양 방사성 오염수 모니터링 및 전산유체 예측모델 
검증기법 구축

5년 50억원
김희령

(UNIST)
무인자율주행 기반 실시간 원전주변 해양 환경 방사
선 모니터링

4년 24억원
고근배 

(브라이토닉스이미징)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망 구축을 위한 저준위 방사
선 검출기 개발

3년 15억원
백승재

(KIOST)
해양로봇 기반 장기간 해양방사선 센싱 기술 3년 150억원 

서희
(전북대)

방사성물질 해양 확산 모델링 및 복합 해양방사선 
감시망 최적화 설계

5년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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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동향 분석
가. 국내외 해수방사능 감시기술 동향 분석

(1) 국내 해수방사능 감시망 현황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 환경방사능 (전 국토, 원전시설 
주변 및 해양) 감시를 수행하고 2014년부터 매년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음

<대한민국 환경방사능 감시체계>

• 해양방사능은 조사정점에서 60 kg의 해수를 채수 후 연구실로 운반하여 이틀에 걸치
는 전처리 및 분석과정을 통하여 방사능 데이터를 확보하는 실정임

<해수방사능 조사 및 분석 절차 (해양환경방사능 2018년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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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양방사능 감시 강화를 위하여 Cs-137의 조사
주기를 연4회로, 조사 정점은 동중국해 4개 및 동해 북부 2개 정점을 추가함

<해수방사능 강화된 조사정점>

○ 인접국의 원전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및 국내 원전의 액체유출물 감시 강화 및 평소 
배경준위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 연안 해수 방사능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함

<우리나라 실시간 해수방사능 감시망 (해양환경방사능 2018년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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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해수방사선 감시망을 선박, 부이 및 해양관측시설 18 정점에 설치하여 2018년 
7월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함

• 방사선 검출기는 3인치 NaI(Tl) 섬광체와 PMT (photomultiplier)로 구성된 감마선분
광시스템 (gamma spectroscopy)과 총 방사선량률을 측정하는 GM 방사선 검출기로 
구성됨

<해수방사능 감시기 사양 (해양환경방사능 2018년 조사보고서)>

• 방사선 검출기의 하우징은 설치 현장의 특징에 따라 해양관측시설은 나일론, 부이는 
브라켓 형태의 스테인리스 스틸, 선박은 알루미늄과 아세탈의 혼합재질을 사용함

• 방사선 검출기 외에 다중파고분석기 (multichannel analyzer, MCA)의 자료처리 모
듈 및 컨트롤 보드, CDMA 무선통신(3G)을 통하여 계측 데이터를 원격으로 수집함

• 감시기 시스템의 전원은 선박과 해양관측시설의 상시전원을 1차로 사용하며 외부전원 
상실 시 비상용 백업배터리가 구비되었으며 부이의 경우 태양광 전지판을 통해 충전
하는 대용량 백업용 배터리 전력을 사용함 

<해수방사능 감시망 자료관리 프로그램 (해양환경방사능 2018년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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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서버에 전송된 관측 데이터는 5분 선량률 및 15분 감마 스펙트럼을 수집함

• 관심핵종인 Cs-137의 순계수율 (cps)은 Cs-137의 총계수율과 백그라운드 계수율의 
차이로 구함

• Cs-137의 총계수율과 661 keV의 ROI에 해당하는 중심 채널에서 정규분포 표준편차 
±3σ까지 채널별 계수율 총합으로 구하며 백그라운드 계수율은 ±3σ부터 5개 채널내 
평균값을 계산 후 ROI내 채널 수를 곱하여 구함

• 해수방사능 감시망 유지보수는 정기점검과 유사시 수시 및 긴급점검을 병행함

• 총 38회 점검 중 수시 점검이 20회이며, 고장 사례는 통신 및 전원장애가 40%에 해
당함 

(2) 국외 현장형 해수방사능 감시망 현황 (Marine 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system)

○ 국외의 해양방사선 실시간 모니터링의 사례는 정보 공개가 매우 적어서 기존의 관련 
기획연구 및 인터넷 검색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

○ 해수방사선 검출기는 NaI 섬광체 검출기를 사용하며 해양관측시설 및 선박을 이용하
여 실시간 해양방사선을 모니터링하며 실시간 해양방사능 정보서비스는 모두 국토 
환경방사능에 한해서 제공됨

독일 
   [참고사이트]https://www.bsh.de/EN/TOPICS/Monitoring_systems/MARNET_monitoring_network/Radioactivity/radioactivity_node.html

<독일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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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해운수로국 (The Federal Maritime and Hydrographic Agency, BSH)에
서 북해와 발트해의 고정형 7개 근해기지, 6개 연안 기지와 3개의 이동형 선박 기지
로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성함

• 근해기지는 해양측정 네트워크 (oceanographic measuring network)와 연계하여 운
영되며 등대선 교체 시스템, 부이, 등대 등 무인장비에 설치됨

• 연안기지는 연안의 부두, 수위계 샤프트, 다리 등 고정시설물을 활용함

• BSH의 연구선은 이동형 선박기지로 고방사능 지점이나 유사시 이동&측정함

• BSH의 Federal Coordinating Office에서 해양방사능 측정기지로부터 자동으로 데이
터를 모으며 훈련된 전문인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일 “Integrated measuring and 
information system” (IMIS)의 중앙연방사무국으로 전달하며 경고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샘플분석을 수행하여 다시 체크하고 필요시 중앙연반사무국에 경고 메시지가 전
송됨

<해양환경 방사선/능 모니터링용 gamma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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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다양한 형태의 해양방사능 근해 측정기지 및 감시시스템 설비 모식도>

<독일의 해양방사능 연안 측정기지 및 감시시스템 설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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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선을 활용한 이동형 선박기지 실시간 해양환경 방사선/능 모니터링>

스위스 
• 2012년에 수중방사능 감시망 설치계획 수립, 2013-2015년에 걸쳐 라인강 등 원자력

발전이 위치한 강 주변 담수 방사능을 감시할 목적으로 5개 정점에 수중해양방사선 
검출기인 독일 ENVINET SARA water를 설치함

<스위스 담수 방사능 감시망 현황 및 ENVINET사의 수중방사선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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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 요르단은 부이 내부에 ENVINET 검출기를 고정 설치하여 1개 정점에서 모니터링 

태국 

• 태국 원자력청 주도로 2015-2016년에 연안 4개 정점에 해수방사능 감시망 설치 운영

일본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업자인 도쿄전력은 2016년 10월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에 해수방사능 감시기 설치하고 Cs-137 & Cs-134 방사능 및 전베타 방사능 실시간 
감시하고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해수방사능 실시간 감시 공개 웹페이지> 
(http://www.tepco.co.jp/decommission/data/monitoring/seawater/index-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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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 체코는 2017-2019년 수면 방사능 오염을 자동모니터링하는 단독시스템 (Station for 
artificial gamma activity measurement, SAGMA)을 개발을 수행하였고 
2019-2020년에 SAGMA 기반 SCOMO (system for continuous gamma activity 
monitoring) 감시망 구축사업을 진행중임

나. 기술동향 분석

○ 국내 기술수준 분석

•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기술은 저준위 해양방사선 
센싱 기술로 대부분 섬광체 기반 방사선 감시기를 채택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NaI(Tl) 섬광체 및 GM형 검출기를 기반으로 검출부, 구조
부 및 통신부로 구성된 해수방사능 감시기를 구축하여 실시간 해수방사능 감시망에 
활용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시기 상세도> 

•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수중 베타 및 감마 방사선 동시 감시 & 통합 현장 감시 시스템 
개발 중

 - 짧은 비정의 베타선 계측을 위하여 방사선과 반응하는 섬광체와 방사선원이 직접 
닿는 검출부 설계

 - 슬릿형 섬광체 기반으로 반응면적 증가에 따른 검출효율 증가를 바탕으로 계측시간 
단축

 - 물과 반응성이 없는 플라스틱 섬광체를 이용하여 물 시료와 직접 닿아 짧은 비정의 
베타 핵종을 검출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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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베타 및 감마 방사선 동시 감시 시스템 모식도> 

<플라스틱 섬광체 기반 수중 베타 검출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서울대에서 GAGG 섬광체 및 SiPM 기반 검출기와 USV 
(unmanned surface vehicle)을 이용하여 이동형 해양방사선 검출시스템을 구축함

 - KIOST 창의신진사업 (2018.04-2018.12)인 ‘해양방사선 모니터링을 위한 방사선 계
측시스템 개발연구 기반 구축’을 통하여 CsI(Tl) 검출기와 데이터획득 시스템을 무
인이동체 USV에 탑재하여 수조 및 실해역 테스트 수행

<실시간 해양방사선 모니터링 관련 연구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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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보다 안정적인 해양방사선 감시를 위하여 GAGG섬광체와 
SiPM 광센서로 구성된 새로운 해양방사선 센서 구축 및 성능평가 수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서울대에서 구축한 해양방사선 감시 시스템> 

 - 기존 NaI(Tl)이나 LaBr3 섬광체는 흡습성이 있고 LaBr3는 자체 내부방사선이 방출
되는 반면 GAGG 섬광체는 짧은 반감기 및 높은 밀도의 장점을 가짐

<섬광체 종류별 특성비교> 

 - Na-22와 Cs-137 방사성 점선원을 사용하여 에너지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고 8.4%
의 에너지 해상도를 얻음

 - 새로운 방사선 센서를 무인이동체 USV에 탑재하여 Cs-137 점선원과 USV간 거리
별 방사선량률 (counter per seconds, cps)을 계측하여 10분 계측 기준으로 1 m
이하의 거리에서 Cs-137 점선원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었음

 - Cs-137과 에너지가 비슷한 511 keV이며 반감기가 2시간으로 짧은 F18-FDG를 
112.5 kg의 물에 섞어 5분 간격으로 24시간동안 계측을 수행하여 60분 gross cps 
기준으로 3.3 Bq/kg의 최소측정가능 방사능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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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캘리브레이션 결과> 

<무인이동체 탑재하여 거리별 수조테스트 수행 및 결과> 

<F-18 (511 keV)을 이용한 최소측정가능 방사능 실험 수행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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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방사선 계측기 상용제품 기술수준 분석

• 수중감마선 계측을 위한 상용제품은 기본적으로 NaI(Tl) 섬광체를 사용하였으며 에너
지 해상도가 좋은 CeBr3나 LaBr3(Ce) 섬광체를 사용하기도 함

<수중감마선 계측기 상용제품>
제작사 및 모델 제원 및 특징

독일 ENVINET SARA Water

프랑스 Bertin Instruments 
Spectro TRACER Aqua

라트비아 BSI UWGS-500

그리스 ito GeoM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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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및 논문 동향 분석
가. 특허 동향 분석

○ 고효율 해양방사선 센싱기술, 인공지능형 해양방사능 예보 기술, IoMT 기반 해양방
사선 상시모니터링 운용플랫폼 구축 기술 등 세부기술별 특허 분석

○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의 계속적인 증가로 1990년대 기술태동기를 거쳐 현재 기술 성
장단계 진입 (1998~2017년 기준)

<구간별 특허현황 및 나라별 특허보유 현황 분석> 

○ 인공지능형 해양방사선 감시를 위한 기술개발 기획연구 분야의 연도별 전체 특허동향
을 살펴보면, 1990년 후반부터 관련기술의 출원이 확인되고 있으며, 2010년 초반에 
들어 본격적인 출원활동을 나타내고,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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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냄

○ 특히, 2017년에 최다 출원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향후 출원량은 더 많아 질 것으
로 예상됨. 이는 2010년대 연구가 활발히 진행 후 현재까지 인공지능형 해양방사선 
감시를 위한 기술개발 기획연구 분야에 관한 R&D 관심이 꾸준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임

○ 국가별/출원인 국적별 특허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에서의 출원이 전체 분석대상 국가 
출원규모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술은 일본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며, 뒤를 이어 미국이 27%, 한국이 26%, 유럽은 8% 수준임

○ 기술시장 성장단계 분석상, 포트폴리오로 나타낸 전체특허의 기술 위치는 1구간(1998
년~2002년)부터 4구간(2013년~2017년)까지 구간 출원건수 및 출원인수의 계속적인 
증가를 보여, 1990년대 기술태동기 거쳐 현재는 기술 성장기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국가별로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모든 국가에서 성장단계의 양상
을 보임

○ 주요출원인 Top20를 추출한 결과, 일본의 TOSHIBA KK, 일본의 TOKYO 
ELECTRIC POWER CO, 한국의 주식회사 오리온이엔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일본의 HITACHI LTD가 다수 특허출원을 확보하며, 주요 Key Player로 분석됨

○ 상위 출원인 1위~20위가 전체 특허 중 약 36%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특허 분
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주도하는 출원인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기술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출원율을 나타낸 기술 분야는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AAC)로서 전체 출원 중 28%(85건)를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뒤로 대면적/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AAA)가 22%(68건)로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기술 특허추세 분석 비교한 결과, 대면적/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AAA),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AAC) 및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기술(ACA) 
관련 출원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2010년대 초반 이후 출원이 급격히 증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TOP 1인 일본의 TOSHIBA KK은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
면적/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AAA)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활동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주요출원인 주식회사 오리온이엔씨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자국 중심으로 
출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기술(ACA) 분야를 중심으로 출원활
동을 하고 있음

○ 한국 주요출원인의 보유특허가 거의 한국에만 집중되어 있고 해외 시장확보력이 매우 
미흡하여, 특허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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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별 추세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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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기술별 추세선을 통한 출원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대면적/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
서 기술(AAA),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AAC) 및 해양 방사능 모니터
링 기술(ACA) 관련 출원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2010년대 초반 이후 출
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AAC) 경우, 한국에서 2008년 및 2017년에 
출원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주요 시장국별 세부기술별 추세선을 분석한 결과, 일본 및 한국의 추세가 
가장 활발하며, 유럽의 경우 출원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인공지능형 해양방사선 감시를 위한 기술개발 기획연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출원율을 
나타낸 기술 분야는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AAC)로서 전체 출원 중 
28%(85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대면적/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AAA)
가 22%(68건)로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세부 기술 모두에서 출원건수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대면적/고
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AAA),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AAC) 및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기술(ACA)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소분류별 구간별 점유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1구간(1998년~2001년)에서는  대면적/
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AAA) 및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기술(ACA), 2구간
(2002년~2005년)에서는 대면적/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AAA), 3구간(2006
년~2009년)에서는 대면적/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AAA) 및 고성능 해양 방사
선 검출시스템화 기술(AAC), 4구간(2010년~2013년) 및 5구간(2014년~2017년)에서는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AAC)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AAC)의 경우, 1구간(1998년~2001년)부터 5구
간(2014년~2017년)까지 출원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임

○ 한편, 해양 방사능 정보 생산/전달 기술(ABA)의 경우 3구간(2006년~2009년)부터 최
근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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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별 전체 출원추이 및 기술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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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의 구간별 기술점유율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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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문 동향 분석

○ 고효율 해양방사선 센싱기술, 인공지능형 해양방사능 예보 기술, IoMT 기반 해양방
사선 상시모니터링 운용플랫폼 구축 기술 등 세부기술별 논문 분석 수행 

<논문검색 핵심기술군 및 기술범위>
핵심기술군

AAA 대면적/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
AAB 고속 해양 방사선 신호처리 기술 
AAC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 
ABA 해양방사능 정보 생산/전달 기술
ABB 해양방사능 빅데이터 확보 및 구축 기술
ABC 해양방사능 예보/예측 기술
ACA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기술
ACB 해양 방사능 정보 서비스 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

○ 세부기술별 꾸준한 논문증가를 보이며 현재 성장단계로 분석됨

<분류별 논문발행 현황 분석> 

<기술 성장단계 분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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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 해양방사선 센싱기술

<대면적/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AAA) 연도별 발행건수> 

<고속 해양 방사선 신호처리 기술 (AAB) 연도별 발행건수>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 (AAC) 연도별 발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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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AAA) 국가별 발행건수> 

<고속 해양 방사선 신호처리 기술 (AAB) 국가별 발행건수>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 (AAC) 국가별 발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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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고효율 해양 방사선 센서 기술(AAA) 발행인수 대비 발행건수> 

<고속 해양 방사선 신호처리 기술 (AAB) 발행인수 대비 발행건수> 

<고성능 해양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 (AAC) 발행인수 대비 발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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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형 해양방사능 예보 기술

<해양방사능 정보 생산/전달 기술 (ABA) 연도별 발행 건수> 

<해양방사능 빅데이터 확보 및 구축 기술 (ABB) 연도별 발행 건수> 

<해양방사능 예보/예측 기술 (ABC) 연도별 발행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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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사능 정보 생산/전달 기술 (ABA) 국가별 발행 건수> 

<해양방사능 빅데이터 확보 및 구축 기술 (ABB) 국가별 발행 건수> 

<해양방사능 예보/예측 기술 (ABC) 국가별 발행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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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사능 정보 생산/전달 기술 (ABA) 발행인수 대비 발행건수> 

<해양방사능 빅데이터 확보 및 구축 기술 (ABB) 발행인수 대비 발행건수> 

<해양방사능 예보/예측 기술 (ABC) 발행인수 대비 발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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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T 기반 해양방사선 상시모니터링 운용플랫폼 구축 기술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기술(ACA) 연도별 발행건수> 

<해양 방사능 정보 서비스 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ACB) 연도별 발행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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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기술(ACA) 국가별 발행건수> 

<해양 방사능 정보 서비스 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ACB) 국가별 발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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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기술(ACA) 발행인수 대비 발행건수> 

<해양 방사능 정보 서비스 운용 플랫폼 구축 기술(ACB) 발행인수 대비 발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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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itu 해양방사선 센서는 섬광체 검출기를 사용하며 섬광체 종류는 NaI(Tl) 섬광체
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에너지해상도가 좋은 CeBr3나 LaBr3:Ce를 사용하기도 함

<실시간 해양방사선 섬광체검출기 종류 분석> 



- 77 -

제 3 장 연구개발과제 및 추진계획

1. 사업 추진방향 도출
가. SWOT 분석

○ 이슈(STEeP) 분석과 수요(needs) 분석 및 대내외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외부환경 요
인과 역량분석을 통한 내부적인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을 도출하여, 사업
의 추진전략을 도출

○ SWOT분석은 국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및 강점과 약점의 도
출, 이러한 4개의 요인을 이용한 SWOT matrix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전략 도출 등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됨

○ SWOT Matrix에 도출된 전략을 토대로 관련 산‧학‧연의 기술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과제 도출 및 R&D 추진전략을 수립



- 78 -

<SWOT 요인 분석>

내부 역량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S1 원자력발전 관련 연구경험 많음
S2 실시간 해양방사선 광역감시망의 필용성 증

대
S3 ICT 관련 개발 인력/제작 기업 실적 축적
S4 해양장비 실험센터, 시험평가센터 등 인프

라 구축

W1 핵심 부품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 높음
W2 원자력발전 자체요소기술 개발에 치중된 

연구비중 
W3 개발자 위주 연구로 수요자 요구 반영 미흡

함에 따라 상용화 미흡
W4 해양용 배경준위 방사선 센싱 기술 및 시험

센터 부재
외부 환경분석

기회(Opportunities) 위협(Treats)
O1 재난재해 관련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정부의 

국민안전 확보 실현의지
O2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 지원 확대에 따

른 연구개발 수요 증대
O3 해양 신산업육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강화

T1 해외 해양용 방사선 센서 기술 독점화
T2 해양방사선 재난재해 신속 감시‧대응 전략 

부재
T3 원자로 소형화에 따른 국내외 해상 원자력

발전 개발 계획과 해양방사능 오염의 잠재
적 위험성 증가

 

<SWOT Matrix>

강점(S) 약점(W)

기
회
요
인
(O)

SO 전략: 강점과 기회요인의 시너지 전략 WO 전략: 약점 극복전략
SO1. 기존 연구성과 기반 4차산업혁

명 대응 실시간해양방사선 감시 
기술개발

SO2.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국내
기술력 증진

SO3. 연구개발-인력양성-일자리창출
의 선순환생태계 구축

WO1. 중소기업 참여 핵심원천기술 확
보연구개발에 집중

WO2. 탈원전 정잭으로 원자력발전 안
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비중 증가

WO3. 현장 투입가능한 실효성 있는 
R&D 추진

위
협
요
인
T)

ST  전략: 위협 극복 전략 WT 전략: 위협 회피 전략

ST1.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기반 해
양재난재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

ST2. 적극적인 국가 R&D로 세계시장
에서 track record 확보

ST3. 기술개발 관련 중소 기업의 연
구참여및 지역 수용성 증대

WT1. 실 수요자 주도의 해양방사선 
재난재해 대응 고신뢰 감시기
술 개발

WT2. 해양방사선 감시망 광역적 구
축으로 안전한 원자력에너지 
사용과 국민 불안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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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획대상기술의 구체화
(1) 기술기능분석(FAST) 및 기술트리

○ 기술기능 분석(FAST)

• 기술기능분석 (Function Analysis Systems Technique)은 총괄목표(R&D 과제)의 세
부목표(단계별목표, 중점기술개발과제, 핵심기술과제, 요소기술)를 도출하기 위한 기본
적 분석 방법임

• 목적기능을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기술 개발’로 정의하고, 이를 기본기능, 1차 기능 
및 2차 기능으로 분류함

• FAST는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기술의 목적기능을 규정하고 세부기능으로 적용 분야
를 분류함으로써 활용 시장 및 니즈, 기술수요를 도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됨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기술FAST 결과>
목적기능 기본 기능 1차 요소 2차 요소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기술

저준위 해양방사선 
센싱기술 개발

고효율 해양방사선 
센서 기술 해양방사선 검출용 섬광체 기술

해양방사선 검출용 광센서 기술

고속 해양방사선 
신호처리 기술 고속 아날로그 신호처리 기술

고속 디지털데이터 획득시스템 기술

해양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 해양용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

설계 최적화 및 성능검증용 시뮬레이션 
기술

ICT 기반 
상시모니터링 

운용기술
ICT 기반 운용플랫폼 

기술 해양 운용플랫폼 전력 기술

해양 운용플랫폼 제어 기술
해양 운용플랫폼 통신 기술

빅데이터 기반 정보 
생산 및 예보기술

해양방사능 정보생산 
기술 해양환경 맞춤형 시뮬레이션 기술

인공지능 분석 기술

해양방사능 예보기술 해양방사능 빅데이터 구축 기술
빅데이터 기반 해양방사능 추이 

인공지능 예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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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트리 (Technology Tree)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기술 기술트리>
기본기능 / 1차기능 2차(요소) 핵심 요소기술

저준위 해양방사선 센싱기술 개발
 

고효율 해양방사선 
센서 기술

해양방사선 검출용 섬광체 
기술

공중/수면/수중 방사선 검출용 
섬광체 기술

해양방사선 검출용 광센서 
기술

공중/수면/수중 방사선 검출용 
광센서 기술

고속 해양방사선 
신호처리 기술

고속 아날로그 신호처리 
기술 아날로그 신호처리회로 설계 기술

고속 디지털데이터 
획득시스템 기술 디지털 신호처리회로 설계 기술

해양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

해양용 방사선 검출시스템화 
기술 일체형 해양방사선 시스템화 기술

설계 최적화 및 성능검증용 
시뮬레이션 기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술

ICT 기반 상시모니터링 운용기술
 

ICT 기반 
운용플랫폼 기술 해양 운용플랫폼 전력 기술 안정적 전력 공급 기술

해양 운용플랫폼 제어 기술 저전력 실시간·원격 제어 기술

해양 운용플랫폼 통신 기술 저전력 광역 무선 통신 기술 기반
실시간·원격 운용 기술

빅데이터 기반 정보 생산 및 예보기술
 

해양방사능 정보생산 
기술

해양환경 맞춤형 시뮬레이션 
기술

해양환경 및 해양방사선 통합 
시뮬레이션 기술

인공지능 분석 기술 시뮬레이션 및 실측데이터 통합분석 
기술

해양방사능 예보기술 해양방사능 빅데이터 구축 
기술

시뮬레이션 및 실측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구축 기술

빅데이터 기반 해양방사능 
추이 인공지능 예보 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보 인공지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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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사업 
가. 비전 및 목표

○ 사업명: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개발 사업

○ 사업목표: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방사선 센싱, ICT 기반 운용 및 지능형 데
이터서비스 첨단요소기술 개발

○ 최종성과물

[1단계] 해양 환경방사선 실시간 감시 원천기술 개발 

• 고정형 수면/수중 감마선 실시간 계측, ICT기반 운용 및 데이터 생산 기술 

 - 저준위 해양감마선 센싱기술

 - ICT기반 고정형 수면/수중 감시기술

 -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데이터 생산기술

[2단계] 해양 복합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고도화 및 실증 

• 다목적(고정형/이동형 및 공중/수면/수중) 해양 복합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고도화 
및 실증 

 - 고성능 해양 복합방사선(감마&베타) 센싱기술

 - ICT기반 다목적 감시 맞춤형 운용(전력, 제어, 전송)기술

 - 빅데이터 기반 해양방사선 지능형 예측기술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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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개발 과제

○ 사업 내 세부과제 구성 및 세부목표

<1단계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 원천기술 개발>
핵심개발 과제 연구 목표

저준위 해양감마선 
센싱기술 개발

§ 저준위 해양감마선 센싱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저준위 해양감마선 검출기술 개발
§ 기존 제품과 센싱 성능 비교 및 검증

ICT기반 고정형 수면/수중 
감시기술 개발

§ 해양통신기반 데이터 전송기술 개발
§ ICT기반 해양방사선 감시 운용기술 개발
§ 고정형 수면/수중 감시기술 성능 검증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데이터 생산기술 개발

§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시뮬레이션기술 개발
§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정보 생산 및 분석기술 개발
§ 테스트베드 해양환경 감마선 정보 빅데이터 구축

<2단계 해양복합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고도화 및 실증>
핵심개발 과제 연구 목표

고성능 해양복합방사선 
센싱기술 개발

§ 고감도 해양복합방사선 센서기술 개발
§ 시뮬레이션 기반 센서 최적화 설계 및 성능평가 

플랫폼 구축

ICT기반 다목적 감시 맞춤형 
운용기술 개발

§ 고정형 공중/수면/수중 감시를 위한 ICT기반 
운용플랫폼 개발

§ 이동형 공중/수면/수중 감시를 위한 ICT기반 
운용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기반 해양방사선 
지능형 예측기술 개발

§ 지능형 해양복합방사선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기술 
개발

§ 통합 지능형 해양복합방사선 예측 프로그램 개발
1) 복합방사선: 감마&베타, 2) 다목적: 고정형/이동형 및 공중/수면/수중, 3) 운용기술: 전력, 제어, 전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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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연구내용 및 예산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 1단계 연구내용범위>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 2단계 연구내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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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산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 1단계 예산>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 2단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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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과제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개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해양환경 
방사선 
실시간 
감시 

원천기술 
개발

저준위 
해양환경 
감마선 

센싱기술

Ÿ Cs-137 기준 에너지분해능<10%
Ÿ Cs-137 기준 24시간 최소측정방사능<100mBq/kg
Ÿ 방사성 핵종 2종 이상 구분
Ÿ 감마선 검출기 시뮬레이션 모델 정확도<10%
Ÿ 관련 분야 SCI/SCIE 논문 2편 
Ÿ 관련 분야 특허 1건

- 기존 감시기 
성능 참조

- 시뮬레이션과 
실측결과 차이

ICT 기반 
고정형 

수면/수중 
해양방사선 
감시기술

Ÿ 방사선 센서 수중 운용가능 수심 > 100 m
Ÿ 자동 수심제어형 방사선 측정 시스템 개발
Ÿ 방사선 센서-육상 운영자 간 고신뢰 통신을 위한 

심층강화학습 기반 해양무선통신 파라미터 선택 기술 
개발 

Ÿ 관련 분야 SCI/SCIE 논문 2편
Ÿ 관련 분야 특허 1건

- 서해 깊이 기준 
수중운용깊이 

- ICT 기반 
운용(전력, 제어, 
전송) 원천 기술 
확보 

- 고정형 
감시기테스트베
드 구축

해양환경 
현장 맞춤형 

데이터 
생산기술

Ÿ 해양환경 방사선 정보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기술 
제안

Ÿ 해양환경 감마선 백그라운드 모델링(3종 이상)
Ÿ 모사 환경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3종 이상)
Ÿ 지능형 해양환경 감마선 예측 프로그램
Ÿ 관련 분야 SCI/SCIE 논문 2편 
Ÿ 관련 분야 소프트웨어 2건

- 해양환경 방사선 
데이터 확보 및 
분석 기술 제시

- 감마선 빅데이터 
확보 및 예측 
프로그램

해양환경 
복합방사
선 실시간 
감시기술 
고도화 및 

실증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감마&베타
) 센싱기술

Ÿ Cs-137 기준 에너지분해능<7%
Ÿ Cs-137 기준 24시간 최소측정방사능<50mBq/kg
Ÿ 다목적 복합방사선 검출기 시뮬레이션 모델 

정확도<5%
Ÿ 관련 분야 SCI/SCIE 논문 3편 
Ÿ 관련 분야 특허 2건

- 기존 감시기 
대비 성능 향상

- 시뮬레이션과 
실측결과 차이

ICT기반 
다목적 

(고정형/이
동형 및 

공중/수면/
수중) 

감시기술

Ÿ 방사선 센서 수중 운용가능 수심 > 500 m
Ÿ 해양무인이동체 기반 방사선 이동형 측정 시스템 및 

스테이션 개발(무인이동·측정·충전 기능, 1회 이동 
시간 > 24h)

Ÿ 고정형/이동형 감시시스템-육상 운영자 간 
원격·실시간 제어 실증 테스트 (전송지연 < 평균 0.4 
sec)  

Ÿ 관련 분야 SCI/SCIE 논문 2편 
Ÿ 관련 분야 특허 2건

- 수중운용깊이 
고도화 

- ICT 기반 운용 
기술 고도화

- 고정형/이동형 
감시기 
테스트베드 구축

빅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방사선 
지능형 

예측기술

Ÿ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백그라운드 모델링(5종 이상)
Ÿ 해양환경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5종 이상)
Ÿ 통합 지능형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예측 프로그램
Ÿ 관련 분야 SCI/SCIE 논문 4편 
Ÿ 관련 분야 소프트웨어 2건

- 복합방사선 
빅데이터 확보 
및 예측 
프로그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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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개발 로드맵 (TRM)

<1단계 연구개발 로드맵>
해당
연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차

저준위 해양환경 
감마선 센싱기술 

기본설계

해양환경 감마선 측정 선행연구 분석
섬광체 및 광센서 예비 테스트를 통한 

최적조합 선정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감마선 검출기  

기본 설계
ICT기반 고정형 

수면/수중 
운용기술 기본설계

수중감마선용 방수케이스 설계  및 제작
수중/수면 감마선 감시기 고정 기법 및 

실시간 운용 방식 설계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데이터 생산기술 
기본설계

해양환경 현장 맞춤형 감마선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빅데이터 생산
해양환경 방사선 데이터 

운용플랫폼(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용 
서버) 구축 

상용감시기 활용 해양환경 수면 감마선 
빅데이터 확보

2년차

저준위 해양환경 
감마선 센싱기술 

최적화 설계

해양환경 감마선 백그라운드 분석 및 
모델링

테스트용 감마선 검출기 제작 및 기본 
성능평가

시뮬레이션 기반 검출기 성능 검증 및 
최적화 설계

ICT기반 고정형 
수면/수중 
운용기술 

최적화설계

수중감마선용 방수케이스 성능 검증 및 
최적화 

자동 수심제어형 방사선 측정 시스템 개발
심층강화학습 기반 해양무선통신 파라미터 

선택 기술 개발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데이터 생산기술 
최적화 설계

해양환경 감마선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기법 개발

해양환경 방사선 데이터 운용플랫폼 
성능개선

상용감시기 활용 해양환경 수면/수중 
감마선 빅데이터 확보

3년차

저준위 해양환경 
감마선 센싱기술 

시제품 제작

감마선 검출기용 고속&저잡음 DAQ 
시스템 개발

해양환경 감마선 측정용 일체형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신호처리회로 특성 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ICT기반 고정형 
수면/수중 

운용기술 개발
상용감시기 활용 고정 기법 및 ICT기반 

실시간 운용기술 성능검증 및 최적화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데이터 생산기술 
개발

시뮬레이션 및 실측 감마선 빅데이터 기반 
예측기술 개발

해양환경 감마선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 
기술 최적화 

4년차

고정형 수면/수중 
해양환경 감마선 
일체형 감시기, 

ICT기반 
운용플랫폼 및 
데이터플랫폼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성능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감마선 감시기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환경 모델링 및 감마선 감시기 
성능검증 시뮬레이션

테스트베드 구축 및 ICT기반 실시간 
운용플랫폼 성능평가

지능형 해양환경 감마선 예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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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구개발 로드맵>
해당
연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차

고정형 
다목적(공중/수면/수중)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센싱기술 기본설계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측정 선행연구 
분석

고정형 복합방사선 검출기 예비 
테스트를 통한 최적 검출기 선정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고정형 
복합방사선 검출기 기본 설계

ICT기반 고정형 
다목적(공중/수면/수중) 

운용기술 기본설계

공중/수면/수중 맞춤형 구축 기법 
설계 및 개발

고정형 다목적  해양환경 
복합방사선용 운용기술 고도화

수중감마선용 방수케이스 
운용가능깊이 성능 개선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해양환경방사선 지능형 

예측기술 기본설계

고정형 해양환경 현장 맞춤형 
복합방사선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고정형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빅데이터 
생산

2년차

고정형 
다목적(공중/수면/수중)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센싱기술 최적화 설계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백그라운드 
분석 및 모델링

고정형 복합방사선 검출기용 고성능 
DAQ 시스템 개발

고정형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일체형 
감시기 제작

시뮬레이션 기반 고정형 복합방사선 
검출기 성능 검증

ICT기반 고정형 
다목적(공중/수면/수중) 
운용기술 최적화설계

고정형 공중&수면&수중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감시용 운용플랫폼 

최적화
빅데이터 기반 

해양환경방사선 지능형 
예측기술 최적화 설계

고정형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빅데이터 분석 기법 개발

3년차

고정형 
다목적(공중/수면/수중)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일체형 감시기, ICT기반 
통합운용플랫폼 및 

데이터플랫폼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성능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고정형 
복합방사선 감시기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환경 모델링 및 고정형 
복합방사선 감시기 성능검증 

시뮬레이션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고정형 다목적 

감시 맞춤형 운용기술 성능평가
지능형 다목적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예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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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구개발 로드맵>
해당
연도 세부 연구개발 목표 월별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4년차

이동형 
다목적(공중/수면/수중)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센싱기술 기본 설계

이동형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감시 
특성을 고려한 장치 설계

이동형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일체형 
감시기 제작

이동형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일체형 
감시기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ICT기반 이동형 
다목적(공중/수면/수중) 

운용기술 개발 기본 설계

이동형 감시기 탑재용 무인이동체 
(USV, 무인요트, 드론 등) 적합성 
분석 및 용도별 (공중&수면&수중) 

구축기법 설계
해양무인이동체 기반 방사선 이동형 

측정 시스템 및 스테이션 개발
빅데이터 기반 

해양환경방사선 지능형 
예측기술 개발

이동형 해양환경 현장 맞춤형 
복합방사선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이동형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빅데이터 
생산

5년차

이동형 
다목적(공중/수면/수중)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센싱기술 최적화 설계

이동형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일체형 
감시기 성능평가 및 최적화

시뮬레이션 기반 이동형 복합방사선 
검출기 성능검증

ICT기반 이동형 
다목적(공중/수면/수중) 
운용기술 개발 최적화 

설계

이동형 다목적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감시용 운용플랫폼 최적화

빅데이터 기반 
해양환경방사선 지능형 
예측기술 개발 고도화

이동형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빅데이터 분석 기법 개발

6년차

이동형 
다목적(공중/수면 
/수중)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일체형 
감시기, ICT기반 

운용플랫폼 및 지능형 
데이터플랫폼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성능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이동형 
복합방사선 감시기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환경 모델링 및 이동형 
복합방사선 감시기 성능검증 

시뮬레이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이동형 다목적 

감시 맞춤형 운용기술 성능평가
통합 지능형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예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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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 추진전략

○ 해양환경방사선 실시간 감시를 위한 계측, 운용 및 데이터서비스 첨단요소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단계 연구사업으로 구성하며 사업 초기에는 구축된 해
양방사선 센서가 없으므로 육상용 혹은 해양용 상용방사선 센서를 활용하여 ICT기반 
운용 및 빅데이터 기반 분석기술을 개발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총괄하에 방사선 계측 및 시뮬레이션 전문연구실인 서울대 및 전
북대와 협업하여 해양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ICT기반 실시간 해양방사선 계측 및 빅
데이터 기반 지능형 예측 시스템 첨단요소기술을 확보하며 실증 연구를 위하여 포항 
수중로봇실증센터 및 (주)브라이토닉스이미징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실시간 해양환경방사선 감시기술 중 고성능 저준위 해양방사선 센싱, ICT기반 해양운
용 (전력, 제어, 전송)기술, 해양무선통신 기술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기술 분야의 국
내자체기술력을 확보하여 관련 업체와의 상용화 추진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의 추진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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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개발 타당성 분석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사업의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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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요소기술 확보는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지는 원천 기술임

 - 특허 출원을 통한 기술 선점 기여

 - 원천 기술 확보 기여

 - 방사선 센싱, ICT 기술 및 빅데이터 분야 국내기술력 증진 효과

• 연구결과물은 동해, 남해, 제주, 울릉도ㆍ독도 및 통영해양과학기지 및 KIOST 연구 선
박 등의 연구 인프라와 주변 해역에 활용함으로써 상호 협력, 기술 보완·확장이 가능하
며,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상용화 및 기술 이전에 기여

○ 활용방안

•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요소기술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해양방사선 데이터 확보 및 국가
해양방사선 광역감시망 구축 가능

 - 예방중심의 해양재난재해 대비방안 확보 및 유사시 발 빠른 대처 방안 마련 가능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IERNet) 및 해양조사원의 해양
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과 연동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 

 - 국제적인 공조를 위하여 동북아 해양 관측시스템(NEAR-GOOS)과 연동하는 전략 가능

 - 유사시 연구선 및 관공선 탑재형 방사선 센싱, 운용 및 데이터분석 기술로 활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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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과제 제안 요청서

과제제안요구서(RFP)

중과제
▢ 미래바다보기      ▢ 바다되살리기      ▢ 바다자원찾기
▢√ 안전한바다만들기  ▢ 우리바다지키기

제안 과제명(안)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개발

제출자 김 수 미 부서명 해양ICT융합연구센터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요소기술 확보 및 개발은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지는 원천 

기술임 
 ㅇ 원천 기술 확보 시급
 ㅇ 관련 특허 출원을 통한 기술 선점 필요
 ㅇ 방사선 센싱, ICT 및 빅데이터 기술 분야 국내기술력 증진 효과
□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요소기술을 활용하여 표준화된 해양방사선 데이터 확보 및 

국가해양방사선 광역감시망 구축 가능
 ㅇ 예방중심의 해양재난재해 대비방안 확보 및 유사시 신속한 대처방안 마련 가능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및 해양조사원의 해양환경

정보통합시스템과 연동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ㅇ 국제적 공조를 위하여 동북아 해양관측시스템 (NEAR-GOOS(과 연동하는 전략 

가능
 ㅇ 유사시 연구선 및 관공선 탑재형 방사선 센싱, 운용 및 데이터 분석 기술로 활

용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2개 항목에서 기여 방안 도출

국정과제 기여방안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ICT, 인공지능, IoT, 5G)
을 적극 도입하여 해양방사선 센싱, ICT기반 해양
운용 및 지능형 분석기술 확보로 국내기술력 증진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해양
방사능 상시 감시기능 제공



- 93 -

2. 연구개발 동향
□ 국내외 현장형 해수방사능 감시망 현황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인접국의 원전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국내 원전의 방

사능 유출 감시 강화 및 평소 배경준위 확보를 위하여 연안 위주로 해수 방사
능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 중

 ㅇ 독일 연방해운수로국에서 고정형/이동형 측정기지로 해양방사능 모니터링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해양방사능 측정기지로부터 데이터를 모아 훈련된 전문인이 
분석한 데이터상시 보고하며 경고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샘플분석을 수행하여 
필요시 경고 메시지가 전송됨

□ 해양방사선 센싱기술 동향
 ㅇ 실시간 해양방사선 감시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중요한 기술은 저준위 해양방

사선 센싱 기술로 대부분 섬광체 기반 방사선 감시기를 채택함
 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NaI(Tl) 섬광체 및 GM형 검출기를 기반으로 검출부, 

구조부 및 통신부로 구성된 해수방사능 감시기를 구축하여 실시간 해수방사능 
감시망에 활용 중

 ㅇ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수중 베타 및 감마 방사선 동시 감시 & 통합 현장 감시 시
스템 개발 중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서울대에서 GAGG 섬광체 및 SiPM 기반 검출기와 
USV (unmanned surface vehicle)을 이용하여 이동형 해양방사선 검출시스
템을 구축함

 ㅇ 수중감마선 계측을 위한 상용제품은 기본적으로 NaI(Tl) 섬광체를 사용하였으며 
에너지 해상도가 좋은 CeBr3나 LaBr3(Ce) 섬광체를 사용하기도 함

3.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1) 최종목표 및 성과물 
 □ 사업명
  ㅇ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개발 사업
 □ 최종목표 
  ㅇ 해양환경방사선 실시간 감시를 위한 방사선 센싱, ICT기반 운용 및 지능형 데

이터서비스 첨단요소기술 개발
 □ 최종성과물
  ㅇ 해양 환경방사선 실시간 감시 원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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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준위 해양감마선 센싱기술
    - ICT 기반 고정형 수면/수중 감시기술
    -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데이터 생산기술
  ㅇ 해양 복합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고도화 및 실증
    - 고성능 해양 복합방사선(감마&베타) 센싱기술
    - ICT 기반 다목적 (고정형/이동형 및 공중/수면/수중) 감시 맞춤형 운용 (전

력, 제어, 전송)기술
    - 빅데이터 기반 해양방사선 지능형 예측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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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개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해양환경 
방사선 
실시간 
감시 

원천기술 
개발

저준위 
해양환경 
감마선 

센싱기술

Ÿ Cs-137 기준 에너지분해능<10%
Ÿ Cs-137 기준 24시간 최소측정방사능<100mBq/kg
Ÿ 방사성 핵종 2종 이상 구분
Ÿ 감마선 검출기 시뮬레이션 모델 정확도<10%
Ÿ 관련 분야 SCI/SCIE 논문 2편 
Ÿ 관련 분야 특허 1건

- 기존 감시기 
성능 참조

- 시뮬레이션과 
실측결과 차이

ICT 기반 
고정형 

수면/수중 
해양방사선 
감시기술

Ÿ 방사선 센서 수중 운용가능 수심 > 100 m
Ÿ 자동 수심제어형 방사선 측정 시스템 개발
Ÿ 방사선 센서-육상 운영자 간 고신뢰 통신을 위한 

심층강화학습 기반 해양무선통신 파라미터 선택 기술 
개발 

Ÿ 관련 분야 SCI/SCIE 논문 2편
Ÿ 관련 분야 특허 1건

- 서해 깊이 기준 
수중운용깊이 

- ICT 기반 
운용(전력, 제어, 
전송) 원천 기술 
확보 

- 고정형 
감시기테스트베
드 구축

해양환경 
현장 맞춤형 

데이터 
생산기술

Ÿ 해양환경 방사선 정보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기술 
제안

Ÿ 해양환경 감마선 백그라운드 모델링(3종 이상)
Ÿ 모사 환경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3종 이상)
Ÿ 지능형 해양환경 감마선 예측 프로그램
Ÿ 관련 분야 SCI/SCIE 논문 2편 
Ÿ 관련 분야 소프트웨어 2건

- 해양환경 방사선 
데이터 확보 및 
분석 기술 제시

- 감마선 빅데이터 
확보 및 예측 
프로그램

해양환경 
복합방사
선 실시간 
감시기술 
고도화 및 

실증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감마&베타
) 센싱기술

Ÿ Cs-137 기준 에너지분해능<7%
Ÿ Cs-137 기준 24시간 최소측정방사능<50mBq/kg
Ÿ 다목적 복합방사선 검출기 시뮬레이션 모델 

정확도<5%
Ÿ 관련 분야 SCI/SCIE 논문 3편 
Ÿ 관련 분야 특허 2건

- 기존 감시기 
대비 성능 향상

- 시뮬레이션과 
실측결과 차이

ICT기반 
다목적 

(고정형/이
동형 및 

공중/수면/
수중) 

감시기술

Ÿ 방사선 센서 수중 운용가능 수심 > 500 m
Ÿ 해양무인이동체 기반 방사선 이동형 측정 시스템 및 

스테이션 개발(무인이동·측정·충전 기능, 1회 이동 
시간 > 24h)

Ÿ 고정형/이동형 감시시스템-육상 운영자 간 
원격·실시간 제어 실증 테스트 (전송지연 < 평균 0.4 
sec)  

Ÿ 관련 분야 SCI/SCIE 논문 2편 
Ÿ 관련 분야 특허 2건

- 수중운용깊이 
고도화 

- ICT 기반 운용 
기술 고도화

- 고정형/이동형 
감시기 
테스트베드 구축

빅데이터 
기반 

해양환경 
방사선 
지능형 

예측기술

Ÿ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백그라운드 모델링(5종 이상)
Ÿ 해양환경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5종 이상)
Ÿ 통합 지능형 해양환경 복합방사선 예측 프로그램
Ÿ 관련 분야 SCI/SCIE 논문 4편 
Ÿ 관련 분야 소프트웨어 2건

- 복합방사선 
빅데이터 확보 
및 예측 
프로그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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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ㅇ (1단계) 해양방사선 실시간 감시 원천기술 개발
     - 저준위 해양감마선 센싱기술 개발
       (1차년도)

§ 해양감마선 측정 선행연구 분석
§ 섬광체 및 광센서 예비 테스트를 통한 최적조합 선정
§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감마선 검출기 기본 설계

       (2차년도)
§ 해양감마선 백그라운드 분석 및 모델링
§ 테스트용 감마선 검출기 제작 및 기본 성능평가
§ 시뮬레이션 기반 검출기 성능검증 및 최적화 설계

       (3차년도)
§ 감마선 검출기용 고속&저잡음 DAQ 시스템 개발
§ 해양감마선 측정용 일체형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 신호처리회로 특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4차년도)
§ 테스트베드 구축 및 감마선 감시기 성능평가
§ 테스트베드 환경 모델링 및 감마선 감시기 성능검증 시뮬레이션

     - ICT 기반 고정형 수면/수중 감시기술 개발
       (1차년도)

§ 수중감마선용 방수케이스 설계 및 제작
§ 수면/수중 감시기 고정 기법 및 감시기 실시간 운용(전력, 제어, 전송) 

방식 설계
       (2차년도)

§ 수중감마선용 방수케이스 성능 검증 및 최적화  
§ 자동 수심제어형 방사선 측정 시스템 개발
§ 심층강화학습 기반 해양무선통신 파라미터 선택 기술 개발

       (3차년도)
§ 상용감시기 활용 고정기법 및 ICT기반 실시간 운용기술 성능검증 및 

최적화
       (4차년도)

§ 테스트베드 구축 및 ICT기반 실시간 운용플랫폼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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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데이터 생산기술 개발
       (1차년도)

§ 해양환경 현장맞춤형 감마선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빅데이터 생산
§ 해양방사선 데이터 운용플랫폼(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용 서버) 구축
§ 상용감시기 활용 해양 수면감마선 빅데이터 확보

       (2차년도)
§ 해양감마선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기법 개발
§ 해양방사선 데이터 운용플랫폼 성능개선
§ 상용감시기 활용 해양 수면/수중 감마선 빅데이터 확보

       (3차년도)
§ 시뮬레이션 및 실측 감마선 빅데이터 기반 예측기술 개발
§ 해양감마선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기술 최적화

       (4차년도)
§ 지능형 해양감마선 예측 프로그램 개발

   ㅇ (2단계) 해양 복합방사선 실시간 감시기술 고도화 및 실증
     - 고성능 해양 복합방사선(감마&베타) 센싱기술 개발
       (1차년도)

§ 해양 복합방사선 측정 선행연구 분석
§ 고정형 복합방사선 검출기 예비 테스트를 통한 최적 검출기 선정
§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고정형 복합방사선 검출기 기본 설계

       (2차년도)
§ 해양 복합방사선 백그라운드 분석 및 모델링
§ 고정형 복합방사선 검출기 용 고성능 DAQ 시스템 개발
§ 고정형 해양 복합방사선 일체형 감시기 제작
§ 시뮬레이션 기반 고정형 복합방사선 검출기 성능검증

       (3차년도)
§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고정형 복합방사선 감시기 성능평가
§ 테스트베드 환경 모델링 및 고정형 복합방사선 감시기 성능검증 시뮬레

이션
       (4차년도)

§ 이동형 해양 복합방사선 감시 특성을 고려한 장치 설계
§ 이동형 해양 복합방사선 일체형 감시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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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해양 복합방사선 일체형 감시기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5차년도)

§ 이동형 해양 복합방사선 일체형 감시기 성능평가 및 최적화
§ 시뮬레이션 기반 이동형 복합방사선 검출기 성능검증

       (6차년도)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이동형 복합방사선 감시기 성능평가
§ 테스트베드 환경 모델링 및 이동형 복합방사선 감시기 성능검증 시뮬레

이션
     - ICT기반 다목적(고정형/이동형 및 공중/수면/수중) 감시 운용(전력, 제어, 

전송) 기술 개발 
       (1차년도)

§ 공중/수면/수중 맞춤형 구축 기법 설계 및 개발
§ 고정형 다목적  해양 복합방사선용 운용기술 고도화
§ 수중감마선용 방수케이스 운용가능깊이 성능 개선기술 개발

       (2차년도)
§ 고정형 공중&수면&수중 해양 복합방사선 감시용 운용플랫폼 최적화

       (3차년도)
§ 테스트베드 구축 및 고정형 다목적 감시 맞춤형 운용기술 성능평가

       (4차년도)
§ 이동형 감시기 탑재용 무인이동체 (USV, 무인요트, 드론 등) 적합성 분

석 및 용도별 (공중&수면&수중) 구축기법 설계
§ 해양무인이동체 기반 방사선 이동형 측정 시스템 및 스테이션 개발

       (5차년도)
§ 이동형 다목적 해양 복합방사선 감시용 운용플랫폼 최적화

       (6차년도)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이동형 다목적 감시 맞춤형 운용기술 성능평가

     - 빅데이터 기반 해양방사선 지능형 예측기술
       (1차년도)

§ 고정형 해양환경 현장 맞춤형 복합방사선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고정형 해양 복합방사선 빅데이터 생산

       (2차년도)
§ 고정형 해양 복합방사선 빅데이터 분석 기법 개발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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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다목적 해양 복합방사선 예측 프로그램 개발
       (4차년도)

§ 이동형 해양 현장 맞춤형 복합방사선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이동형 해양 복합방사선 빅데이터 생산

       (5차년도)
§ 이동형 해양 복합방사선 빅데이터 분석 기법 개발

       (6차년도)
§ 통합 지능형 해양 복합방사선 예측 프로그램 개발

5. 기타 
  ㅇ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상용화 및 기술 이전 실시
  ㅇ 본 과제의 연구결과물을 동해, 남해, 제주, 울릉도ㆍ독도, 통영해양과학기지 

및 우리 원 연구 선박 등의 연구 인프라와 주변 해역에 활용함으로써 상호 
협력, 기술 보완·확장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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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보

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수

행한 주요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