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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 기술 및 산업동향

1. 서 론

연간소득의 증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탈

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수명 연장이 

급속하게 인구의 노령화 시대로 접어듦으로써 

의료 혜택을 받은 의료 수혜자들은 '단순히 오

래 사는 것 (기대수명)'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

래 사는 것 (건강수명)'을 추구하는 동시에 고

가 의료장비의 이용에 대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에 

대한 가치는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헬스케

어 시대 (Health care in the 21st century)의 

시대적 부응에 맞춰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

오고 있다. 이 헬스케어 패러다임은 1.0 (전염

병 예방)의 시대를 거처 2.0 (질병치료로 기대

수명 연장)에서 3.0 (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

수명 연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선 의료기기는 병의 발현과 성질을 가장 

잘 파악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기로써, 병적 변

화를 일으키는 자리인 병소의 모양과 크기 등

을 직접 관찰하며, 병의 진단법과 치료법도 이 

관찰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병의 치료에 대한 

부작용과 고통을 최소화한 항암 치료 장비의 

개발은 인류의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단 및 치료기기개발은 단기간 내에 산

업화를 할 수 없으나, 해외에서 복합 의료

영상기기인 초음파 하이프 (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MRI 하이

프, Tomotherapy, MRI-LINAC (Magnetic 

resonance imaging, 종양 위치 파악-linear 

accelerator, 종양 제거), 수술 로봇, PET-C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방사성 의

약품을 이용해 인체의 생화학적 상태를 3차원 

영상으로 표현- Computed Tomography, 인

체 내부 단면의 모습을 화상으로 처리), PET-

MRI, 복합 SPECT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융합 MAMMO 등 첨

단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국내에서 DR (Digital radiography) 영상

진단기기 업체들은 시스템 위주의 제품을 생

산하고 주 핵심부품은 다국적 기업의 의존도

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일부 

품목을 자체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산·학·

연·관이 꾸준히 노력하면 늦은 감은 있으나 

향후 국산화 개발 시 가격과 품질 등 다방면에

서 경쟁력이 높고 수입 대체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수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출유망 품

목이다. 특히 새로운 기능과 IT를 접목한 치료 

및 진단기기는 한국의 의료기 산업을 밝게 하

는 산업이다. 지식기반 장치인 가속기를 이용

한 전자, 양성자, 중입자 치료기는 앞으로 국

내기술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좋은 기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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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기술개척이 시급한 분야라 사료된

다. 

따라서 본고는 의료방사선 분야에서 이용

되는 원리와 특성, 의료방사선 기기의 산업

동향으로 설정하고, 그 중 산업동향에서 진

단기기, 영상기기, 치료기기, 그리고 국내·

외의 기술적 차이점 등을 논하고자 한다. 

2. 의료방사선 원리 및 특성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기기의 설계 및 제조

에 관련된 다학제간 기술로, 임상의학과 전

기, 전자, 기계, 재료, 광학 등의 모든 공학

이 융합되는 응용기술로 차세대 의료기기 산

업은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에 부

합하기 위해 IT 기술에 융·복합화한 구조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대수

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확대, 의료비 급증에 

따른 예방·일상관리 필요성 증대, 유전공학 

기술발전 등으로 건강 수명 확대를 위한 맞

춤형 헬스케어 필요성이 확대되어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림 1과 

2는 차세대의료기기의 학제간 융·복합화를 

형상과 진단기기의 발전 동향을 나타낸 것이

다. 

현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헬스케어 3.0

시대는 대증 (對症) 치료에서 일상 관리로 개

념이 바뀌면서 병원치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모하며, 개인 맞춤치료

가 확산되면서 치료방식이 유전적 소인과 체

질을 고려하는 맞춤형 치료로 전환되고 있

다. 진단과 치료의 미세화를 통한 진단과 치

료의 정밀도가 향상되어 질병의 조기진단이 

가능하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술이 

일반화되며, 개별 환자 중심화 경향에 따라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환자의 

편익과 효율이 극대화 될 것이다. 표 1은 헬

스케어 패러다임을 시대별로 구분한 것이다. 

그림 3은 에너지에 따른 단색 X-선의 강도

에 따른 방사선 피폭과 의료영상의 화질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Monochromatic 

X-ray Phase contrast의 피크는 에너지

와 강도의 변화에 따라 낮은 에너지에서 

Radiation dose는 과다한 방사선 피폭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높은 에너지

그림 1. 차세대의료기기 구성. 

그림 2. X-선 영상진단기기의 발전 동향.

표 1.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시대구분.

구분
1.0 

(공중보건 시대)
2.0 

(질병치료 시대)
3.0 

(건강수명 시대)

시대 18~20세기 초 20세기 초~말 21세기 이후

대표적 
기술혁신

인두접종 페니실린 발견
인간 지놈 
프로젝트

목적
전염병 예방/확산

방지
질병의 치료·

치유

질병의 예방·관리
를 통한 건강한 삶 

영위

주요지표 전염병 사망률
기대수명, 중대질

병 사망률
건강수명, 

의료비 절감

공급자 국가
제약·의료기기 회

사, 병원

기존 공급자+IT·
전자·건설·

자동차 등

수요자 전 국민 환자 환자+정상인

사업의 
주요변화

· 예방접종, 상하
수도 보급

· 청진기, 엑스레
이 발명

· 의사 양성체계 
확립

· 제약/기기/병원
산업화

· 신약 및 치료법 
개발

· 유전자 조기진단
· 맞춤 치료제   

등장
·유헬스의 보급

성과와 
한계

· 전염병 사망률 
감소

· 개인별 질환치료 
미흡

· 신약과 치료법의 
개발로 중대질병 
극복

·의료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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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마 기 획     _ 의료기기의 최근 동향 (의료방사선 기기를 중심으로)

에서 Image quality의 영상화질 저하요인이 

되고 있어 이 두 요인을 적절히 조합하는 고

도의 기술인 High contrast의 X-선 영상기

술의 필요하다

입자 물리학에서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

본입자와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설명하는 '표준모형 

(Standard model)'이 성립되었다. 입자의 '

표준모형'에 의하면 세상은 기본입자 12개와 

힘을 전달하는 매개입자 4개, 그리고 힉스입

자 (Higgs boson)로 구성된 17개의 작은 입

자 (소립자)로 이뤄져 있다.

모든 물질은 6개의 중입자 (Quark)와 6개

의 경입자 (Lepton), 그리고 이들의 반입자

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 입자 사이에는 

네 가지 기본 힘 (중력, 전자기력, 약력, 강

력)이 존재한다. 표준 모형에 따르면 네 가지 

힘에는 각각의 힘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는

데, 중력을 매개하는 중력자, 전자기력을 매

개하는 광자, 약력을 매개하는 W 입자, 강력

을 매개하는 Gluon이다 이들 입자들을 게이

지 입자 (Gauge particle)라고 하며, 대칭성

을 만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하며, 실

험적으로 존재함이 밝혀졌다. 그러나 게이지

이론에서 말하는 입자들은 질량이 없다. 따

라서 현대 입자물리학에서는 가설의 힉스입

자를 도입하여, 힉스입자가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최근에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림 4는 입자들의 

표준화 모델과 힉스입자의 구성을 나타낸 것

이다.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핵

자 (Nucleons)라 한다. 원자번호와 질량수로 

규정된 원자핵의 종류를 핵종 (Nuclide)이라

한다. 이와 유사한 동위원소 (Isotope), 동중

원소 (Isobar, 질량수가 같고 원자번호가 다

른 원자핵), 동중성자원소 (Isotone), 핵이성

원소 (Isomer) 등이 있다

방사선이란 빠른 속력으로 날아가는 입자 

또는 파장이 매우 짧은 전자기파이며, 에너

지가 높은 상태에 있는 물체가 안정을 찾기 

위해 내보내는 에너지 다발을 일컬으며, 공

간 및 물질을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부여하

여, 그 물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리하는 

전자기파나 운동에너지를 가진 입자선으로 

방사선이 물질에 입사하면 그 물질을 구성하

는 원자와 상호작용 하여 전리 (Ioniation), 

여기 (Excitation), 제동방사, 원자핵과의 탄

성 및 비탄성 충돌 등의 상호작용을 한다. 이

는 비전리 방사선과 전리방사선으로 구분하

고 전리 방사선에는 직접전리방사선과 간접

전리방사선이 있다. 그림 5는 방사선을 분류

한 것이다.

전리방사선은 하전입자 (전자)가 매질에 

입사하면 매질 내 원자와 전기적 상호작용하

여 원자를 이온화시키고, 비전리 방사선은 

자외선보다 긴 파장을 갖는 물질을 일컬으

며 넓은 의미의 방사선이다. 방사선을 물질

에 쪼이면 투과작용, 전리작용, 사진작용, 형

광작용 등이 나타나며, 이용분야는 의료, 방

사성 동위원소,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

사, 공업, 조사 분석, 물질의 개발 및 연구, 

그림 3. X-선 패러다임의 변화.
그림 4. 입자의 표준모형과 힉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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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환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와 

관련된 부분만 열거하면 의료분야는 정당한 

양의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서 암세포만 사멸

하는 암 치료, 질병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하는 

Radiography, CT, SPECT, PET 등과 의료

용품 멸균·살균 등으로 구분되며, 방사선동

위원소 분야는 신소재, 의료보건, 추적자나 

방사선원을 이용하는데 사용한다. 

방사능에서 방사붕괴가 일어나 방사평형

의 안정상태가 되려면 모핵종과 자핵종의 비

율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방사

평형은 방사성 핵종이 붕괴계열을 형성하고, 

모핵종의 반감기가 자핵종의 반감기보다 길 

때 모핵종과 자핵종의 방사능이 (혹은 원자

수가) 일정비율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림 6의 수식은 방사평형을 이루기 위한 기

본적인 붕괴 수식을 나타낸 것이다.

3. 의료방사선 기기의 산업동향

3.1 의료방사선 진단기기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함으로 

각국은 FDA, TUV (독일기술검사협회), CE 

등을 통해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블

루오션인 의료기기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

로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으며, 

의료 영상진단기기는 진단하는 물리적 현상

에 기초하여 방사선 진단기기, 비방사선 진

단기기로 분류한다. 표 2는 영상진단기기 분

류를 나타낸 것이다.

 

(1) 해외 시장동향
전 세계 의료영상진단기 시장은 현재 연평

균 복합성장률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4%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하

고 있으며, 2010년 약 $200억에서 2015년에

는 약 $37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

고 있으며, X-선이용 영상진단기기의 비중은 

CT (19%), X-ray 영상기기 (24%), 심장관련 

X-ray 진단기기 (10%) 등 전체의 53% 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표 3는 국외 주요 의료영

상 진단기기 시장 성장률을 예측한 것이다.

그림 5. 방사선의 분류.

그림 6. 방사붕괴 시 방사평형 붕괴수식.

표 2. 영상진단기기 분류표.

구 분 내 용

방사선 
진단기기

X - 선  촬 영 기 ,  전 산 화  단 층 촬 영 기 
(Computed Tomography : CT), 형광투시법 
(Fluoroscopy), CT-Fluoroscopy, 혈관조영 촬
영 (Angiography), 양전자 방사 단층촬영기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PET),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기 
(SPECT) 등

비방사선 
진단기기

MRI, 초음파 진단기기, OCT, 내시경 등

표 3. 국외 주요 의료영상 진단기기 시장. 
      (단위: B$)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4 2015 성장률(%)

CT 36 32 37 41 43 44 1.4

DR 6 7 8 9 9 9.7 8.6

Mammo 16.8 19.8 22.6 24.9 26.1 29.0 11

C-arm 4.3 4.5 4.7 4.9 5.0 5.1 2.4

Angio 7.3 7.6 7.9 8.2 8.4 8.5 1.9

초음파 34.1 31.7 34.7 38.1 39.9 41.7 4.6

MRI 30.8 27.4 28.3 29.3 29.7 30.1 1.4

PET 5.8 5.2 5.4 5.6 5.7 5.8 1.6

소계 141 135 148 161 167 174 4.7

출처:‥KEIT‥PD‥ISSUE‥REPORT‥November‥2011‥Vo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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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시장동향
국내 의료영상 진단기기 시장규모는 2005

년 기준으로 약 1조 2,671억 원으로 세계시

장의 약 1.7%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세계 시

장 연평균 성장률 4.7%의 꾸준한 성장률에 

비해 13.2%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약 70∼80%는 GE, Siemens, 

Philips, Hitachi 등 다국적 기업들의 제품

이 국내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역사

가 오래된 X-Ray 진단기기와 초음파 진단기

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나, CT

와 MRI 등 첨단 고가장비의 경우에는 다국

적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매우 높은 실정

이다. 표 4는 국내 주요 의료영상 진단기기 

시장을 나타낸 것이다. 

 

(3) 해외 산업동향
진단 및 치료의 융·복합 및 솔루션화는 

서론에 열거한 것처럼 복합 의료영상기기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다중 모

달리티 (Modality)에 따른 복잡한 진단 절차

로 인해 상호간의 유기적인 통합화 솔루션

을 추진 중에 있다. 장기의 해부학적 정보뿐 

아니라 종양의 조기발견, 생체 내 병리현상

의 진행 과정, 관찰 그리고 방사선치료 전·

후의 상황 모니터링 등에 탁월한 장점을 지

니고 있는 융합 영상진단장비의 개발이 급속

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시 CT와 

내비게이션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부위와 수

술도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술

로서 최소 침습 및 정확도 시술이 가능한 기

기의 수요증가에 따른 시장의 활성화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추세다. 검사나 치료 절차를 

최소화하고, 저방사선 피폭량, 고해상도 진

단기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방사

선진단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관련법

규/규제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부응

하는 저선량 CT, 혈관조영분야 등 대부분의 

진단·치료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하

고 있다. 표 5는 주요 선진기업 의료영상기

기 관련 개발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4) 국내 산업동향
국내 의료기기 수요증가로 국내산업의 규

모가 커지면서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이 

표 4. 국내 주요 의료영상 진단기기 시장. 
(단위: 억원)

     연도
구분

2007 2009 2011 2013 2014 2015
성장률
(%)

CT 275 328 418 534 604 682 13

X선영상
진단기기

1,331 1,699 2,170 2,771 3,131 3,538 13

초음파 461 623 793 1,015 1,147 1,296 14.5

MRI 544 823 1,050 1,341 1,516 1,713 14.5

소계275 2,592 3,472 4,434 5,661 6,397 7,169 13.42

출처:‥KEIT‥PD‥ISSUE‥REPORT‥November‥2011‥Vol.‥9.

표 5. 주요 선진기업 의료영상기기 관련 개발동향.

구 분 사업영역 및 주요내용

GE

· DR,  CT ,  I nt e r vent i ona l  X-ray , 
Mammography 등

· 임상용 PET 영상기기개발 및 상용화 (해상
도>5 mm)

Siemens

· DR,  CT ,  I nt e r vent i ona l  X-ray , 
Mammography 등

·고분해능 저선량 고속CT 기기상용화
·임상용 연구용 PET 영상기기개발 및 상용화
·전신용 PET의 해상도는 아직 5 mm 이상임

Varian

· TFT 기반 a-Si을 이용한 간접방식 디지털 
평판형 검출센서 상용화

· 정지 영상 및 동영상이 가능한 검출센서 및 
유방촬영용 고분해능 검출센서 개발

· DR, Fluoroscopy, C-arm 등 의료용 진단
시장에 진출하고 있음

Philips

· I n t e r v e n t i o n a l  X - r a y  영 상 시 스
템 Mammog r aphy ,  C- a rm ,  DR , 
Radiography/Fluoroscopy 등

· 임상용 PET 영상기기 개발 및 상용화 (TOF 
기술 해상도) 5 mm 이상임. 

Hologic
· TFT 기반 a-Se을 이용한 직접방식 디지털 

평판형 검출센서 상용화
·DR, 유방암 진단시스템 개발

Medtronic

· 세계 최고의 임플란트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순환기, 신경계 관련 의료기기를 생산 공급
하고 있음

· 투시영상 (Fluoroscopy)과 3차원 영상을 획
득할 수 있는 O-arm 기기를 상용화함

· 수술실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시
스템과 연동하여 보다 정확한 시술을 지원함

Sectra

· 포톤계수 방식의 기술을 이용하여 매우 낮
은 선량 (mGy→uGy)으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영상, 진단기기상용화

·유방암 진단용 Tomosynthesis 개발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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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업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대형 병원들의 연구중심 병원추진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내 DR

기기 업체들은 시스템 위주의 제품을 생산하

여 핵심부품의 외국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

이나, 최근 핵심 부품인 디텍터를 개발한 업

체와 주요 사업내용은 표 6과 같다.

3.2 의료방사선 영상기기 
디지털 X-선 센서는 방사선을 전기신호 

혹은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로 Radiography, CT, Fluoroscopy, 유

방암 진단장비, 골밀도 진단장치, 치과용 파

노라마 진단장비 등과 같은 다양한 방사선 

영상 진단기기에 활용되어 인체 내부의 영

상 또는 병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의 디지털화된 방사선

센서는 방사선을 가시광선으로 변환하여 이

를 다시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간접변환방

식 (Indirect conversion)과 방사선을 직접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직접변환방식 (Direct 

conversion)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

다. 간접변환방식은 기존에 스크린-필름으

로 이루어져 있던 방사선 영상획득부의 필름

을 디지털 영상센서 [CCD (Charge coupled 

device), CIS (CMOS image sensor) 또는 

FPD (Flat panel display)]로 바꾼 것으로, 

섬광체 (Scintillator) 스크린과 디지털 영상

센서를 광학계 사용 혹은 직접 증착 등의 다

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이용되고 있다. 직

접변환방식은 반도체 물질을 이용하여 방사

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변환부와 이를 영

상신호로 바꾸는 신호처리부가 결합된 형태

이며, 방사선이 곧바로 전기신호로 변환되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보다 높은 해상도의 구

현이 가능하므로 차세대 방사선 센서로 각광 

받고 있다. 그림 7과 8은 방사선 센서를 방

사선 에너지에 대한 픽셀 수에 따라 사용되

는 용도와 간접변환방식과 직접변환방식에 

따른 방사선 검출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주요 국내기업 X-선 의료영상기기 관련 
개발 동향.

구 분 사업영역 및 주요내용

삼성
SMD

· TFT 기반 a-Si (간접방식) 검출센서를 개발
하여 상용화함

·흉부 촬영용 디지털 영상 진단장비에 활용됨

바텍
·치과용 CT 시스템을 개발 상용화
·치과용 CIS (CMOS Image Senor) 개발
·유방암 진단기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코메드
·I.I. tube+CCD 센서기반 C-arm 상용화
· Flat panel 기반 C-arm 개발 및 전임상 진

행 중

디알텍
· TFT 기반 a-Se (직접방식) 검출센서를 개발

하여 상용화함
·흉부촬영용 대면적 센서 상용화

인피니티
·X-선 영상진단용 소프트웨어
· 3차원 영상진단기기와 연동 가능한 내비게이

션 시스템

리스템

· 디지털 Radiography, 투시영상장치 
(Fluoroscopy), C-arm 등 x-선 영상 진단기
기를 상용화하고 있음

· UNI-DR이 일본 후생성승인, CE 승인을 획
득하였음

메디퓨쳐
·디지털 Mammography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식약청과 CE 인증획득
·Biopsy 시스템 개발 임상진행 중

제노레이
·C-arm 상용화
·유방암진단기기상용화
·치과용 CT 상용화

그림 7. 방사선 센서의 용도.

그림 8.  간접변환방식 (상)과 직접변환방식 (하)
에 따른 방사선 검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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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동향
평판형 방사선 영상센서는 TFT (Thin-

film transistor) 기술을 응용하여 스위치와 

광다이오드, 전하 적분용 커패시터와 같은 

구성 요소를 대면적 기판위에 제작하고, 그 

위에 섬광체 스크린을 부착하는 간접방식 또

는 반도체 물질층을 형성하는 직접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현재는 저선량, 동영상 구현

이 가능한 영상센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기

술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TFT의 특성을 보다 개선하거나 TFT 대

신 대면적 CMOS, 광-스위칭 기술을 적용하

여 동작속도와 감도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기연구원 및 바텍, 동부하

이텍 등에서 저선량, 동영상 구현이 가능한

CMOS 기반 X-선 영상센서를 개발 중에 있

다. 그림 9와 10은 평판형 방사선 영상센서

에서의 간접방식과 직접방식 구조와 실리콘 

웨이퍼위에 제작된 대면적 CMOS 이미지센

서와 X-선 센서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Photon-counting 센서는 입사되는 X-선 

광자 하나 하나를 구분하여 각각의 X-선 광

자가 갖는 에너지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기

술로써 물질에 따라 각각의 에너지에 대한 

감쇄비율이 다르므로 에너지 성분을 구분하

여 영상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구현된 Photon-counting 방식 

방사선센서는 단위 픽셀 혹은 작은 화소수를 

갖는 센서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검출할 수 

있는 방사선량 및 에너지 대역 또한 제한되

어 일반적인 방사선 영상분야에서 널리 사용

되지는 못하고 일부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 센서용 반도체 소재분야는 평판

형 방사선 영상센서 또는 Photon-counting 

센서를 구현하는 데 있어 방사선을 전기신호

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재기술은 센서의 성능

과 가격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는 반도체 소재는 Si, 

GaAs, a-Se, CdTe, HgI2 등 그 종류만도 10

여 가지가 넘지만, 통상물질 특성이 양호한 

경우 방사선 흡수도나 변환 효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방사선에 대한 효율이 양호한 경우 

물질특성이 불량하거나 가격이 높은 문제점

이 있다. 그림 11은 CdZnTe 센서, Photon-

counting ASIC 및 Si 센서 사진이다.

3.3 의료방사선 치료기기
질병치료에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X-

그림 9.  평판형 방사선 영상센서에서의 간접방
식 (a)과 직접방식 (b) 구조  (출처: J. 
Rowlands, 2008).

그림 10.  실리콘 웨이퍼위에 제작된 대면적 
CMOS 이미지센서 (a) 및 X-선 센서 모
듈 (b) (출처: 미국 Teledyne社). 

그림 11.  CdZnTe 센서 (a), Photon-counting 
ASIC (b), Si 센서 (c) (출처: BSI社 (a) 
Nova R&D社 (b), Medipix 컨소시엄 (c).

(a) (b)

(c)

(a) (b)

(a) (b)



S
P

E
C

I
A

L
 T

H
E

M
A

전기전자재료 제26권 제4호 (2013년 4월)  11

선, 감마선과 같은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과 

같은 악성 질병의 성장을 지연, 정지 그리고 

파괴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기기이다. 융

합학문의 비약적인 발달로 정확도와 임상실

험으로 방사선의 암 치료 효과가 탁월한 결

과가 입증되었고, 특정한 부위에서 수술 대

치 효과가 거의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다. 일

반적 수술의 경우, 수술비용 이외에 장기간 

치료용 입원료, 회복기간 동안 의료비 등 간

접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보도자는 환

자의 치료기간 동안 곁에 간병을 하여야 하

는 등 수술외적인 부담이 많아 환자 1인당 부

담하는 비용이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이 사용된다. 그러나 융·복합 방

사선 진단 치료기기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로 

대치함으로써 수술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활

동제약, 의료비용, 환자의 회복시간 등이 절

감된다.

(1) 기술개발동향
암 치료를 위한 대표적 시술로는 수술, 방

사선치료, 약물치료 등이 있으며, 각 시술은 

단독적으로 하거나 또는 상호 병용함으로써 

시술이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방사선 치

료는 주변 정상장기의 장해를 최소화하면서 

종양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암을 

치유하는 기술로 수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

고, 국소치유 효과가 우수하여 광범위한 부

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비 침습적인 선진국

형 치료법이다. 최근 방사선 치료기술 및 장

비의 발달로 고난도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치

료성적 향상과 더불어 암 치료에서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

선 진단·치료 기기 중 LINAC-CT는 2000

년대 초에 상용화되어 현재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향후 5년간 방사선 치료분야의 발전방

향은 진단 특히, MRI와 융합된 방사선치료 

장비를 이용한 Biological radiation therapy

가 시행될 것이며, 이는 MRI의 High tesla 

(3T 이상)와 콤팩트, 고정확도를 유지하는 

방사선 치료기기의 융합으로 구성 되어질 것

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2와 13

은 방사선치료기기의 종류별 영상획득 사진

과 향후 5년 이내 방사선 치료분야의 치료기

기의 기술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실시간 C-ARM CBCT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기반의 소형 로봇 

방사선 치료기기 및 MRI-LINAC 치료기기는 

아직 상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MRI-LINAC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의 개발을 위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다. 기

존 입자 치료기에 비해 사이클로트론의 크기

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콤팩트한 입자 치료

기가 방사선 치료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

상된다. 고형암에 있어서 정상조직을 보호하

고 암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 치료효

과가 우수함이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3.4 방사선기기의 국내·외 기술 차이
세계 시장에서 영상진단기기 산업은 미국, 

일본, 유럽의 소수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림 12. 방사선 치료기기. 

그림 13. 방사선 치료기기 기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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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GE는 영상 진단기기 분야의 선두자

리를 확보하고 있고, 독일의 Siemens는 높

은 신뢰도로 제품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으

며, 일본의 Toshiba는 중·저가형 제품을 생

산하여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

평가원이 2012년 국내·외 의료기기 관련 연

구자들의 설문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 표 7~9이다. 표 7~9는 세계최고 대비 

국내 기술 보유기관을 순위별로 나타낸 표와 

미국을 최고로 보았을 때 국내·외 기술수준

을 그리고 국내·외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 격차 년 수를 타낸 것이다. 우리기술은 

최고기술국 대비 3∼5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2년경부터는 격

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과 11은 국내·외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명 주기와 기술격차 해소 방안이

다. 여기서 국내 기술의 수명주기는 시험기 

단계로 성장기에 있는 최고기술국과는 두 단

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

표 7. 국내·외 최고 기술 보유기관.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기타

세계 
최고

기관(업)명 GE SIEMENS Hologic Roche

응답 비율(%) 55.2 24.1 10.3 10.3

국내 
최고

기관(업)명 메디슨 ETRI 삼성전자 오스템

응답 비율(%) 34.6 26.9 19.2 19.2

출처:‥KEIT,‥산업기술‥수요조사,‥2011.3.‥

표 8. 국내·외 최고 기술수준.

구 분 2010년 2012년 2015년

한국 65.4 78.7 87.8

미국 100.0 100.0 100.0

일본 79.4 84.9 89.4

중국 45.5 56.7 67.3

EU 91.3 93.9 96.1

출처:‥KEIT,‥산업기술‥수요조사,‥2011.3.

표 9.  국내·외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 격
차년수.

구 분 2010년 2012년 2015년

한국 3∼5년 미만 2∼3년 미만 2∼3년 미만

미국 0 0 0

일본 2∼3년 미만 2∼3년 미만 1∼2년 미만

중국 5∼10년 미만 3∼5년 미만 3∼5년 미만

EU 1∼2년 미만 1∼2년 미만 1∼2년 미만

출처:‥KEIT,‥산업기술‥수요조사,‥2011.3.

표 10.  국내·외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명 주기.

구 분 2010년 2012년 2015년

한국 기술 시험기 기술 도입기 기술 성장기

세계최고기술보유국 기술 성장기 기술 성숙기 기술 성숙기

출처:‥KEIT,‥산업기술‥수요조사,‥2011.3.

표 11. 기술격차 해소 방안.

인력 
양성 
강화

연구기반
(시설/

정보)확충

R&D 
투자 

재원확대

기술
사업화
/활성화

산학
연협력 
활성화

관련규제 
완화 
/정비

3.2 3.7 5.0 4.0 3.1 2.1

출처:‥KEIT,‥산업기술‥수요조사,‥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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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격차 해소방안으로는 R&D 투자재원확대

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결 론

세계 시장의 의료기기는 규제수준을 강화

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신흥 국

가들이 의료기기 분야의 개발역량을 강화함

에 따라 선진국들은 의료기기 신뢰도, 안전

성 등에 대한 규정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실정으로 해외시장 변동, 자국의 의료기기 

산업보호를 위한 규제강화, 상용화 중심의 

연구개발을 간략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한·EU FTA, 한·미 FTA 등으로 국

내 의료기기 시장의 개방에 따른 GE, 

Siemens, Phillips 등 글로벌 다국적 대

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신제품에 대

한 표준과 특허획득 등 강화되는 기술 

공세에 대비하여 국내 의료기기 기반을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관련 연

구기관 및 기업들의 공동개발추진 및 적

절한 역할분담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 되

고 있는 실정이다.

(2)  다국적 기업은 기술격차 확대, 대규

모 R&D 투자,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문 

중·소기업인 수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산업 피해 최소

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IT 융합형 영상장

비 중심으로 R&D 지원, 단기간 시장진

출이 가능한 국산화 초기단계 제품군 우

선지원, 상용화 중심으로 추진하여야 한

다.

위에서 간략히 제시한 것을 기준으로 시

행하면 X-선 의료 영상기기 개발을 통한 

한·EU 및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중·소 

의료기기 업체의 경쟁력 향상, 국내 X-선 의

료 영상기기의 신뢰성 확보, 국내 대형병원

의 국산 의료기기 이용률 향상, 국내 X-선 

의료 영상기기 및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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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10년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
·2011년 - 2012년   대한전기학회 
                     광주·전남지회장
·2011년 - 현재      대한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장

성 명 : 류성림 
◈ 학 력
·1975년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공학사
·1983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공학석사
·2005년                 
  세명대학교 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 공학박사
◈ 경 력
·1978년 -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성 명 : 김태완 
◈ 학 력
·1981년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과 이학사
·1983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이학석사
·1990년                 
  UCLA Ph.D

◈ 경 력
·1991년 - 현재     홍익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1994년 - 2009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평의원, 이사,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