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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초록 

과제관리번호 해 당단계 l 2006 4 1 | 단계 구분 1 
연구기간 - 2007. 3. 31 

최종 

중사업명 
연구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 연구기반확충사업 

중과제명 
연구과제명 

세부(단위)과제명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해당단계 
종 13 며。 

해당단계 
정부: 78,000 천원 

l 연구책임자 박성희 
참여연구원수 

내부 : 8 며。 
연구비 

기업: O 천원 
외부: 5 며。 겨11: 78,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부서명 
원자력 기반·응용 연구본부 참여기업병 
양자광학기술개발센터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병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베 ! 보고서면수 I 69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0.3-10 MeV급 중 · 저에너지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셜을 구축하여 2004 
년부터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을 통해 산 · 학 · 연의 전자빔이용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전자빔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에서 선정된 과제로 2005년 
도에 19 과제， 2006년도에 25 과제로/ 고분자 및 유 · 무기 재료 분야가 가장 많으며 (2005년도 36%, 
2006년도 44%) 방사선/ 반도체/ 생물I 나노 및 물성/ 환경/ 멸균， 보석 착색 분야의 이용기술 개발을 

위해 300 keV - 10 MeV의 전자빔 조사 서 비스를 수행하였다. 

전자빔 이용 기술 연구의 활성화 및 보다 효율적인 조사 시설 운영을 위해 담당 코디네이터를 
선정하여 1인당 약 5 과제의 전자빔 이용자들과의 사전 협의 및 개별상담/ 조사 일정 조정， 전자빔 
조사 및 선량 측정 둥 원활한 전자빔 이용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증가 
된 전자빔 이용자들의 조사 서비스를 원활이 하기 위해/ 저 에너지 전자가속기 (상전도 전자가속기) 
의 시료장착 마운트 시스템을 개선하여 한번에 6 종류의 시료를 조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사 시 
간 단축은 물론/ 이용료 절감， 2-3 이용자들의 동시 이용의 조사 서비〈 효율을 개선하였고/ 고정식 
조사에서 주사식으로 교체하여 생물 둥에 필요한 미세선량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 에너지 

전자가속기 (초전도 전자가속기)의 경우는 조사셀에 이차 이동 속도 제어시스템을 장착하여 선량의 
균일도도 향상시키고 다양한 선량 조건올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그 외I 전자빔 이용자 협의회 및 
개별 상담을 통한 전문 기술 지원은 물론/ 전자빔 이용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새로운 이용자 및 이 
용 분야 창출올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기술 교류의 장인 전자빔 이용 기술 세미나 및 워크 
삽 개최l 퉁 “대형연구시설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다음은 본 연구개발의 주요 결과들이다. 

- 분야별 전자빔 조사 일정 관리/조정 및 조사 서비스 지원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협의회 및 개별 상담 
- 전자빔 조사시설의 방사선 안전관리 및 조사선량 보정 
- 전자빔 이용 기술 세미나 및 워크삽 개최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WEB/DB 시스템 개발 

색 인 어 
한 글 전자빔조사I 전자빔 이용 기술l 방사선 이용 기술/ 이용자 지원 

(각 5개 이상) 영 어 
Electron bearn irradiation, 

technology, User prograrn 
Electron bearn application,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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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제 목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0.3-10 MeV급 중 · 저에너지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을 구 

축하여 2004년부터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을 통해 산 · 학 · 연의 전자빔이용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전자빔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빔 이용 수요조사에 의 

하면I 2007년 2월까지 총 750여 명의 연구자들이 전자빔 이용기술 개발에 관심을 표명하 

였고 전자빔 이용 기술 워크삽 참가자 수가 121 명에서 176 명으로 증가하는 동 그 수요 

가 점점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전자가속기 및 전자빔 이용기술의 개발 초기에 대규모의 정부 투자와 지원이 있었 

던 미국l 일본I 중국y 러시아 등의 국가와 비교해 볼 때l 한국은 국가 경제력에 비해 전자 

빔 이용 산업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자빔 공동이용시설의 

구축과 운영/ 이용자 지원 등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새로운 이용기술 개발에 주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조된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자빔 이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시설 운영체계를 확립 

하고/ 신속한 조사 서비스 체제 구축l 효율적인 공정 및 품질관리/ 이용자의 요구조건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의 전자빔 조사시설에는 크게 상전도 전자가속기만을 활 

용하는 저 에너지 전자빔 조사기와 초전도 전자가속기를 동시에 가동해야하는 중 에너지 

전자빔 조사기가 구축되어 있다. 컨베이어 cart를 이용하여 조사샘플이 장착l 이송/ 조사 

되는 10 MeV급 조사 시스템은 이차 속도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미세한 선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y 기존의 2 MeV급 고정형 조사기는 주사형으로 교체하고 6 개의 마운트 

에 동시에 장착하여 독립적으로 조사 서비스 할 수 있는 회전식 마운트 시스템을 장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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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초저선량 조사 서비스는 물론/ 조사 서비스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서비스 효율을 높 

였다. 따라서I 에너지에 따라 하루에 두 서너 이용자가 동시에 서로 다른 요구 조건의 전 

자빔 조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중 · 저 에너지 전자빔 조사 및 이용 기술 개발을 원활히 하기위해 중 · 

저 에너지 전자가속기 (상전도 및 초전도 전자가속기) 운영 및 전자빔 조사 일정 관리 조 

정/ 조사 서비스 효율 개선을 위한 시료장치설계 및 조사선량 모니터링 지원/ 전자빔 이용 

자 협의회 및 개별 상담을 통한 전문 기술 지원은 물론I 전자빔 이용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새로운 이용자 및 이용 분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기술 교류의 장인 전 

자빔 이용 기술 세미나 및 워크삽 개최/ 등 “대형연구시설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효율 

적인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IV. 연구개발결과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전자빔 이용 기술 연구의 활성화 및 보다 효율적인 조사 시설 운영을 위해 분야별 담당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전자빔 이용자들과의 개별상담 및 기술협의/ 신속한 일정 조정을 

통해 원활한 전자빔 이용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06년도 대 

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에서 선정된 과제는 25개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과제는 제외)로 재료 개발 분야가 44%로 가장 많고 방사선， 반도체I 바이오I 식품， 나노/ 

환경I 멸균 분야의 이용기술 개발을 위해 300 keV - 10 MeV의 전자범 조사 서비스를 수 

행하였다. 

- 전자빔 조사시설의 조사선량 보정 

조사 방식 및 샘플 이송 방식이 변경된 저에너지 조사의 경우 주사 속도l 전자빔의 에너 

지l 전류/ 둥 변수에 따른 선량을 측정하여 요구 선량에 따른 전자빔 및 조사기 변수값을 

선택하고 또한 Radiochromic filrn을 샘플에 부착하여 선량측정계로 직접 측정하여 보정하 

였다.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협의회 및 세미나l 워크삽 

전자빔 이용자 협의회는 과제 시작 첫 달에 개최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자빔 

이용 기술 세미나는 전문가의 여건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데 2006년도에는 7번의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또한 전자빔 이용 관련 소그룹 워크삽 (Joint workshop)을 2차례 공동 개 

최하였으며l 정기적인 전자빔 이용기술 워크삽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국외 현황 및 

새로운 기술개발I 전자가속기 및 방사선 선량과 같은 전문지식/ 전자빔 이용자들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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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중심으로 발표 및 논의를 하였다. 신규 과제 공모 및 새로운 전자빔 이용기술 개 

발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WEBjDB 시스템 

• 전자빔 이용자용 WEBjDB 시스템 upgrade 

• 이용자용 전자빔 조사 이용 절차 및 매뉴얼 작성 

• 전자빔 조사시설을 이용한 연구 정보 입력 및 자료 정리 

• 참여연구원별 연구 활동 및 주요연구실적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체계 및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 국내 산 · 학 · 연 전자빔 이용자들의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 

• 국내 산업체의 대용량 전자빔 조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사 서비스 지원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 과제의 결과 및 기술을 새로운 전자빔 이용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자범 조사시설 이용자들 중심의 전자빔 이용 기술 워크삽에서 전문 학회 혹은 심포 

지염으로 발전. 

• 선진 기술의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집약적으로 수집y 정리하고/ 전자빔 이용에 관심 있 

는 모든 이들이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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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πLE : USER SUPPORT OF ELECTRON IRRADlATION FACILI1Y 

II. The Goal and Necessit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πle KAERI (Kore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igh-power electron 

beam irradiation faciliψ， operating at the energies between 0.3 MeV and 10 

Me V, has provided irradiation services to 뻐ers in industries, universities, and 

institutes via "Pr이ect of utilization and cooperation of users of a 1따ge research 

facility" since 2004. A great attraction of many researchers, almost 750 persons 

so far according to surveys, to e-beam irradiation technology as well as the 

growth of participants on Workshop on Electron Beam Applications from 121 to 

176 indicate the increase of demands of irradiation service. 

Comparing to the cases of advanced nations in this area, such as America, 
Japan, China, and Russia, Korea is relatively much behind in radiation 

technology. It is mainly due to the lack of governmental supports and 

investments. Active support and investment 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electron beam user facilities would be principal factors on developments of 

advanced te따lologies. 

In this pr이ect， we would like to satis야 users' requests by developing the 

effective managing and operating system for prompt seπices， processes, and QA 

and to 띠timately assist users to create additional new results, by maximizing 

the utilization of all available resources and activating the developments of 

techn이0밍es of electron beam processing. 

III. Subjects and Scop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KAERI Electron Accelerator Faciliη (Da리on， Korea) consists of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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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ors: one is a low-energy electron beam irradiator operated by normal 

conduc비19 RF accelerator, the other is medium-energy irradiator operated by 

su야rconducting RF accelerator. An additional precise speed control system of 

the cart in 10 MeV irradiation system was ins빼ed in order to precisely control 

irradiated dose. The 2 Me V fixed-type irradiator was replaced to horizontal 

scan-type and 2D tr없lSlational stage was replaced to the revol띠ng stage with 6 

앓mple mounts. It is, therefore, possible to serve at very low dose rate as well 

as to 잃ve service time. The facility can provide two or three irradiation 

services with different dose rates in different energies every day. 

To effectively c따ry on 왜 U않r's pr이ects， we develop and systematize 납le 

뻐er progr없n to activate the R&Ds of electron processing and the coφeration 

between users of KAERI electron beam irradiation facility, as the followings: the 

maintenance and φeration of the electron accelerator system, management and 

mediation of schedule of irradiation 똥πice， improvements andj or upgrades for 

service, calibration of dose rate for s없nples， organization of cons띠tatio뾰I 

seminars, and workshop for users, and so on. 

N. Results 

- User support of the electron irradiation facility 

We 야g없úzed the ’ interim steering committee to activate R&Ds of electron 

processing technologies and to operate and manage the user facility and 

assigned a coordinator to each user to 잃sist users, such as, individual 

cons버ting and service schedule arrangements. 25 user pr이ects were selected 

through 11만이ect of utilization and cooperation of users of a large research 

facility" in 2006. There are many fields of electron processing: material, which is 

majority (양%) among 산le userκ radiation related, semiconductor, biolog)ι food, 
nano material, environment, and sterilization. We gave the irradiation services 

with electron ener밍es between 300 ke V and 10 MeV. 

- lrradiation Dose Calibration of low energy irradiator 

Due to changes of irradiation system in low energy electron beam, dose ra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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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nples are re-calibrated for different scan speeds of sc없ming cone and 

different energy and current of an electron beam . This data is used for 

deterrnine opera파19 따arneter of electron bearn for a 밍ven' dose. The . dose rate 

is also rneasured using the standard Radiochrornic filffi whkh ' was attached to 

the sarnple. 

r.' 

- Consultations, Serninars, and Workshop for Users 

πle user rneeting of electron irradiation facility was held the first rnonth of the 

fiscal year of pr이ect to set up the yearly plan. Seven topical serninars were 

held in 2006. Two "Joint wórkshops (andj or serninar)" were held and 뻐nu떠 

workshop on electron bearn applications was held for.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f new techn이o멍es and results. There were invited t떠ks by 

specialists and topical t떠ks by users. It was φened to all, es야cially who are 

interested in developrnents of new technology of electron irradiatión as well as 

are to apply new projects of electron processing. 

- WEBjDB Systern for Users 

• WEBjDB Systern for Users 

• Procedure and Manu떠 of Electron Irradiation Service for Users 

• Filing of Data & Inforrnation related to R&많 done by Users 

• Perforrnance and Activities of Participants in the 싼이ect 

V. Plans for u ti1ization 

πle sUIψorting prograrn 뻐d systern for users of the electron irradiation facility 

W퍼 be utilized as the followings: 

• Activation of support for R&Ds of 않ers of electron irradiation facility in the 

area of industries, universities, ad institutes. 

• Supports of irradiation service to satisfy the dernands of hi양l-power electron 

bearn irradiation in industries. 

• 맘oviding the opportunity to develop new technologies of electron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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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sing the know-how and results of users carηring on these selected 

pr이ect. 

• Extension the workshop on electron bearn applications to the conference 

and/or symposium. 

• Collecting, filing, and sh값ing related materials and data . 

.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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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연구개발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전자빔이용기술 연구개발에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0.3~10 MeV급 중·저에너지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을 구축하여 2004년부터 “대형연 

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을 통해 전자빔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었다. 이 시설은 

0.3~10 MeV로 가속된 전자빔뿐만 아니라 고에너지 전자빔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차 방사 

선도 개발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 공동 이용 연구시설이다. 

그림 1. 전자빔 조사시설 사진 

(오른쪽상단: O.3-2MeV 조사; 왼쪽하단: 10MeV 조사; 중앙: 엑스선발생) 

중·저에너지 대용량 전자빔 이용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백 명의 산·학·연 연구자 

들이 전자빔 이용 연구를 하고 있거나 희망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에 대한 관심이 중가함 

을 알 수 있다. 산·학·연별로는 고가의 시설 구축이 어려운 대학교가 약 70%로 가장 많은 

관심올 보였고 전자빔 에너지별로는 100 keV 저에너지에서 10 MeV 까지 수요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조건의 전자빔 조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을 통해 2004년도에 19 과제， 2005년도에 

19 과제， 2006년도에는 25 과제가 선정되어 본 시설의 전자빔올 이용하였는데/ 활용 분야 

는 고분자 및 유·무기 재료 분야가 가장 많으며 (2005년도 36%， 2006년도 44%) 방사선/ 반도체l 생 

물/ 나노 및 물성l 환경l 멸균l 보석 착색 분야의 반도체I 나노재료/ 바이오/ 식품/농산물 멸균I 

기능성 재료y 고분자 재료l 환경 I 방사선 둥 다양하고/ 활용 전자빔 에너지도 100 - 300 

keV의 저에너지에서부터 10 MeV까지 다양하였다. 

본 연구는 건조된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자빔 이용기술 개발을 활성화하여 궁 

극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시설 운영체계를 확립 

하고/ 신속한 조사 서비스 체제 구축l 효율적인 공정 및 품질관리/ 이용자의 요구조건의 

만족을 극대화시 키 고자 한다. 

전자빔 조사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의 조사 서비스l 전자빔 조사 시설의 운 

영 유지보수/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둥 새로운 연구개발 등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 

영하고/ 전자빔 조사 이용 측면에서는 산·학·연 전자빔 이용자들의 전자빔 이용자 협의회 

를 통해 전자빔 이용 기본 원리 및 시설 이용의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연구 정 

보 자료를 확보하여/ 이용자들 간의 상호 정보 교류를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개발 및 

부가가치 창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중·저에너지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절 개요〉 

。 시절의 주요 사양 

- 전자빔 에너지 : 0.3 -10 MeV 

- 전자빔 출력 : 최 대 100 kW 

。 시절의 주요 특정 

- (0.3 - 2MeV)와 (2 -10MeV) 대용량 전자빔 

- 10 MeV 전자빔 조사용 컨베이어 시스템 및 이차 이동속도 제어 시스템 

- 0.3-2 MeV 조사용 6 개의 회전 마운트 시스템 및 수평 주사 조사기 

- 수 keV 단색 엑스선 빔라인 

주요 예상 활용분야 

- 고기능 고분자/ 나노 재료 개발 
- 식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멸균처리 연구 
- 대용량 전력반도체 개발 
- 폐수/ 배기가스 등 환경유해물질 정화처리 연구 
- 원자로/ 핵융합로/ 우주 동 극한환경 재료 시험 
- 양전자l 중성자l 적외선， X선y 감마선 등 새로운 방사선 발생 및 이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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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자빔 조사시설의 단면도 및 조사포트 사진 

조사하 

활용 

고에너지 전자빔을 

제거하는 기술로 

전자빔 조사기술은 기체I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재료에 

여 고부가가치 특성을 지니게 하거나 유해한 성분을 선택적으로 

분야에 따라 전자빔의 에너지 및 선량 둥 그 요구조건이 다르다. 

특히 0.3 -10 MeV급 대용량 중·저에너지 전자빔 조사 시설은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 

발은 물론/ 전력용 반도체 생산/ 고기능 고분자재료 개발/ 식품 및 의료기구 멸균처리/ 수 

입식품 및 독물 살균/살충/ 발전소 및 공단의 배기가스 처리/ 산업 폐수처리 동 산업분야 

의 신기술 개발 및 생산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공동이 

용시설이다. 

2004년도부터 중·저에너지 대용량 전자빔 이용 수요조사를 해온 결과에 의하면， 2007 

년도 초반까지 총 약 750여 명의 / 산·학·연 연구자들이 전자빔 이용 연구를 하고 있거나 

희망하고 있으며 시설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 

활성화사업”이 시작된 지 2년차인 2006년 2월의 수요 조사에 의하면 웅답자 중 18%가 

전자빔을 이용하고 있고 28%는 정보 수집 및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54%는 현재 전자빔 

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용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학·연별로는 대학교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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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6%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분야별로는 기능성 재료l 나노， 고분자 재료 둥 물성 

재료 분야가 가장 많고/ 반도체l 농식물/식품I 환경I 멸균 둥 다양한 분야에 이용 가능함 

을 보여준다. 전자빔 에너지별로는 100 keV 저에너지에서 10 MeV 까지 수요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빔이용수요현황 
18% 

이용풍 
· 이훌예접 ; 
口그 외(정보받기) 

54% 

그림 3. 전자빔 이용 수요조사 웅답자의 이용예정 분포도 (2006년 2월 조사) 

현저빔 이용소속별수요현황 

그림 4. 전자빔 이용 수요조사 웅답자의 소속별 분포도 (2006년 2월 조사) 

전자빔 이용에녀지별 수요현황 

<’-’ u -u I.J -2. 2. -1' >10 

이용 예너지 [MeV] 

그림 5. 전자빔 이용 수요조사 웅답자의 전자빔 이용 에너지 분포도 (2006년 2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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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자빔 이용 수요조사 응답자의 전자빔 이용분야 분포도 (2006년 2월 조사)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을 통해 2004년도에 19 과제가， 2005년도에 19 

과제， 2006년도에는 48개의 과제 공모 중， 25 과제가 선정되어 본 시설의 전자빔을 이용 

하였는데/ 활용 분야는 고분자 및 유·무기 재료 분야가 가장 많으며 (2005년도 36%, 2006년도 

44%) 방사선l 반도체/ 생물I 나노 및 물성/ 환경/ 멸균y 보석 착색 분야의 반도체/ 나노재료l 바이 

오/ 식품/농산물 멸균/ 기능성 재료/ 고분자 재료/ 환경/ 방사선 등 다양하고l 활용 전자빔 

에너지도 100 - 300 keV의 저에너지에서부터 10 MeV까지 다양하였다.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의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면서 과제 응모 수도 2005년 35개/ 

2006년 487R , 최근 웅모된 2007년 58개로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 실제로 선정된 이용 과 
제의 수도 2005년 19과제에서 2006년 25과제로 (최근 2007년도 25과제 선정) 증가하였고 

그 요구조건도 다양해졌는데/ 전자빔 조사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자빔 이용기술 개 

발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시설 

운영 및 이용자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대형 전자빔 조사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사용 샘플 준비부터 샘플 

조사에 이르는 이용자들의 조사 서비스/ 전자빔 조사시설 자체의 운영 유지보수/ 전자가 

속기를 이용한 고성능 광양자빔 발생 기술개발 및 전자가속기 시스템 고성능화 연구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연구개발의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새로운 전자빔 이용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가 및 이용자들 간의 상호 정보 교류를 장려하고l 이용연구 개발을 원활 

히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급증하는 국내 산업계의 10 MeV급 대용량 전자빔 조사 수요의 효과적인 충족으로 

전자빔 조사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특히/ 대용량 스위칭 소자의 전자빔 조사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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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현재/ 전량 국외에서 위탁조사하고 있는 전력반도체 산업에서는 물류비용과 조사기간/ 

공정관리 동의 높은 부담을 효과적인 이용자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대체하게 되면 

단가 절하 및 신속한 핵심기술 확보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멸균분야에서는 선진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EOG (에틸렌옥사이드 가스)를 사용하는 

화학적인 멸균법이나l 지역주민 반대와 방사선 안전관리 둥의 문제를 안고 있는 감마선 

멸균법을 대체할 전자빔 조사 이용기술의 개발을 위한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전자빔 

조사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전자빔 조사 이용 분야를 확장시키며/ 나아가서는 산업의 활성 

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전자빔 이용 분야의 개척 및 육성을 통해 국내 관련 연구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 파급 효과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전자빔 이용기술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RT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y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국가 경제력에 비해 전 

자빔 이용 산업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데/ 이는 국내의 전자가속기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뒤늦게 시작되었고/ 전자빔 공동이용시설의 미비로 전자빔 조사이용의 기회마저 

힘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의 경우， 전자가속기 및 전자빔 이용기술의 개발 

초기에 대규모의 정부 투자와 지원이 있었던 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자빔 공동이용 

시설의 구축과 운영 l 이용자 지원 등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한 새로운 이용 

기술 개발에 주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을 통해/ 전자빔 이용 기술개발 연구를 지원받은 

2004년도 (19과제)， 2005년도 (19과제)연구 성과를 살펴볼 때/ 특허 출원 및 동록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전자빔 이용 기술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1. 2004/2005년도 선정된 이용자 과제들의 연구성과 실적표 (2006년 3월 집계) 

이용자 
논문게재 학회발표 특허출원/둥록 인력양성 

국내 국외 
과제 실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박사 석사 학사 

출원 둥록 출원 둥록 

2004년도 7 10 27 19 4 3 0 0 0 12 3 
선정과제 17 46 7 15 

2005년도 3 13 38 7 5 3 0 0 4 8 1 
선정과제 16 45 8 13 

본 과제를 통해 중·저에너지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의 효과적인 이용자 지원체계가 

갖추어지고 전자빔 이용기술 database 및 이용자 연구 결과 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연구 

를 피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체의 

전자빔 이용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전자빔 이용기술 발전에도 기여하여 궁극적으 

로는 국내 RT 산업의 진홍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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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방사선 이용 기술개발 개요 

방사선 이용기술은 의료 분야 및 식품 분야의 멸균/살균l 고분자 분야의 방사선 합 

성 혹은 변형을 통한 새로운 물질 개발， 환경오염 방지 및 제어/ 반도체/ 표면처리 둥의 

나노 기술 분야l 동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그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 

다. 원자력 산업 분야는 크게 Nuclear power 분야와 Non-power 분야로 나될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에너지 생산 분야이고 후자는 방사선 이용 분야이다. 세계적으로 방사선 이 

용 분야의 시장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방사선 이용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 

과 일본을 살펴보면， 1997년도에 일본은 원자력 관련 분야의 시장 규모 총 990 억불 중 

52%가/ 미국은 TMI 사고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은 이유로y 총 1580 억불 중 

25%가 방사선 이용 시장 규모이다. 현재 일본은 총 GDP의 1%인 520억불이 방사선 이용 

분야의 시장 규모인데 이 중 75%가 산업 분야， 23%가 의학 분야， 2%가 농업 분야이다 

[1]. 산업 분야의 시장 규모 중 반도체 산업 분야가 가장 크고 자동차 타이어 산업l 의료 

용품의 멸균 산업이 그 뒤를 잇는다. 

제 2 절 국외 전자빔 조사이용 기술개발 현황 

현재 세계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퉁을 중심으로 약 1500 기 이상의 전자빔 

조사 설비가 산업생산 및 연구개발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 

MeV급 이하 조사 설비는 절연전션/ 타이어y 열수축튜브 등의 생산설비로 이용되고 있다. 

기존 웅용분야의 확대 및 전력반도체 성능 개선y 식품/의료용구 멸균 동 새로운 웅용분 

야의 창출로 2 MeV 이상의 중 에너지 전자빔 조사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국가 주도로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을 구축하여 산· 

학·연 연구개발에 활용하거나 기업체 주도로 상업적인 전자빔 조사서비스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주도로 개발된 전자빔 이용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 완료되어 이 

제는 민간 주도로 사업화하는 단계이며， RPC, RDI, Biosterile, Titan Scan System, Varian 

등 15개 이상의 기업체에서 고에너지 대용량 전자빔 조사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사 

장치를 판매를 하고 있으며/ 약 650 여기의 전자빔 조사 설비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주도로 개발된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이제 민간 기업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단계이며， 7 개의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을 포함하여 약 300 여기의 전자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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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Hogy Medìcal은 자사 생산의 의료용구의 멸균처리를 위해 2 

개소의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y 스미토모 중공업/ 미쪼비시 

중공업， Nishin High V이tage 둥에서 전자빔 조사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사장치를 

판매를 하고 있다. 일본 關西電力은 종 11억￥을 투자하여 5 MeV (150 kW)급 11關西 電

子線照射 센터”를 설립하여 전자빔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住友重機는 쪼꾸바I 

오사카 둥 3 곳에 전자빔 조사 센터를 설치하여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전자가속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활발하며/ 일본원자력연구소 

(Takasaki 연구소)와 방사선이용진흥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원자력산업 

협의회가 지원하는 FNCA (Forum for Nuclear Cooperation in Asia)의 저에너지 전자가 

속기 프로그랩은 일본 전자가속기 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 

원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AECL (Atomìc Energy of Canada Limited)에서 10 MeV급의 

IMPELA (Industrial Materials Processing Electron Linear Accelerator)를 개 발하여 가속 

기 판매 및 상용 조사서비스를 하고 있고， Acsion Industries와 Iotron Technologies Inc. 

같은 기업이 이 조사시설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CIAE， IHEP，칭화대 둥국가주도로 기술을개발하여/ 일부사업화를추진하고 있 

는데， Ningbo 전자빔 조사센터는 10 MeV급 전자빔 조사설비를 건조하여 100여개 회사 제 

품 200여종의 제품에 전자빔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제2 전자빔 조사센터 건조중이다. 

Changdu에는공장굴뚝의 배기 오염 가스를정화처리하는 전자빔 조사설비를가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부드커핵물리연구소 (BINP)에서는 0.3 -10 MeV 범위의 다양한 전자가속기 

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100여대의 판매실적을 갖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Mediscan GmbH는 두 대의 10 MeV 급 전자빔 조사 설비를 갖추고 의료용품의 멸균/ 식 

품의 오염 제거/ 반도체 공정 둥에 사용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에서는 기존 웅용분야의 확대와 새로운 응용분야의 창출로 전자빔 조사 

설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그 조사 서비스도 상용화 추세에 있다. 

제 3 절 국내 전자빔 조사이용 기술개발 현황 

국내에는 LG전선/ 한국타이어l 영보케미컬/ 한국KDK， 경신산업/ 대원전선/ 연합전기 

전선 등의 산업체에 1 MeV급 이하 저에너지 전자빔 조사설비 10 여기 정도가 설치·운용 

되고 있으나 모두 독자적인 생산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산·학·연 공동이용시설로 운 

영되는 에너지가 높은 조사시설로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10 MeV급 전자빔 조사시 

설이 운영되고 있고 정읍방사선연구원에서는 전자빔 조사용 전자가속기를 설치하여 시험 

동작 중이다. [2] (표 2 참고) 

。u 



표 2. 국내의 전자빔 조사 설비 현황[3) 

회 사 가속기 
전자빔 에너지 전류 

용 도 IMeV] [m맨 
NHV 0.75 (2기) 65 

LG 전선 (주) 
NHV 1.0 (171) 100 전선 가교 

EB Tech 2.0 (1 기) 50 열수축튜브 
EB Tech 1.0 (1 기) 100 

경신 (주) EB Tech 1.0 (1 기) 100 전선 가교 
열수축튜브 

대원 전선 (주) RDI 1.0 (1 기) 65 전선 가교 
열수축튜브 

동양 전선 (주) EB Tech 1.2 (171) 80 전선 가교 

영진 테크 INP 0.7 (1 기) 40 열-A「τiF「 T Er-H-

NHV 0.5 (171) 65 
영보화학 (주) NHV 1.O ((1171 l)) 65 P이yolefin foam 

EB Tech 1.0 (1 7 100 

통일산업 (주) NHV 0.8 (171) 65 Polyolefin foam 

한국타이어(주) NHV 0.5 (1 기) 50 고무 가교 
타이어 재료 

세라택(주) EB Tech 1.0 (1 기) 40 고분자 스위치 

대구염색공단 EB Tech 1.0 (1 기) 40 폐수 처리 

EB Tech (주) EB Tech 1.0 (1 기) 40 
조사서비 A 

2.0 (1 기) 40 

영남대학교 
BINP와 

0.70 (171) 35 연구 
공동개발 

한국원자력 BINP와 
0.3-10 (1 기) 10 

조사서비 A/ 

연구소 (대전) 공동개발 연구 
한국원자력 EB Tech 10 (171) < 5 시험가동 중 
연구소 (정읍) 

(주)이비테크는 국내 유일의 전자가속기 생산회사로서/ 러시아 BINP와 공동으로 1 

MeV급 전자가속기를 개발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고l 최근 1.5 MeV와 2.5 MeV 전자 

빔 조사의 상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었다. (주)이비테크는 대구 염색공장의 폐수처리 시설 

건조에 전자가속기를 공급한 실적이 있으며/ 정읍방사선연구원의 전자가속기도 (주)이비 

테크에서 공급되었다. 영남대학교에서는 러시아 BINP로부터 1 MeV 전자가속기를 도입 

하여 연구개발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철원의 KAPRA에서 전자빔 조사시설의 권역 

별 확대를 위해 2007년 후반기에 전자가속기 시설이 구축될 계획이다. 

2 MeV 이상의 전자빔 조사시설은 규모가 크고 건조비용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도 개별 연구주체나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국가에서 건조하 

여 공동이용시설로 운영하거나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상업적인 조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력반도체 제조업체나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미국/ 일본 등에 委託照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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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에 중·저에너지 전자빔 조사 설비가 활성화될 경우/ 현재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전자빔 조사공정을 국내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최근 건조된 중·저에너지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은 0.3 MeV급 

저에너지에서부터 10 MeV급 중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전자빔 조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국내 최초로 국가 주도로 조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 

직은 초기 단계로 전자빔 조사 이용자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본 과제를 통 

하여 전자빔 조사 이용자 지원 체계 확립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 

및 이용 기술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DB 구축 빛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었다. 

또한l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분소의 전자빔 조사시설이 구축으로 2006년부터 전자빔의 산 

업적 이용 및 전자빔 이용 기술 활성화를 지역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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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5년도 선정과제의 (가) 이용 에너지 분포 및 (나) 이용 기술 분야 

(나) 

그림 8. 에너지별 조사 시료수 (2005년도) 

(* 전자빔 에너지는 전자빔 조사기에 따라 크게 2 MeV, 10 MeV로 나누었음.) 

그림 9. 에너지별 이용 시간 (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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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원에서는 2005년도에 197R 의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 연구 과제에 조사 서비스 

를 지원하였으며 전자빔 에너지별l 이용 분야별 분포 현황을 그림 7에서 볼 수 있다. 그 

립 8과 9에서는 전자빔 에너지별 조사 시료수 및 이용 시간을 보여 준다. 또한 앞에서 언 

급하였듯이 표 1에 의하면 이들의 연구 결과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 국내 전자빔 이용 

기술 개발의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현재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국내의 수요를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되면/ 외국에 위탁 

되고 있는 전력반도체에의 전자빔 조사공정을 국내에서 담당하게 되어 반도체 산업의 경 

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각종 산업 재료의 부가가치를 크게 높여 우리나라 

가 취약한 분야 중의 하나인 기초소재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원자력 분야의 연구개발과 다양한 산업분야의 생산 및 신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인 

프라의 하나인 중·저 에너지 대용량 전자빔 조사 설비를 권역별로 구축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산업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자빔 조사 이용자 지원 사업이 상용 서비스 사업으로 이관되거 

나 산업체가 시스템을 구비하여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생산업 

체의 저에너지 전자빔 조사를 제외하고는 아직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의 미비로 이제 

시작단계인 이용자 지원 사업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므로 아직도 국외의 서비스 센터에 많 

이 의폰하고 있다. (표 3 참고) 

제 5 절 앞으로의 전망 

본 시설을 활용한 전자빔 이용 지원이 원활히 되고I 이로 인한 전자빔 이용 기술 연 

구개발이 활성화되면l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빔 이용 신기술/신공정/신산업이 창출될 것 

으로 기대된다. 전력반도체 분야에서는 복잡한 절차와 높은 경비를 들여 국외에서 한 10 

MeV 급 전자빔 조사 서비스를 국내에서 하게 됨으로써 세계 시장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며/ 멸균처리 분야도 기존의 방식에서 안전한 전자빔 조사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해소로 인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빔 이용자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이용자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전자빔 조 

사 이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이용 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국내에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이 권역별로 5 개소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자빔 이용 지원 사업의 체계가 확립되면 새로이 구축되는 시설의 길잡이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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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의 전자빔 조사 및 이용 기술 현황 

구분 분야 세부분야 에너지 
현황 

국내 선진국 

전자가속기 고분자/ 
난연성전선제조 @ @ 

열수축튜브제조 @ @ 
및 조사시설 화학/ 0.3-2 

인조가죽 0 @ 
운영 섬유 

타이어/고무경화 @ @ 

고분자/ 
난연성전선제조 @ @ 

열수축튜브제조 @ @ 
화학/ 0.3-2 

인조가죽 0 @ 
섬유 

타이어I 고무경화 @ @ 

배 기가스 정화 (SOx, Nox, VIα1 <> 0 

환경 
폐수처리(염색/화학l 매립지 침출수) 

1-10 
0 0 

폐수슬러지처리 0 
폐수중중금속추출 0 
곡물살충 - @ 

의료/식품 
식료품멸균처리 <> @ 

전자범 의료용품멸균처리 1-10 <> @ 

이용기술 
멸균 

종자의발아억제 <> @ 

화훼의살충및생육억제 - 0 

반도체 
전력반도체 스위칭 특성 개선 

2-10 <> @ 

N1’D 웨이퍼 제작 - 0 
나노재료 나노재료개발 0.1-10 <> 

핵자료생산 0 
원자로 재료 방사선 손상 연구 - 0 

방사선 
내방사선센서개발 0 
자유전자레이저 

1-30 
<> @ 

저에너지양전자빔발생 @ 

X-ray 및 'g-ray 발생 - <> 
@상용화.j실용화 단계 O 실용화 초기단계 <> 연구개발 단계 - No activit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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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본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전자가속기 시설의 전자빔 조사시설에는 크게 상전도 

전자가속기만을 활용하는 저 에너지 전자빔 조사시설과 초전도 전자가속기를 동시에 가 

동해야하는 중 에너지 전자빔 조사시설로 나뉘는데l 중 에너지의 경우는 액체 헬륨 냉각 

하에서 동작되는 초전도 가속기에 의해 동작되므로 상전도 가속기 시설보다 더 많은 운 

영 인력 및 warming-up 시간이 요구된다. 하지만 다양한 이차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이 

가능하므로 앞으로의 활용도는 높다. 

0.3 - 2 MeV의 저에너지 전자빔 조사는 고정 조사기를 수평 주사형 조사기로 교체 

하고/ 샘플 마운트가 하나인 2D translation stage 시스템을 서로 다른 6 개의 샘플을 장 

착할 수 있는 수직 이송 회전형 마운트 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증가한 2006년도 이용 

자들의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는 조사 이용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하루에 2-3 이 

용자가 조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r 또한 부가적으로 이용비용도 낮출 수 있었다. 

10 MeV 전자빔 조사는 조사셀 내부 조사창 앞에 이차 가변 속도조절 시스템을 추가로 설 

치하여 전자빔 조사의 균일도를 향상시키고 컨베이어 cart 마다 다양한 조사선량을 독립 

적으로 정밀하게 제공할 수 있다. 10 MeV 전잡미 조사 역시 한 번에 여러 이용자가 동 

시에 서로 다른 요구 조건의 전자빔 조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었다. 

중·저 에너지 전자빔 조사 및 이용 기술 개발을 원활히 하기위해 중·저 에너지 전자 

가속기 (상전도 및 초전도 전자가속기) 운영 및 전자빔 조사 일정 관리 조정/ 조사 서비 

스 효율 개선을 위한 시료장치설계 및 조사선량 모니터링 지원I 전자빔 이용자 협의회 및 

개별 상담을 통한 전문 기술 지원은 물론I 전자빔 이용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새로운 이 

용자 및 이용 분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 및 기술 교류의 장인 전자빔 이용 

기술 세미나 및 워크삽 개최로 “대형연구시설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스댐을 체계화한다. 

1.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체계 

전자빔 이용 기술 연구의 활성화 및 보다 효율적인 조사 시설 운영을 위해 임시 운 

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이용자와의 기술 협의 및 조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l 임시 운 

영위원회는 전자가속기 분야의 전문가인 현 한국원자력연구원 2명의 고문과 6명의 임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향후 전자빔 이용 기술 전문 위원을 구성하여 전자빔 이용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임시 운영위원들은 전자가속기 시설 운영 및 전자빔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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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전자빔 이용자 지원 둥 전반적인 분야에 전문 상담 및 기술 지원올 담당하고 

있다. 조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l 전자빔 이용 기술 연구의 활성화 및 보다 효율적인 1추 

사 시설 운영을 위해 임시 운영위원회 산하에 5 명의 코디네이터를 구성하여 분야별 약 

5개의 과제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와의 일정 조정 및 사전 협의l 조사 당일에 조사 

서비스에 펼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l 코디데이펙는 생물， 화학， .물리/ 째료y 

핵공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연구원으로서/ 전자가속기 분야의 전문가인 현 한국원자력연 

구소 임시 운영위원과 전자가속기 관련 전문지식이 전무한 이용자 간의 중간 역할로 원 

활하고 신속한 협의 진행 및 조사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문 

임시 운영위원 

코디네이터 

표 4. 운영위원회 구성표 

임시 운영위원회 구성원 

원자력기반웅용연구본부장 

양자광학기술개발센터장 

전자가속기 시설 총괄 (이병철) 
전자가속기 운영 (2) 
전자가속기 기술 개발 (끽 
전자빔 이용 기술 개발 (2) 
(전자가속기 기술 관련 전문가) 

외부인력 (석사 혹흘 박사) 

끊꿇윌) 

• 미용료납부 

그림 10. 전자빔 조사시설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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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이용자 지원 인력 및 시설 운영 인력과 운영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전자가속기 

운전 및 유지 보수 일정/ 이용자 조사 일정 I R&D 기술 개발 일정I 과제 수행상의 애로점 

및 문제점 둥을 조정 또는 해결하였는데/ 특히 전자빔 이용계획 및 협의/ 조사 서비스 지 

원을 우선순위로 하였다. 현재 이용료 산정 및 청구서/영수증 발급은 임시 운영 위원회 

에서 맡고 있으나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용료 및 운영위원회 운영 동의 부분을 본 원자력 

연구원 지원부서와 연관하여 체계화하려고 한다. 

전자빔 조사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과제로 
선정된 이용자 지원 

전자가속기 시설 이용자 지원 

口

전자빔 
조사사설의 
성능이해 제고 

업
 무
 회
 의
 

@工〉

'01 
::><: 

4그 암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교육 
및 훈련 

지원 인력 
교육/훈련 

'û 
전자빔 
조사시젤 
이용자 지원 
외부인력 확보 

처 

자 
빔 
조 

사 -
멍 

이 
용 
자 

세
 미
 나
 

f 
l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WEB 구축! 

의
 견
 수
 렴
 

그림 11.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체계 

효율적인 이용자 지원을 위한 고급 외부 인력 확보 및 교육 훈련이 필요한데l 아직 

국내에 전자빔 이용기술 분야의 인프라가 빈약한 현실이고/ 전자빔 이용 분야가 매우 광 

범위하며/ 전자가속기와 전자빔 이용기술 양쪽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대형공동이용활성화사업을 통한 점차적인 전자빔 이용기술 및 지 

식의 확산 보급으로 전자빔 이용 기술 분야의 인력 확보가 다소 가능해지면서 2006년도 

에는 5명의 코디네이터를 확보하여 간단한 기본 전자가속기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후반 

기에는 2007년 3월 러시아 전자가속기 및 전자빔 조사기 관련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전 

자빔 조사 시설 운전 및 이용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하였다. 

- 15 -



교육 내용 및 잊껴 

일 정 : 2007년 3월 12일 - 3 월 27일 

교육 내용 및 강사 

1. S. Miginsky (BINP, Russia): 전자가속기 동작 원리 및 안전 관리 
2. B. Gudkov (BINP, Russia): 전자빔 조사기 통작원리 및 조사/ 안전 관리 

2005년과 같이 2006년도에도 과제가 시작되는 4월에 전자빔 이용자 협의회를 개최하 

여 서로의 기술적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빔 조사 원리 및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효율적으로 전자빔 조사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빔 조사 이용자들의 분야별 그 

룹 구성 및 그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빔 이용 기술의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산업적 전자빔 조사시설 및 이용 분야의 전 

문가를 모시고 전자빔 이용 기술 세미나 및 전자빔 이용기술 워크삽을 개최함으로써 다 

양한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전자빔 이용의 장점 및 효용성을 널리 알린다. 한편， 국내 

외의 산학연 전자빔 조사시설 간의 긴밀한 기술 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 제안을 통해 이 

용 활성화를 촉진시키는데 I 그 일환으로 전자빔 이용기술 워크삽과 같은 대형 행사를 관 

련 연구소 및 산업체와 공동 주관 개최함으로써 인프라를 확대시킨다.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용 Web"을 구축하여 Website를 통한 이용자 연구 관리를 추진하며y 이 

는 새로운 전자빔 이용자 및 이용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정보의 장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용자 및 DB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추진 

한다. 

2. 전자빔 조사서비스 지원 내역 

가. 전자빔 이용자 협의회 및 사전협의 

효율적인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는 전자가속기 시설과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들 간 

의 일정 조정과 전자빔 조사 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사전협의는 1차적으로 전 

자빔 이용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자빔 조사시설과 전자빔 이용자 간에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조사 서비스 및 이용기술 개발 연구를 위한 토론의 장을 통해 한 

해의 연구계획을 구체화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 과제에 선 

정된 이용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전자빔 이용자 협의회에서는 전자빔 조사시설 및 이용 

자 지원 측에서는 전자빔 조사시설 소개 및 전자빔 조사에 있어서 주요 개념 및 변수 설 

명/ 조사시설 이용절차l 전자가속기 시설의 전체 일정 동을 설명하고/ 선정된 25개 과제의 

( b -



이용자는 각자의 연구 계획 및 전자빔/선량 요구조건/ 조사 샘플l 등을 발표한다. 이 협 

의회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으로 전자빔 이용 기술 연구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 과제 계획 

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자빔 이용 기술 분야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표 및 토론 후에는 전자빔 조사시셜을 견학하여 현장을 직접 보고 이론과 실체의 

틈을 좁히기 위해 개별적인 질의응답 및 상담을 통해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 

인 전자빔 이용 방향을 제시 l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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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 2 차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협의회 프로그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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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제 2 차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협의회 프로그랩 (뒤) 

포괄적인 이해 및 계획이 이용자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면 각 이용자별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는데 전자빔 파라메터 및 홉수선량과 같은 전문 지식 부분은 수시 개별 상 

담 및 사전협의를 통해 연구 목적에 맞는 방향을 제시 혹은 다소 수정을 하였다. 연구 개 

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회 이상의 개별적인 사전협의가 진행되는데/ 샘플 

종류 및 크기I 요구 선량에 따른 전자빔 변수 및 조건을 결정하고 온도상승 및 유해가스 

발생량에 따른 시료 용기 혹은 마운트 제작 등과 같이 세부사항이 결정되어야 비로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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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빔 조사를 할 준비가 완결된다.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과제의 첫 해인 2005년도에는 4명의 임시 운영위원 

이 개별적인 사전협의를 담당하였으나 고급 외부 인력이 확보되면서 분야별 담당자가 1 

차적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이 때 해결되지 않은 전문적인 문제는 다시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나.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 절차 및 이용자 지원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절차는 분야별 담당 코디네이터를 지정함으로써 2 개월 단위로 

일괄 접수 조정하던 2005년도에 비해 훨씬 단축되어 방사선 작업 허가서 제출 일정에 따 

라 1 개월 단위로 전자빔 조사 일정이 접수 조정 된다. 전자빔 조사 이용은 각 코디네이 

터가 접수하여 매주 운영회의를 통해 조정하며 과제별 조사 서비스 지원을 공평히 하기 

위해 조사일정을 배정한다. 

1차: 온라인을 통한 일괄 접수 (조사서비스 1개월 전 선착순별) 

2차: 전자빔 에너지 조건에 따른 조사 일정 조정 (전화 및 이메일 상담) 

3차: 과제별 조사 서비스 횟수 분배 조정 (전화 상담 및 확정) 

2006년 전자빔 이용자 Website (http:/ /keaf.kaeri.re.k[ (2006년)， 2007년 6월 현재는 

시설의 영문 명칭변경으로 인해 주소가 http:/ /kleaf.kaeri.re.kr 로 변경 되었슴.)가 open 

되면서 회원 둥록 후/ 전자빔 조사 신청 및 일정 조정을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하여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코디네이터들은 접수된 조사 신청을 매주 월요일 운영자 회의를 

통해 조정하며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용자와 재협의 후 일정을 확정， 통보한다. 

전자빔 조사 일정이 확정되면 효율적인 시설 활용을 위해 전자빔 조사 서비스 진행 

을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0-7 : 이용자의 준비 상황 확인 

- 샘플 준비/ 마운트 준비/ 그 외 변동 상황 확인 

- 미홉한 점이 있는 경우y 사전방문을 권고하여 개별 상담 및 협의. 

0-3 : 요구 선량 및 조사 샘플 개수 확인 

0-1 : 방문 인원 확인 및 출입허가 신청 제출 

O-day: 샘플 장착 및 조사서비스/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분기별: 조사 서비스 이용료 청구 및 지불 

하지만l 일정이 결정된 후에/ 불의 사고 (정전 및 누수l 진공 사고 등) 혹은 시스템 

일부 장치 보수 및 개선 등으로 인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즉시 상황을 통보 

하여 조사 일정을 재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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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다. 

'06년 4월 : 제 2 회 천자밖 이용자 혐의회 개최/ 전자빔 조사 일정 접수 및 조정 

5월 : 전자빔 조사 서비스 지원 및 이용자 개별 사전협의 

(이용자/ 운영위원l 코디네이터) 

6-7월 : 전자빔 조사 서비스 지원 

8월 : 하계 유지보수 

9월-11월초 : 전자빔 조사 서비스 지원 

11월 중순 - 12월 초 : 전자가속기 시설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엑스선 빔라인 설치 (전자빔 이용 이차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12월 중순-1월 초 : 전자빔 조사 서비스 지원 

'07년 1월 - 2월 중순 : 2 MeV 상전도 고주파 가속관 수리 

2월 중순 - 3월 초 : 전자빔 조사 서비스 지원， 10 MeV용 초전도 가속관 보수 

3월 16일 : 제 2 회 척자벅 이용 기숨 워크삼 개최 

3월 중순 - 3월 말 : 전자빔 조사 서비스 지원， 10 MeV용 초전도 가속관 보수 

3월 12일 - 3월 27일 : 외부 인력 교육 

1. S. Miginsky (BINP, Russia): 전자가속기 동작 원리 및 안전 관리 
2. B. Gudkov (BINP, Russia): 전자빔 조사기 동작원리l 조사/ 안전 관리 

다.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의 조사조건 및 조사내역 

8% 

4%-
口유무기 재료 l 

8% 

1 :고분자 l 
·화학 l 

·방사선 

엽환경 

24% 
.보석착색 

그림. 13. 2006년도 선정된 과제의 분야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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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MeV 5-6.5 MeV 2-10 MeV 

그림. 14. 2006년도 선정된 과제의 전자빔 에너지별 현황 

2006년도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에서 선정된 과제는 25개 (전자빔 조사시 

설 이용자 지원 과제는 제외)로 분야별 과제 현황을 보면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재료분 

야 36% , 그림. 7 참고) 고분자 및 유무기 재료 분야가 44%로 가장 많고 나머지 분야는 

골고루 분포 되어 있다. (그림. 13 2006년도 선정된 과제의 분야별 현황) 전자빔 이용 기 

술 분야도 2005년도와 거의 유사하며 다만 보석 착색 분야가 새롭게 2 과제 선정되었다. 

그림. 14에 의하면 선정된 과제의 에너지 선호도는 2 MeV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에너지 선택도 2005년도의 다양한 선택과는 달리 (그림 7 참고) 전자빔 조사기 종류에 따 

라 분류하여 선택할 만큼 이용자들의 전자가속기 시설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자빔 에너지별 조사 횟수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조 

사 횟수는 마운트 plate 혹은 컨베이어 Cart 당 1 회로， 2006년도에는 총 283개 시료 단 

위의 전자빔 조사를 지원하였다. 비선정 과제의 조사를 합하면 약 400건의 전자빔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각 각의 시료 단위는 요구 선량에 따라 1 회당 조사시간이 최소 10 

초에서 최대 3 시간까지 소요되었으며 1 회당 조사시료 수 혹은 양도 샘플의 크기에 따 

라 다양하였다. 전자빔 에너지별 조사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 2 MeV 조사포트의 시스템 

개선 이후/ 조사 횟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자빔 조사 이용 시간에 

는 전자가속기 warming-up 및 shut-down, 전자빔 변수 조정 시간y 샘플 장착 시간은 제 

외하였는데 일반적으로 3-4 회조사당 0.5일이 소요되었다. 조사 시스템이 개선되기 전인 

2005년도에는 샘플 장착시간을 이용 시간에 포함시켰으나 2006년도에는 국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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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전자빔 이용료는 소액의 기본료에 순수 조사 시간 (전자빔이 시료에 노출되 

는 사간)을 30분 단위로 계산하여 책정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 
200 

150 

100 

바665년도 이용자 지원 .2006년도 이용자 지원 

그림. 15 에너지별 조사 횟수 
각 횟수당 조사 시료의 수는 샘플 크기에 따라 다양함. 

1 회 조사시간은 조사선량에 따라 최소 10 초에서 최대 3 시간까지 다양함. 

표 5. 연차별 전자가속기 시설 이용 파제수 및 시설 이용률 

전자가속기 시껄 이용 과제수 시셜 이용융 [%] 

정부지원 기관자체 외부수탁 정부지원 기관자체 외부수탁 

2004 19 2 2 80 15 5 

2005 19 4 5 70 20 10 

2006 25 6 6 65 15 20 

계 63 12 13 71.6 13.6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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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의하면 시설 이용률이 정부 지원 과제인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에 

서 선정된 과제가 약 70% 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조사 서비스 일은 61일이었는데/ 이 중 이용자 지원 과제의 조사 서비스 회수는 50회/ 

비지원 과제 및 자체 조사 서비스 회수는 31회로/ 총 81 회의 전자빔 조사 서비스를 하였 

다. 년 240일 (공휴일 제외) 에서 전자가속기의 하절기 (30일)， 동절기 유지보수 (30일) 및 

빔라인 upgrade 기간 (30 일)， 이차 방사선 발젤 기술 개발 실험 (20일)을 제외하면 약 

130일의 조사 서비스 가능일 중/ 조사 서비스 시스템의 개선으로 하루에 두/ 세 과제에 

동시에 조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으로써 약 62%의 가동률 효과를 보였다. 

표 6 - 9 는 2005년도 및 2006년도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에서 선정된 각 

각의 과제 목록과 당해 연도의 전자빔 조사 내역을 나열하였다. 

표 6. 2005년도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선정 과제 내역 

과제명 ::ι‘소「 과책 분야 

1 상대론적 전자빔을이용한광결정 구조에 의한테라헤 E츠발생 서울대 박건식 방사선 

2 고에너지 전자빔을이용한전자회절 기술 한국과기원 이효철 방사선 

3 
항암백금착물및금속-유기프레임착물의선택적산화환원기법의 

경북대 이홍인 화학 
개발및응용 

4 전자빔경화를이용한필름적층용접착제의실용화연구 조선대 홍진후 고분자 

5 전자빔-촉매 hybrid system 메 탄의 steam reforming 동신대 전진 환경/화공 

6 전자빔 조사가녹차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 이승철 생물/식품 

7 고에너지 전자빔 조사에 의한 GaN의 결함생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김은규 반도체 

8 의료기기 전자빔멸균을 위한 멸균밸리데이션 기술개발 서울방사선 하태성 멸균 

9 새집증후군 포름알데히드 제거를 위한 고기능성 소재의 개발 동국대 김민 환경 

10 천연섬유로강화된고분자복합체의열물성및기계적물성연구 울산대 7디1λ 「4τ이'-< 고분자 

11 전자빔을 이용한고속〈위칭 차세대 전력 반도체 (1GB'η 개발 서울대 한민구 반도체 

12 
전자빔의 환원력과 초분자 구조 유무기 고분자를 이용한 나노물질 

서울대 이종찬 나노 
제조및응용에대한연구 

13 전자빔 조사 기술을 이용한Hexane의 분해 특성 연구 건국대 김조천 화학 

14 전자선 조사를 이용한 한국형 자연발효 육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대 이무하 생물/식품 

15 미생물 유래 독성물질의 생물학적 이용을 위한 전자빔 이용기술 개발 건양대 %"â~三ri 생물/식품 

16 전자빔으로만들어진 비정질 실리콘의 결정화투과전자현미경 연구 한국과기원 이정용 재료 

17 전자범 조사폴리표로필렌 가교난연발포체 개발 조선대 조병욱 고분자 

18 열상시스템용 부품과HgCdTe 적외선센서의 내방사선 영향분석 아이쓰리 김영호 방사선 

19 전자빔 조사를 통한 고체 태 양전지 의 전극 특성 향상 연구 전북대 양오봉 재료 

” 
ω
 



표 7. 2005년도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전자빔 조사 내역 

과제명 
조사요구조 

조사시료및상태 선량및특이사항 
건 

1 
상대론적 전자빔을 이용한광결정구조 

6MeV 도파관， grating 
고휘도 Bunched 전자 

에의한테라혜르츠발생 (범라인 설계 제작중) 

2 고에너지 전자빔을이용한전자회절 기 
2MeV 진공 중 샘플， 고감도 진공 챔버 및 빔라인 설계 

글i- 측정장치 제작설치완료. 

항암백금착물및 금속유기 프레임 착 
3 물의 선택적 산화환원 기법의 개발 및 2MeV Pt-DNA 화합체 1-10 kGy 

웅용 

4 
전자빔 경화를이용한필름적충용접착 0.1, 

경화수지 0-12 Mrad 
제의실용화연구 2MeV 

5 
전자빔-촉매 hybrid systern 메탄의 

1 MeV Gas (메탄) 0, 580, 1160 kGy 
stearn reforrning 

6 전자빔 조사가녹차의 품질에 미치는 영 2MeV 녹차샘플 12개 5.4, 10.8, 21.6 kGy 
향 

7 
고에너지 전자빔 조사에 의한GaN의 

1-2MeV GaN 기판 4개 
1 MeV: 1015, 1016 ejcm2 

결함생성에관한연구 2 MeV: 1이5， 1016 ej cm2 

의료기기 전자빔멸균을위한멸균밸리 2, 멸균용품주사기: 2 MeV: 0, 4.5, 10, 20 kGy 
8 

데이션기술개발 10MeV 
2 MeV- 7pk; 10 MeV-

10 MeV: 10, 20 kGy 
15 bx; calorimeter- 3 

9 새집증후군 포름알데히드 제거를 위한 2MeV 이온교환기능막 1-10 kGy 
고기농성소재의개발 

10 
천연섬유로강화된고분자복합체의 열 

0.5MeV 
천연섬유고분자 0, 5, 10, 15, 20 kGy 

물성및기계적물연구 복합재 

전자빔을이용한고속스위칭 차세대 반도체 Si IGBT 
1015, 5x1015, 1016 ej cm2 

11 2 MeV 1015_1016 ejcm2 

전력 반도체 (1GB'η 개발 GaNHEMT 8개 
(10초， 18초， 1분30초， 3분) 

전자빔의 환원력과초분자구조유무기 2MeV 
20, 30, 40, 50, 60, 70, 80, 

12 고분자를 이용한 나노물질 제조 및 웅용 0.05, 0.1, 나노분말시료: 227~ 
160초， 10kGy 

에대한연구 0.17mA 

13 
전자빔 조사 기술을 이용한 Hexane의 

1 MeVj5mA 
배경가스별 

0-10 kGy 
분해특성연구 Hexane 

14 
전자선 조사를 이용한한국형 자연발효 

10MeV 육가공품(돈육) 13개 2kGy 
육제품개발을위한연구 

15 
미생물유래독성물질의생물학적이용 

0.3-2MeV 미생물독소(LPS) 0, 20, 100, 200 kGy 
을위한전자빔 이용기술개발 

전자빔으로만들어진비정질실리콘의 
2 MeVjO.1, n-doped si(100) 610O/” 1/2c0m/‘_180j240kGy 

16 0.2 mA 2MeV:6개 
결정화투과전자현미경 연구 LO MeV jO.5, 11 10 MeV: 1 개 샘플고정조사I 최대량 

전자빔 조사폴리프로필렌 가교 난연발 
1MeV 폴리효로필렌 1: 60-12 kGy 

17 3MeV (PPjw-PE발포체) 3: 80-100 kGy 
포체개발 10MeV 22 개 10 : 20, 30, 50, 70, 100 kGy 

18 
열상시스템용 부품과HgCdTe 적외선 

10MeV 
HgCdTe 기판/ 20 kGy 씩 증가하면서 특 

센서의 내방사선 영향분석 냉각소자 성분석 

19 전자빔 조사를통한고체 태양전지의 전 2 MeV Dye/Glasses 9개 
60, 120, 240, 360, 

극특성향상연구 90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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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06년도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선정 과제 내역 

과제명 ~←←-소--， 
과제 선정 

조사시료 분야 
코디네 

책임자 횟수 이터 

1 
전자빔 환원에 의한 금속 나노펼름 및 

서울대 이종찬 3 A엉펼E，름 CIU 고I 체 Au/ 액 폴체리머 유무기 
패턴형성에 관한 연구 재료 

2 고의속 위 스한위 전칭자 차빔세 조대사 전와력 결 반함도 방체법의 개 개방발 서울대 한민구 2 IGBT 반도체 소자 반도체 

3 비균질 특성을 갖는 의료기기의 전자빔 서사울선방 하태성 3 주사기 멸균 
멸균 기술 개발 Cl 

4 전자빔 조사를 통한 고효율 광전 유기소 전북대 양오봉 3 
He안te딴ro야poly，acid+ PEG 

고분자 
재 개발 HE, PEGHE+PEG 

5 고에너지 전자빔을 이용한 고온초전도 고려대 이순걸 2 초전M도gB 박2막 박 Y박BCO， 무기 
저자소자 제작 옆군 재료 

6 전자선 조사된 국산 키위의 위생적/ 이화 충남대 육홍선 1 키위 생물 
학적 특성 및 기능성 성분 변화 연구 

7 전자빔 조사시설을 이용한 Diamond, 
한양대 박종완 1 다이아몬드 

보석 
Ruby, Sapphire의 보석착색 연구 착색 

8 전자형빔 메을 묻 이리 용 의한 In 비ter 휘fa 발ce성 De Ffleocatms1 제g 어 Gate 홍익대 황진하 1 
a-Si,Al2Ü3jNiO,AhÜ3j 

반도체 NiO,Fe2Ü3/Ni,Si/ AhO 

9 생물화학적 센서용 탄소나노튜브의 전자 |과 한기국원 김도현 1 탄소나노튜브 
재료 

빔음 이용한 결함생성 SWCNT, MWCNT C2 
10 전자빔을 이용한 한밭 및 고온장해 저항 고려대 서용원 1 한지형잔디종자 

생물 
섯 하지혀 짜디 선품종율갚 (2 종류) 

11 전자빔조사시설을 이용한 기체전자증폭 창원대 유동선 1 
GEM detector 

방사선 
방사선검출기의 성능평간 실험 검출특성 변환 

12 전자빔 조사에 의한 보석 광물의 가치 경북대 자。유 L!.드 --, 1 다이아몬드 
보석 

향상에 대한 연구 참챔 

13 전자빔 조사를 이레용인한의 치과용 흡수성 맴 강릉대 김성민 1 셀룰로오1막 고분자 
님 개발 

14 반응형 광안정제를 이용한 전자선 경화 조선대 홍진후 2 광안전성접착제 고분자 
형 초내후성 코팅젠흰 질용환 여구 

15 전자빔 조사체 폴의리프 홉로차유펼렌 가교 난연발 조선대 s:벼'ô그 。T 3 폴리고로필렌 고분자 o 
포 트--，섯 o 

16 전자빔을 이용한 감률껍질의 농약 및 미 단국대 김명환 1 감률껍질(농약처리) 생물 
감률박의셋불 고제품거질 가 소꽁재시화스를템 위개한밤 전자빔 

17 경남대 이승철 2 감률박분말 생불 
조사의음용 

18 고에너지 빔에 의한 금속착물의 전자구 경북대 이홍인 2 Zn R-uB3T(UC3외-OX 60O츄1)， 화학 
조 개선 빛 웅용 

19 전자빔을 이용한 다공성 나노구조체 촉 한남대 최성호 2 SilicPat/ sCph Perte-R +uP/tC+Ru 무기 
매의 캔발 재료 

20 
전자빔-촉매 hybrid system 메탄의 

동신대 전진 3 촉매 (Nijr-AhÜ3) 환경 
ste뻐1 reforming 」환활경효 

21 전자선을 이지용처한리 고율 혐기성소화 슬러 충남대 강호 1 폐활성슬러지 C4 
시스댐 개발 /화공 

22 전자빔음 조사한 분말시료의 개A흡착 한양대 김재용 1 MgO분말 무기 
및 표며삿혹잘용연문 MWNT (CNTI 재료 

23 전자빔을 이용한 패턴형성 연구 
성균관 

。~걷 。5EEj즈 2 
박믹시료 Ni, Si, SiC, 유무기 

대 Fe, Al 산환물 켄료 
24 전자빔조사에 의 기한숭개 폐발불소수지 자원화 ~)정남 김점식 1 테표론 필름/ 분말 고분자 

유화 

인삼가꽁식품 및 한약재의 식품 안천성 c5 
25 확보를 위해 전자빔을 이용한 미생물학적 충남대 송경빈 2 인삼가공식품/약재 멸균 
위해인지· 제거 및 저장성 향갚킨숲 개발 

% “ 



표 9. 2006년도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전자빔 조사 내역 

과제명 조사요구조건 조사시료 선량 및 특이사항 연구결과 

전자빔 환원에 의한 금속 나 AgSE, Cu 폴리 금속 전구체 합 
에너지:0.3/2 MeV 32 회 유 고분자를 이 1 노필름 및 패턴형성에 관한 
전류:0.12/0.24 mA 

머 필름， Au 폴 
1~51 분/회 용한 금속박-.서막~-도 。르의 연구 리머 고체/액체 패터헛섞 

고속 λ위칭 차세대 전력 반 
12 회 전자빔 에너지 증 

2 도체 (IGBη의 개발의 위한 에 너 지 :0.3-2 MeV IGBT 반도체 소 
2-20 분/혐 

가에 따른 〈위칭 

전자빔 조사와 결함 방법 개 전류:0.03/0끄 mA 자 5 , 2 시간 감소 2MeV, 
닙;:L! 

(0.5~5)x10.~ e/ cm 
IE!RT도 성능향상 

11 회 (양면4회)) 
최소흡수선량 측 

비균질 특성을 갖는 의료기 에너지: 2/10 MeV 주사기 정 위치 및선 기준량 3 
기의 전자빔 멸균 기술개발 전류: 0.12/1 mA 47 pk/2 box 

4 - 32 분/회 
덕측정점/최소 

15 - 20 kGy/회 점의 서랴 경첫 

Heteropoly 결정성 감소로 
전자빔 조사를 통한 고효율 에너지: 1.3 MeV 8 회 이온 전도도 증 4 
광전 유기소재 개발 전류:0.1/0.12 mA 

acid+PEGHE, 
40 - 200 kGy/ 회 개조사후효율 PEGHE+PEG B.35% 향상 

고에너지 전자빔을 이용한 초전도박막 1 회 (고정조사) ~.5 llIIl PR 마스 

5 고온초전도 전자소자 제작 
에너지: 1 MeV 

YBCO, MgB2 박 
104.80x1 분0ιJ 회 2 

크 존재여부에 

전류: 0.24 mA 따라 임계특성변 
연구 막 e/αn 함관츰 

18 회 (양면조새 항산화성-無영향 
전자선 조사된 국산 키위의 

에너지: 2 MeV 
0.5/1 kGy/회 저장성증가-미생 

6 위생적/ 이화학적 특성 및 기 
전류: 0.06 mA 

키위 (6 pk) 조사결과 실패로 I물감I소 곰 =팡〉이 l효모 
능성 성분 변화 연구 EB tech-재조사 0.6kGy 

미0.3-3 kGy) 최적 결과 

전자빔 조사시설을 이용한 에너지: 1/2/10 
다이아몬드 1 회 (6개) 

전자빔 에너지/ 
71 Diamond, Ruby, Sapphire의 MeV |조사선량에 따른 

보석착색 연구 전류: 1 mA 
루비/ 사파이어 고정 조사 부1.!..과 。튿 ←1 서 0츠 -，저 。

전자빔을 이용한 비휘발성 
에너지: 0.3 MeV 

a-5i,Al2Ü3/NiO, 15 회 
조사 후 특성평 

8 1 Floating Gate형 메모리의 
전류:0.03-0.24 mA A/lN2Ü3，5/，i/NAiOlzifü3ej2g달 10초 - 5분/회 

가 
Interface Defects 제 어 주산[포정 조사 

생물화학적 센서용 탄소나노 
에너지: 0.3-2 MeV 

탄소나노튜브 
16 회 

묵사 후，MWCNT 
9 튜브의 전자빔을 이용한 결 5WCNT, 의 biosensor 적 

함생성 
전류:0.06/0.24 mA 

MWCNT 
1분 - 3시간/회 많가능성 확인 

전자빔을 이용한 한밭 및 고 24 회 조사량/에너지에 

10 온장해 저항성 한지형 잔디 
에너지: 0.3-2 MeV 한지형잔디종자 

10초 - 5분/회 
따른 식물 생육 

전류:0.03/0.06 mA (2 종류) 및 변이성 조사 
/나8% 고 조 。 다 。 서 。 0.6 - 10 kGy/ 회 

활오l 
전자빔조사시설을 이용한 기 

에 너 지:1-2/10MeV GEM detector 
24 회 2단 GEM 검출기 

11 체전자증폭 방사선검출기의 1 - 36분/회 짜체제작 후 측 
성능평가 실험 

전류:0.03-0.24 mA 검출특성 변화 
전류/시간 변화 정 특성 평가 

다이아몬드 

12 전자빔 조사에 의한 보석 광 에너지: 10 MeV 다이아몬드 2 회 (17개) 
l조사 후 청색화 
> 800.C-> 황색 

물의 가치 향상에 대한 연구 전류: 1 mA 토파즈I 백수정 고정 조사 토파Z: 연갈색 
뱀순정:여보라 

13 저자빔 조사를 이용한 치과 에너지: 1/2 MeV 24 회 
조사후 Cellulosl 

셀룰로오Z막 Imembrane 특잦 
용 흡수성 맴브레인의 개발 전류:0.12/0.24 mA 13초-20 분/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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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2006년도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전자빔 조사 내역 (계속) 

과제명 조사요구조건 조사시료 선량 및 특이사항 연구결과 

반웅형 광안정제를 이용한 전 6 회 
조사에 의한 코팅 

14 자선 경화형 초내후성 코팅제 
에너지: 1.3 MeV 

광안전성접착제 50/1에 kGy/회 제의 경화 특배성합 
전류: 0.1 mA 평 7}， 최적 

의 실용화 연구 8 - 17 분/회 l.ç_출 

12 회 (양면조사) 
전자빔 조사 난연 

전자빔 조사 폴리프로필렌 가 에너 지:0.3/2 MeV 발포체 제조/ 두 
15 
교 난연발포체의 흡차음 특성 전류:0.03/0.1강nA 

폴리고로필렌 5 - 20 kGy/회 
수 께에융 즉 따가른 소음홉 4 - 12 분/회 

전자빔을 이용한 감률껍질의 21 회 pH 10.4, 수분수활선 

16 농약 및 미생물제거 가공시A 
에너지: 2 MeV 감율껍질 

2/6/10 kGy/ 회 
성도 0.9, 홉 

템개발 
전류: 0.06 mA (농약처리) 

9/11/12 분/회 l끊량임; 2제.1거 k 최G점y에←서 

감률박의 고품질 소재화를 위 에너지: 2 MeV 
5 회 페놀함량/ 

17 감률박분말 3 - 38 k1G2y 분/회/회 환 레원이칼 소거능l 한 전자빔 조사의 응용 전류: 0.06 mA 
30초 - 력 증가 

고에너지 빔에 의한 금속착물 애너지:1.3/2 MeV RU3(U3-0XO), 12 회 
조사후 표레임 착 

18 물À4 의 분광학적 분 의 전자구조 개선 및 응용 전류: 0.06 mA 강l-BTC외 60종 10/30 분/회 
구조분석 

Silica sphere 
나노실리차볼 크 

전자빔을 이용한 다공성 나노 에너지: 2 MeV 4 회 기제어기술확보/ 
19 

구조체 촉매의 개발 전류: 0.06 mA 
+Pt+Ru 

20 - 80 kGy/회 다공성 탄소나노 
Pt/C, Pt-Ru/C )구조체 촉매제조 

3 회 (2/1) 조사에 의한 금속 
전자빔-촉매 hybrid system 에너지: 2/10MeV 담지분말촉매의 20 
메 탄의 steam reforming 전류: 0.24/1 mA 

촉매 (Nijr-왜2(3) 120 분/16 분 
활성화 검증 및 

600 kGy/회 기숭개밤 

전자선을 이용한 고율 혐기성 에너지:2/10 MeV 
16 회 폐활성슬러지의 

21 폐활성슬러지 3 - 30분/회 최종생분해도 
소화 슬러지처리시〈템 개발 전류:0.06，0.12，lmA 

주사/고정 조사 ~5% 증가 

전자빔을 조사한 분말시료의 6/1 회 
전자밤조사 MgC 

22 개스흡착 및 표면 상호 작용 
에너지: 2/10MeV MgO분말 

4 - 31/16 분/회 
분말의 Ar 가스 

연구 
전류: 0.06/1 mA MWNT(CNη 

10 - 100 kGy/ 회 t홉측착적) 증가 (XRC 

Ira foil mask 01 

23 전자빔을 이용한 패턴형성 
에너지: 1 MeV 박막시료 Ni, Si, 장비수리 기간 중 용 전자빔 조시 

연구 전류: 1/10 mA SiζFe，Al산화물 EBtech에서 조사 댐 패턴 형성 획 
(SPEM 사용) 

13 회 
~O MeVj1 MG) 

24 전자빔조사에 의한 폐불소수 
에 너 지 :0.3-10 MeV 

테표론필름/분말 2 - 45분/회 
조사 시 페불소쥬 

지 자원화 기술개발 전류: 0.1/0.24mA 
50-1000 kGy / 회 지이하 크로기 분가쇄 O.7mn 

인삼가공식품 및 한약재의 식 미생물-검출저하 
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자 

에너지:2 MeV 
인삼가공식품 및 2 - 16 kGy/회 증식억제;갤-훈증 

25 빔을 이용한 미생물학적 위해 한약재 개별적으로 EB 감마선처리보 E 

인자 제거 및 저장성 향상 기 
전류: 2-8 mA 

당귀/황기 tech에서 조사 안정적;활좌-전x 
속개밤 코검사-미세차이 

낀
 



제 2 절 저에너지 전자빔 조사선량 보정 

저에너지 전자빔 조사기가 고정식에서 주사식으로 교체되고 시료 마운트 시스템이 

회전식으로 개선되었으므로 새로운 시스템에서의 전자빔 선량 측정 및 보정이 조사 서비 

스에 앞서 수행하였으며， B3 필름을 이용한 선량 측정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조사 시료마 

다 선량을 실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빔의 에너지l 전류 및 주사 속도/ 조사 시간에 

따라 계산된 예상 선량과 시료마운트인 알루미늄 plate 좌/ 우 표면에 B3 필름을 부착하 

여 측정한 평균 선량은 거의 일치 하였다. 다음은 한 이용자의 조사 서비스에서 측정한 

조사 선량 측정 결과인데 y 측정값은 예상치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0 조사조건 

- 전자빔 에너지 : 0.3 MeV 

- 전류 : 0.03 mA 

- 조사선 량 : 5 kGy, 10 kGy, 15 kGy, 20 kGy 

- 주사속도 : 100 mrnjRev, 50 mrn/Rev, 37 mrnjRev, 25 mrn/Rev 

Q 선량측정 

주사속도 조사시간 1 2 측정 평균 예상선량 
(mrnjRev) (min) 좌 -。「 좌 끼 。- 선량 (kGy) (kGy) 

100 4 4.1 5.1 6.0 5.4 5 5 
50 8 11.3 11.2 10.7 10.7 11 10 
37 10 15.0 13.3 15.4 16.2 15 15 
25 12 26.7 23.7 22.3 22.7 24 20 

(알루미늄 플레이트 좌/ 우 표면에 B3필름 부착하여 실측 선량측정) 

다흥 시료마를트 시 

83 ’‘1m 

그림. 16. 회전식 다중 시료 마운트 시스템 및 선량 측정 Set-up 

- 29 -



제 3 절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협의회 및 세미나/워크삽 

1. 전자빔 이용자 협의회 개최 및 운영 

2006년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 과제가 시작되는 4월에 전자빔 이용자 협 

의회를 개최하여 전자빔 조사시설의 소개 빛 이용절차 안내l 조사 샘플 및 샘플 마운트 

준비 방법 설명을 시작으로I 선정된 25 개 과제의 연구 계획 및 전자빔 이용 목적l 조사 

요구 조건에 관한 발표 및 토론을 한 후 전자빔 조사시설을 견학하였다. 시설 방문 후에 

는 개별적인 질의응답 및 상담을 통해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전자빔 이용 

방향을 제시/ 유도하였다. (그림 12, 17 참고) 전자빔 파라메타 및 홉수선량과 같은 전문 

지식 부분은 수시 개별 상담 및 사전협의를 통해 연구 목적에 맞는 방향을 제시 혹은 다 

소 수정을 하였다. 

그립 17. 제 2 회 전자빔 이용자 협의회 사진. 

(왼쪽 위: 기념 단체 사진; 왼쪽 아래: 사진 촬영 전; 오른쪽 위: 협의회 장 내부; 
오른쪽 가운데/아래: 5분 과제 벌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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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빔 이용 기술 세미나 및 워크삽 개최 및 운영 

2006 년 11 월 10 얄계 “ loint 'lW1'ks1qJ on X-ray & T-ray Free Electron Lasers & A한헨뜨응d 
Beam Utilization” 이 포항가속기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 최하였다. "Advanced Beam Utilization" 세 

션에서는 방사선 발생 기술 및 측정/ 계측 기술 관련 전문가들이 초청 발표를 하였다. (그림 18) 

2006 년 12 월 13 일에는 일본의 교토대 Advanced Quantum Beam 그룹과 본 연구소 

의 KEAF 그룹이 “ KUjKAERI Joint Seminar on Advanced Quantum Beams"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고품질의 전자빔 발생 기술l 중성자빔 발생 기술I 테라헤르쓰 레이저 및 엑스선 발생 기 

술l 양성자 발생 기술에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 토의 했다. (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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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KAERI Joint Seminar on Advanced Ouantum Beams 

Dec. 13, 2006 
• Welcoml'/Openlng Rl'marks 13:30-13:40 

- Dr. Hyung Ki Cha (KAERI) 
- Prof. Tetsuo Yamazaki (Kyoto Univ.) 

• Jolnt St'mlnar I 13:40-15:20 

1. RF Gun for Reducing Back-Stre8JlÙng Electrons onto Thennionic Cathodes 

…-.. -... ------…--------------._-…- Kai Masuda (Kyoto University) 

2 ‘ Applications ofO.l-10 MeV Electron Beams for Radiation Processing 
Byung Cheol Lee (KAERI) 

3. HlImanitarian Lan이lúne Detection System by use of an 正CF Neutron Source 
. --------- ----- --- - .- ---- Kai Masuda (Kyoto University) 

4. Design. of a Cylilldrical IECF Nelltron Generator 
Young KyUllg Lim (KAERI) 

5. Small-scale Laser Fusion and Neutron Generation 
Yong Joo Lee (KAERI) 

• Cofft>e Brl'ak 15:20-15:40 

• Jolot Semfnu n 1’:40-17:00 

6. Proton Acceleration by using a 10-TW fs laser 
Ki Tae Lee (KAERI) 

7. Status of the Compton X-ray Source at KAERI 
…._-_. ----- ._--…………--•. --. Seong H야 Park (KAERI) 

8. Status ofthe KU-.표L project 
-------.-----. --- -- - .--------------- Toshiteru Kü κyoto University) 

9. Status ofthe Teraherα FELatKAERI 
.. ----… ............ --….-_. __ .. - ---“-------- Young Ug Jeong (KAERI) 

그림 . 19 KU JKAERI Joint Seminar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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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3 월 16 일에는 “제 2 회 천자빔 이용 기숨 워크삼 (WEBA200η ”이 개최하였으 

며/ 대형시설 공동이용 활성화사업에 선정된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자빔 이용기술 개발 

연구를 하는 국내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포스터 세션을 개설하여 전자빔 이 

용 기술 활성화 및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전자빔 이용자 community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전년도의 WEBA2006에서는 모두 구두 발표로 초청강연 6 건I Focused 

주제발표 4 건/ 주제발표 15 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자빔 이용자 증가 및 전자빔 이용 

기술 개발의 활성화로 많은 연구자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포스턴 세션이 개설됨으로써I 총 

발표 건수는 25건에서 44 건으로 증가하였다. 발표 구성은 초청강연이 6 건/ 주제발표가 6 

건/ 포스터 발표가 32 건이 발표되었다. 또한/ 새로운 전자빔 이용에 관심이 있는 희망자들에 

한해 전자빔 조사시설 견학의 기회도 주어졌다. 

2007년 전자빔 이용 기술 워크삽에는 전자가속기 시설 내부 참여자 18명을 제외한 순 

수 외부 참여자 158 명 (총 176명 참가) 이 등록하였는데/ 대학교 소속 참여자가 84명으 

로 가장 많고/ 연구소 소속이 36 명/ 산업체 소속이 38명이었다. 연구소 소속 중 원자력연 

구원내의 타 센터 연구원 21명이 참석하여 연구원내의 관심도도 한층 높아 졌음을 알 수 

있다. 전자빔 이용 과제 관련자가 54명을 제외하면/ 전자빔 이용 기술 연구에 관심 있는 

외부의 참석자가 전년도 53 명에서 104 명으로 두 배 증가하였는데l 이는 정기적인 워크 

삽 개최 및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을 통한 정부의 지원/ 지속적인 전자가속기 

시설 ac 이용 기술의 홍보가 전자빔 이용 기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 ___,. .,-........ _ '-1, .. - . -“'-1 • .‘ .. ‘ 

그림 .20 제 2 회 전자빔 이용 기술 워크삽 참석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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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초청 강연으로는 전자빔 조사를 이용한 나노 물질， membrane 

제조 둥 전자빔 이용 기술/ 전자빔 조사선량 계측l 앞으로의 방사선 산업의 전망과 전자 

가속기의 역할 둥에 관해 심도 있는 발표가 있었고f 주제발표로는 전자빔 이용 기술 개발 

연구 중 대표적인 결과를 선택적으로 발표하였고 포스트 세션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교 

환하고 공유할 수 있었다， (그림 21,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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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07년 전자빔 이용기술 워크삽 (WEBA2007)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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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제 2 회 전자빔 이용 기술 워크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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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과 같이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전자빔 이용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자빔 

이 물성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전자빔 이용 기술 개발을 위한 전자빔 source 개발 동 전 

자빔 이용 기술 관련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전자빔 특성에 따른 장단점을 예측/토의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10. 전자빔 이용 기술 세미나 

일시 소속/성명 제목 장소 

2006/5/26 
한남대학교 화학과 Radiolytic Synthesis of Nanoparticles and 원자력 
최성호 교수 Their Application (연) 

2006/6/16 
원자력의학원 

고속 전자빔을 이용한 양전자빔 발생과 웅용 
원자력 

김재홍박사 (연)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2006/10/31 나노계면연구센터 탄소나노튜브/Co 복합재료의 전계방출 거동 

차승일 연구교수 (연) 

일본원자력연구소 ERL-based Light Source for Lithography 원자력 
2006/11/2 Supreme Researcher 

Eisuke Minehara 박사 
and other applications (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력 

2006/11/18 화학생물공학부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재료의 개발 
이종찬 부교수 (연) 

2006/11/22 
중국 IHEP, Brainp。이 Consideration on Technical Design of the 원자력 
Yonggui Li 박사 Irradiation Accelerator (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의 발전원리 및 연구 개 원자력 
2007/3/27 신연료전지연구센터 

김상경 박사 
발동향 (연) 

인
 



제 4 절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WEB/DB 시스댐 개발 

1. 전자빔 이 용자용 Web/DB 시 스템 

전자가속기의 기술 개발로l 전자빔 이용 기회의 폭은 넓어지고 기폰의 방사선원에 

의한 방사선 이용 기술이 점차적으로 전자빔 이용 기술로 접목됨에 따라， 전자빔 이용 기 

술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l 전자빔 이용자용 Web 시스템은 전자빔 조 

사시설 이용자들에게 많은 정보 교환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전자빔 이용 기술의 활성화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AERI Network의 보안 내부망이 아닌 공개망에 설 
치된 이용자용 WebjDB 시스템은 편리한 접속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유용하고 자유로운 

정보교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점 및 미비점을 해결/ 보완해 나갈 계획이 

다. 

그림. 23 KLEAF Web 시스템 종합 구성도 

본 연구소의 Web 시스템이 GCoP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기존 서버 시스템이 Shut 

down 됨으로써 원활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 전자빔 이용자 전용 공개망 서버 시스템을 
정보과학동 전산실에 설치하여 보호망내의 내부자와 외부 이용자의 접속 및 정보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앞으로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Back-up을 

m 

갱
 



함으로써 data 손실을 방지한다. 

하지만I Web 시스템 정상화 가동 유지에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외부로부터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신속히 수정 보완하는 부분이다. 2006년 Web 

가동 시 두 번의 취약성 보안 수정을 하였는데 회원 둥록으로 관리되고 있는 개인 정보 

의 유출 가능성 차단이 가장 중요하다. 정성 가동되었던 Web 시스댐은 DB upgrade 및 

보안강화 작업으로 잠정 close 되었으나 보안 관리 담당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다 

시 open 될 예정이다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Website는 크게 두 개의 방으로 구분시켰다. 첫째는 전자빔 

조사시설의 소개 및 전자가속기 이용 연구 소개를 하는 외부 공개용 홈페이지이고 둘째 

는 전자빔 이용자 지원용 Database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되는 연구자료 DB 홈페이지로 

회원 전용 site로 운영되도록 한다. 회원 전용 site인 연구자료 DB 시스템은 공개/ 비공개/ 

관자의 세 가지 모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각 회원들은 자신의 연구 자료 및 정보를 선택 

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여기서 일차적 회원은 둥록된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및 “대 

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 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연구원들로 구성되고 이차적 회 

원은 회원 신청자 중 전자빔 이용 기술 전문가로 인정된 자로 한다.) Website의 이름은 

기 폰의 “ KEAF" Website의 명 칭 이 "KLEAF" (KAERI Linear Electron Accelerator 

Facility)로 변경됨으로써 주소도 http:/ /kleaf.kaeri.re.kr 로 변경되었다. 

2. 이용자용 전자빔 조사 이용 절차 및 매뉴얼 작성 

이용자용 Web/DB 소개는 /전자빔 이용자용 Web/DB 사용 지침서r에 간략히 기술 

하였다. 그 목차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접속 방법 

2 회원 가입 절차 

3. 전자빔 조사 신청 

4. 전자빔 조사 일정 확인 

5. 전자빔 조사 결과 확인 

6. 각종현황및통계 

7. 사용자 커뮤니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자빔 이용신청 및 이용 현황 모니터렁이라 하겠다. 우선 전자 

빔 이용을 신청하려면 ID와 PASSWORD로 로그인을 한 후 일정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처음 접속인 경우는 그림 15와 같이 회원가입을 하고 관리자에 의해 등록 허가가 되면 

본인의 ID와 PASSWORD로 로그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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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회원가입 

일정관리 메뉴에는 일정 보기y 일정 등록/ 전자빔 조사신청/ 전자범 신청 세부 내역 

으로 나뒤는데/ 먼저 일정 보기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조사 일정 및 주요 행사 일정을 확 

인하고 가능한/ 그리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전자빔 조사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된 전 

자빔 조사신청서 (그립 25의 윗부분)는 관리자에 의해 조사신청이 확정되면 일정보기의 

달력에 조사 스케줄이 명시된다. 

전자빔 조사 후에는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결과서를 바탕으로 전자빔 

이용료가 부가된다. 이용료는 기본료와 조사 서비스료를 합산하여 수동으로 부가되며I 확 

인 후/전자빔 조사 신청/에서 “PRINT"를 클릭하면 그림 25와 같이 조사 신청서와 조사 

결과가 함께 프린트된다. 앞으로 전자빔 조사 결과 자료를 DB화하여 자동적으로 조사 통 

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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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l 전자빔 이용자 연구관리 메뉴에는 전자범 조사결과/ 연구실적/ 자료통계 세 

부분이 있는데 (그림 26 참고)， 전자빔 조사 현황 및 전자빔 이용자의 연구 논문I 발표/ 

특허/ 등 전자빔 이용 기술 개발 성과 및 현황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입력함으로써 주제 

별/ 참여자별/ 년도별 동 다양한 통계자료를 열랍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자료는 국가에서 

요구되는 조분평 자료 작성에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대형 연구시설의 공동 이용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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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전자빔 조사 신청서 및 결과서 



추세 및 현재의 전자빔 이용 기술 개발 추세 동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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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연구관리 메뉴 : 조사이용/연구개발 실적 및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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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빔 조사시설을 이용한 연구 정보 입력 및 자료 정리 

WebjDB 시스템이 처음 가동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 및 불편한 요소는 DB 구조를 
다소 수정하면서 해결해 나아가고 있다. 아직 수정 보안을 겸비한 Web 가동이므로 기폰 

의 전자빔 조사시설 소개 및 전자빔 조사선량 data는 전자파일로 수집l 공유되고 있다. 

현재 이용자 협의회 발표 자료 및 워크삽 발표 자료l 보고서 자료 둥이 전자 파일로 

보관하고 있으나 앞으로 PDP 파일로 전환하여 Web 시스템에서 upload 할 수 있게 되었 

다. 특히 워크삽 행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관련 분야 및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 초록 

집/ 발표집 발간 및 배부도 병행하여 전자빔 이용 기술 및 이용자들의 저변 확대를 꾀하 

고자 하며/ 산업뿐만 아니라 의료f 의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서로 다른 분야의 새 

로운 접목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용자 정보 및 전자빔 이용 정보는 엑셀파일로 하여 매년 

발전 추이 및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실시하는 전자빔 이용자 수요조사에 의하면 (2007년 2월 실시l 그림 2끼 177명 

의 웅답자 중l 대학교 소속의 이용 희망자가 약 70% 약간 더 증가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림 28 참고) 이용 기술 분야별 분포 및 이용 희망 전 

자빔 에너지 분포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재료 개발 분야가 가장 많았고I 0.3 - 10 MeV 사 

이의 전자빔 에너지 사용을 선호하였다. (그림 29 및 그림 30 참고) 수요조사에 사용된 

설문 조사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그림 31) 앞으로 전자빔 이용 기술 개발이 더 활 

성화되면 새로운 분야의 이용 기술이 개발되어 다양한 새로운 분야가 생성될 것으로 기 

대된다. 

전자빔 이용소촉별 수요현황 (2007.2) 

그림 27. 2007년 2월 전자빔 이용 수요조사 응답자의 소속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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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 이용 분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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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 이용에너지별 수요현황 

<0.1 0.1 ‘ 0.3 0.3 - 2 2 ‘ 10 >1 。

그림 30. 년도별 전자빔 이용 수요조사 웅답자의 이용 전자빔 에너지 분포도 

가. 견자앵 며용현황 몇 마용계획 (욕수 선톡 거를) 

「 현재전자빔롤미용흥 

「 앙훌전지힘미용예정 

「 전자빔 미를 때징은 없으나란얻 정보 받기 뭘힐 

나. 견자영 띠를흥 또는 때용에몽 .너지 (특수 진액 가늘) 

r 0.1 MøV 미하 

r 0.I-O.3MeV 

r 0.3 - 2 MaV 

r 2-IOMeV 

r IOMøV 미상 

다. 견자톨 때를(에쩔i릎OJ:(륙수 선빽 가능) 

「고톨자찌료 
고툴지재료. 륙힐찌료. 버얼전션. 발포재료. 성뮤， 흥미. 고무. 타01매. 얼수혹튜브 동 

「표면찌료 
금흑 표면처리. 징칙째， 인헤. 도장. 띨를. 장식찌. 표면쿄링 등 

「기를성 n료 
훌리악. 엔서쩌료. 흩~XI. 의료용g료. 링"v:t찌료， 전7JXI료， 자잉재료 톨 

「나노 
나노밑자. 나노 다공필.U노 박막 

「판용기용 
폐수쳐리. 배기가스처리. 다미옥신제거. 융러지쳐리. 고무제생. 혐롤수처리. 오염토앙정화， 태프톨 흩 
헤톨 

「농석률/식품 
혹톨살균. 같훌. 알마억제. 육휴살윤. 항선료. 포장용기. 톨석톨 )J.료. 화렐 등 

「반도체 
전력반도체 스위힘 들영 조절. 반도체재료. 전자찌료 내방사션 륙엉멍가 듬 

「보억/빼라믹재료 
보석 및 뮤리 알액. 셰리믹소톨 등 

「의g용구멀균처리 
윌회용 의료용구. 미식용 민공장기 . 수멀기구. 화장홈， 의약훌 및 원료. 포장용기 를의 멸균처리 

「앙)J.션 앙g 연구 
전자빙 . X션， 앙전자힘. 감마션 등 

그림 31. 전자빔 이용 수요조사 설문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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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 혼자톨를 m를하예 X씬.e잉자협. 앙걷지힘.T→-11 ‘TaJ_hartz w흩va) 를훌 톨잉시룰 수 잊 
ðU다. 할흥 며는 흩튜엌 톨>>견머 유를!t 것으릎 엉각하겁UJ’?(의수연빼 가늄) 

rx연 「 훌성자힘 「 옆자생 rT•1I y(Tarahe r12 wava) 

마.X션률 이용한다면 뭘하씨는 X건의 ‘너지 범쩌는 때헤 이느 톨쩌멸U .. ?(륙수진쩍 가등) 

r 2MeV 미하 

r 10MeV 미하 

바.연쩍M항 

영 영; 

소쩍끼판: 

소혹부서(학과): 

전화번호 : 1 

무믿번효: 

’‘ A. ~ι 

미메월 주소. 

수요죠AIfII 용혜 주쳐써 감시휠U다. 

보다 나은 걷자염 호사 써버스가 g도를 호흩하게 톨를하3leu다. 

다톨 걷짜범 띠를 연구>>톨. 룩해 지도하M는 학톨톨.JI도 

m 수g죠>> 멸 안에서률 진달혜 주시면 더욕 캄시해훌웅U다. 

흐쁘니 

그림 31. 전자빔 이용 수요조사 설문지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는 19과제의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 선정 과 

제를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25과제의 이용자를 지원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얻어졌고 특허 출원 및 등록 횟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전자빔 이용 기술 발달에 많 

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11.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활성화사업 과제로 선정된 이용자 과제의 연구성과. 

이용자 
논문게재 학회발표 특허출원/동록 인력양성 

국내 국외 
과제 실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박사 석사 학사 

출원 프。三흐 -료1 출원 τ I=ri 운걷r 

3 13 38 7 5 3 0 0 4 8 1 
2005년도 

16 45 8 13 

3(6) 11(4) 60 19 6 (4) 2 0 0 2(1) 12 3(1) 
2006년도 

24 79 20 19 

(* ( ) 안의 수는 현재 게재， 발표/ 출원I 둥록/ 양성 예정인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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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l 주목할 만한 성과 현황은 연속 선정된 과제의 경우 성과 실적이 더 높다는 점 

이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에 걸쳐 총 63 개의 이용자 과제 (이용자 지원 과제는 제외) 

중에서 9 과제는 2년 연속 선정된 과제이고 4 과제는 3년 연속 선정된 과제인데 과제당 

연평균 성과를 살펴보면， 3년 연속인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출물 

이며， 3년 연속 정부지원으로 인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기술 확보의 결과라 할 수 있 

으며/ 성과가 저조한 경우는 재선정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성과 위주의 

평가는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연구 혹은 기술 개발인 경우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술 개발의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3년 (4) 

1 년 (33) 71% 

그림 32. 과제 선정 횟수별 분포 및 연평균 연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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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연구원별 연구 활동 및 주요연구실적 

서。 며 。 직급 참여기간 세부연구분야 주요연구결과 비고 

선임 2006. 4. 1 -
-과제 총괄 

박성희 
연구원 2007. 3.31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총괄 

뉴---

이병철 
책임 2006. 4. 1 - - 중， 저에너지 전자가속기 운영 
연구원 2007. 3.31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
정영욱 

책임 2006. 4. 1 - - 중/ 저에너지 전자가속기 운영 
연구원 2007. 3.31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누---

강희영 
책임 2006. 4. 1 - - 중 저에너지 전자가속기 선량 
연구원 2007. 3.31 계측 및 방사선 안전 지원 

•---
유병덕 

책임 2애6. 4. 1 - - 전자빔 조사시설을 이용한 연구 
연구원 2007. 3.31 자료수집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 

자지원 뉴---

이기태 
선임 2006. 4. 1 -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 이용자 협의회 개최 및 
연구원 2007. 3.31 - 이용자 DB 표로그랭 개발 개별 사전 협의 

- 전자빔 조사시설 홍보 및 연구 
- 워크삽 및 세미나 발표 r-

차형기 
책임 2006. 4. 1 -

정보수집 
- 워크삽 초록집 및 발표 

연구원 2007. 3.31 
- 전자빔 이용기술 연구정보 수집 

자료집 

- 홉수 선량 보정 data •---
양기호 

책임 2006. 4. 1 -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 이용자용 DB 효로그램 
기술기원 2007. 3.31 - 협의회， 워크삽 관련 업무 - 이용자/관리자 DB 

사용메뉴얼 누---

이지영 
고굽전문 2006. 4. 1 -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인력 2007. 3.31 - 이용자 DB 표로그램 개발 

-
차혁진 

고굽전문 2006. 4. 1 - - 전자빔 이용자용 Web design 
인력 2애7. 3.31 개발및 관리 

누---

고굽전문 2006. 4. 1 -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일정 

안필동 
인력 2007. 3.31 

및 출입 관리 
- 이용자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딸 

뉴---

박인경 
아르바이 2006. 4. 1 -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일정 
E생 2006. 6.31 및 출입 관리 

f--

위촉 2006. 4. 1 -
- 이용자 DB 표로그램 개발 

배현식 
연구원 2007. 3.31 

- 이용자 DB용 서버시스템 구축 
- 이용자 Web 시〈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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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 연구목표 
가중치! 

| 달성도 
(%) i -

’ (%) 

- 중l 저 에너지 전자가속기 운영 일정 관리 및 조정 
· 분야별 코디네이터 지정: 일정 관리 및 조정 

- 효율적인 조사 서비스를 위한 전자빔 이용자 협의회 운용 
· 전자빔 이용자 협의회 개최 
-총 80 명참가 
- 5분 과제 발표 (27건) 
- 발표자료집 발간 

· 분야별 개별 상담 및 협의 
- 전자빔 이용 기술 세미나 및 워크삽 개최 

· 전자빔 이용 기술 세미나 개최 (7건) 
·“I어nt UX>>'ks1uψ on X-ray & T-ray Free Electron μsers &1 70 

Advanced Beam Utilization" 공동개 최 (2006년 11월 10일) 
-“KU/KAERI Joint Seminar on Advanced Ouantum 

활힌핀률” 공동개최 (2006년 12월13일) 
· 제 2 회 천자빔 이용 기숭 워크삽 개최 예정 

- 일시:2007년 3월 16일 

• 장소: 원자력 연구소 INTEC 
- 총 176 명 참가 
- 초청 강연(6건) 주제 발표(6건) 포스터 발표(32건) 
- 초록집 및 발표자료집 발간 

- 외 부인 력 교육 (2에7/03/12 - 2007/03/2끼 

- 이용자용 Web/DB 시스댐 운용의 정상화 
· 이용자 성과 관리 및 자료 입 력 Database 
프로그랩 개발 

1- 이용자용 Web 이용 절차 및 매뉴얼 작성 
전자빔 l I . 이용자용 Web 이용절차서 작성 
조사시설 l I . 전자빔 이용자용 Web/DB 사용매뉴얼 작성 
이용자 ! 
지원 Web 1- 전자빔 조사시설을 이용한 연구정보입력 및 자료정리 

· 전자빔 이용자 협의회/ 세미나l 워크삽 동 
발표자료 

· 전자빔 이용과제 성과 자료 
· 전자빔 조사 시설 소개l 시료 마운트7 주요 파라메터， graph, 
등 전자빔이용 관련 자료 제공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
죽
 

, 구
 

100 

30 100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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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O 국내 산·학·연 전자빔 이용자들의 연구개발 지원 활성화 

O 국내 산업체의 대용량 전자빔 조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사 서비스 지원 

0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 과제의 결과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통해 새로운 전자 
빔 이용 기술 개발에 활용. 

0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들 위주로 진행하는 전자빔 이용 기술 워크삽이 인프라가 확 
대되면 점차적으로 전문적인 학회 혹은 심포지엄으로 발전 가능함. 

O 선진 기술의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집약적으로 수집/ 정리하고l 전자빔 이용에 관심 있 

는 모든 이들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community를 확장시키고 이용 분야 및 기술 활 

용 범위를 확대I 다양화함. 

띠
 써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 "Emerging applications of radiation processing," Proceedings of a technical 

meeting held in Vienna, April 28-30 (2003), IAEA-TECDOC-1386 (2004) 

2. “ Radiation processing of polysaccharides," Proceedings of a Consultants Meeting 

held in ]AERI, ]apan, November 24-27 (2003), IAEA-TECDOC-1422 (2004) 

3. “ Emerging applications of radiation in nanotechnolog)ι" Proceedings of a 

Consultants Meeting held in Bologna, Italy, March 22-25 (2004), IAEA-TECDOC 

-1438 (2005) 

4. “ Uses of Radiation for Development and Welfare," Sueo Machi (AEC, ]apan), 

presented in IAEA Scientific Forum, September 27 (2005) 

5. “ Radiation Sterilization in ]apan," K. Nagakura (Chioda, ]apan), presented in 

WEBA2006 (Daejeon, Korea), February 10 (2006). 

6. “ NHV C야poration，" Y. Hoshi (NHV Co., Japan), presented in WEBA2007 (Daejeon, 

Korea), March 16 (2007). 

제 7 장참고문헌 

[1] Emerging applications of radiation processing, Proceedings of a technical 

meeting held in Vienna, April 28-30 (2003), IAEA-TECDOC-1386 (2004) 

[2] Radiation processing of p이ysaccharides， Proceedings of a Consultants Meeting 

held in JAERI, Japan, November 24-27 (2003), IAEA-TECDOC-1422 (2004) 

[3] RT 진홍종합계획의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jRR-2329 

/20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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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6호 서식】 

연구결과활용계획서 

l 사업명 중사업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대과제명 
과제명 

세부과제명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책임자 박성희 

총연구기간 2006년.4월. 1일 . - 2007년. 3월. 31일. ( 12 개월)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단위 : 천원) 78,000 0 78,000 

기술분야 전자빔조사I 전자빔 이용 기술l 방사선 이용 기술l 이용자 지원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결과활용 
1. 기업화 ( ) 2. 기술이전( ) 3. 후속연구추진( ) 4 타사업 활용( ) 

(해당항목에 (V)표시) 5. 선행 및 6. 기티목적활용 7. 활용중단 
8 기타( ) 

기초연구( ) (교육/연귀(0 ) (미활용)(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연구개발보고서 동의 배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1부. 

2. 기술요약서 (해당사항 없음.) 

2007 년 6 월 일 

연구책임자: 박 λ。게 희 쫓앓) 
연구기관장: 박 창 규 (직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7 
l 

c 
J 



[첨부 1] 

연구결과활용계획서 

1. 연구목표 및 내용 

중·저에너지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전자가속기 운영l 시료장치설계 및 조사I 선량 모니터링) 

- 전자범 조사시설 이용자 지원 Web 구축 
· 이용자용 WebjDB 시스템 구축 
· 이용챔 전자빔 조사 이용 절차 및 매뉴얼 작성 

· 전자빔 조사시설을 이용한 연구 정보 입력 및 자료 정리 

2. 연구수행결과 현황 (연구종료시점 까지) 

가. 특허(실용신안) 등 자료목록 

발명명칭 
특허공고번호 | 공고일자 l 발명자 
출원(등록)번호 | 출원(등록)일자 I (출원인) 

출원국 비고 

나. 프로그램 등록목록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발자 비고 

다. 노하우 내역 

라. 발생품 및 시작품 내역 

마. 논문게재 및 발표 실적 

0 논문게재 실적(필요시 별지 사용) 

학술지 명칭 제목 게재연월일 호 발행기관 국 며。 
SCI게재 

여부 

년 월 일 

계: 건수 _____._ 

m 
J 



。학술회의 발표 실적(필요시 별지 사용) 

학술회의 명칭 제목 게재연월일 호 발행기관 국 

계: 건수 

3. 연구성과 

· 전자빔 조사시설 이용자 협의회 및 전자빔 이용가술 워크삽 개최 및 초록집l 발표집 발간 

. 이용자용 WebjDB 시스템 구축 

· 이용자용 전자빔 조사 이용 절차 및 매뉴얼 작성 

4. 기술이전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5. 기대효과 

며。 

본 시설을 활용한 전자빔 이용 지원이 원활히 되고/ 이로 인한 전자빔 이용 기술 연구 

개발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빔 이용 신기술/신공정/신산업이 창출될 것 

으로 기대된다. 과제공모자수 증가 예상됨. 

전력반도체의 경우/ 복잡한 절차와 높은 경비를 들여 국외에서 한 10 MeV 급 전자빔 

조사를 국내에서 조사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 가능하며/ 멸균 

처리 분야도 안전한 전자빔 조사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해소로 인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빔 이용자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이용자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전자빔 조 

사 이용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이용 기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국내에 대용량 전자빔 조사시설이 권역별로 5 개소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자빔 이용 지원 사업의 체계가 확립되면 새로이 구축되는 시설의 길잡 

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문제점 및 건의사항 

본 과제는 전자빔 이용자 지원 과제로 기술이전 및 연구성과에는 기여가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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