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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 완자력 산업용 가속기 개발계획(안) 수립 및 기본 쩔계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이 연구는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퉁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연구개 

발중인 가속기구동 핵변환시스댐(Accelerator Driven Transmutation System)의 핵 

심부분의 하나인 대용량 양성자가속기의 건설을 위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개 

발계획올 수립하고，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양성자가속기의 기본설계를 제시함올 목 

적으로 수행되었다. 

원자력발전이 현재 범세계적인 기후문제를 야기시키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 

전방식의 대안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의 노력중 가장 밝은 가능성 

올 제시하는 기술이 사용후핵연료중의 장반감기 핵종들올 변환시켜 보다 짧은 반감 

기를 가진 원소로 만드는 기술의 개발이다. 핵종변환은 대용량 양성자가속기를 이 

용한 미임계로를 사용함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새 

로운 연구개발올 위해서는 대용량 양성자가속기의 개발/건설이 꼭 필요하며， 이 가 

속기가 건설되면 원자력기반기술분야의 핵자료생산， 기초핵물리 연구， 원자로 재료 

개발， 동위원소 생산뿐만 아니라 핵파쇄중성자를 사용한 재료의 물성연구， 유전자 

및 단백질의 구조규명， 중성자 치료， 중성자 radiography, 방사화분석， 핵융합재료시 

험 퉁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에너지 양성자빔올 사용한 암 및 종양치료 

에 적용이 가능하고 고에너지 물리실험 및 중간자 빔 발생·이용에 따른 새로운 국 

가 기반연구시설로서 한단계 높은 학술연구의 지평올 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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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원자력 산업용 양성자가속기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선진 

국들의 관련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현재 원자력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우리나 

라의 여건에 부합되는 가속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모든 활용올 고려한 

가속기의 기본설계와 앞으로 건설될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하는 시설올 포함하는 운 

용계획올 제시하였다. 가속기의 개발계획에 따르는 예산， 인력， 기술확보 계획올 

수립하여 실제로 이 과제에서 제시한 가속기의 건설에 필요한 제반 정책자료도 연 

구에 포합시켰다. 원자력 산업용 대용량가속기의 제원올 검토하고， 이러한 제원올 

만족할 수 있는 가속기가 각 에너지 영역에서 양성자를 가장 효윷적으로 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설계안올 검토，제안하였다. 특히 100 MeV 이후의 초전도 

선형가속기의 경우 아직도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 연구개발에 

대한 국내의 여건올 검토하고 국제협력 방안도 제시하였다. 일부 국내에서 제작 

가능한 이온원의 설계 제작 및 성눔 시험도 연구범위에 포합되었다. 

IV. 연구컬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화 

석연료의 사용의 증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로 한계가 있올 것으로 전망되나 이 

를 대치할 원자력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 특히 사용후핵연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확고한 관리정책이 수립되지 않 

고 있는 실정으로셔，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핵비확산조약에 따르는 정치-외교적인 

문제까지도 고려하여 그 처분정책올 결정하여야 한다. 

- 현재의 관리기술은 재처리를 통한 핵분열성물질의 회수-재사용과 고준위폐기 

물의 심지충 처분기술과 재활용하지 않고 직접 심지충 처분기술이 가장 실행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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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되는 있느나 창기관리에 따르는 불확실성과 국민의 수용성 동의 기술

사회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 가속기구동 핵변환시스템은 사용후핵연료중의 핵분열성물질들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합과 동시에 장반감기 핵종들을 변환시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으로 선진국들이 제각기 개발계획올 수립추진중에 

있다. 

- 이러한 원자력 산업올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획에 필요한 가속기의 건설이야말 

로 그 실효성 및 학계/산업계에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 

서 대형국가사업으로 추진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공합도 의의 

가 있는 일이다. 

- 원자력 산업용 가속기의 건설이 완료되는 시첨에는 이 시셜로부터 얻어치는 

중성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원자력발전， 방사성핵종의 변환 뿐만 아니라 재료의 연 

구， 중성자 산란올 이용한 생물， 고분자， 화학， 고체물려， 중성자 물리， 뮤온과학 등 

우리나라의 기초학문분야를 한단계 도약시킬 KOMAC (Korea Multipurpose 

Accelerator Complex) 계획에 필요한 제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연구에서 제안된 대용량 가속기들의 기속적인 검토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국내외 합력방안들은 가속기 건설에 국내의 관련 연구소와 대학들간의 협력체제와 

역할분담， 국제공동연구분야와 연구기관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내의 가속기 관련 기술개발에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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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and Basic Design of Proton Accelerator 

for Nuclear Application 

IL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to provide a development plan and basic 

design for the realisation of high current proton accelerator being used as an 

essenti머 component for the R & D of Accelerator-Driven Transmutation 

System(ADS), which is actively studied in the nuclear industry of well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France, EU, and ]apan. 

New technology development on th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is 

required for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as a strong option to the present 

fossil fuel which causes a global climate problems. One of the promising 

technologies is to transmute long-lived radionuclides to short-lived ones using 

advantages of the recent breakthroughs in accelerator technology and of the 

flexibility of subcritical reactor system. 

The proton accelerator is required for not only initiating this new concept of 

R & D program being actually launched but also studying the basic nuclear 

research fields such as nuclear data generation, basic nuclear physics, nuclear 

material science, isotope production, material characterization, structure 

elucidation of genes and proteins, neutron radiography, activation analysis, fusion 

material testing, etc. In addition to these fields utilizing spallation neu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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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gh energy proton bearn facility wiU be also served as a basic research 

center for the cancer therapy, high energy physics study and muon science.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development plan of proton accelerator for 

nuclear application, overall status on the relevant pr이ects of foreign countries 

were thoroughly reviewed and the on-going medium and long term nuclear 

R&D program was properly reflected. 

Operation and utilization pr{)grams were suggested for the future expansion 

towards neutron science facilit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accelerator, budget, 

manpower progr.하n，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gr없n were 떠so included in 

this study. Preliminary design study and fabrication of ion source were carried 

out and the performances were evaluated. 

Discussions and consideration on specifications of the accelerator to meet all 

requirements in nuclear transmutation and in vatious fields of application were 

described in depth together with suggestions on R&D programmes developing 

high energy linear accelerator being studied at the relevant research 

organizations in Euro야， USA and Russia.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As the worldwide energy demand will increase continuously, the role of 

nuclear energy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only com야titive altemative to 

fossil fuel which causes global climate change. To fulfill the demand, the 

problems of radioactive waste, particularly those of spent nuclear fuel , shou1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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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ed for the nuclear energy to be a sustainable energy resource. 

As our policy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is not s이idified yet, 

technical approaches on this problem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under the 

present NPT regime prior to the decision. 

Present options for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are either recycling the 

fissile materials through reprocessing or direct disposal in deep geological media. 

Uncertainties from long-term integrity are hampering the acceptability of a 

geologic repositories for the spent fuel or for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from reprocessing. 

Accelerator-driven Transmutation System(ADS) is considered to offer the 

possibility to eliminate plutonium, minor actinides, and long-lived fission 

products from the waste stream destined for permanent disposal and, in parallel, 

to produce energy by the fissile elements in the spent nuclear fuel. As such, 

this concept has increasingly gained worldwide interest and could be an 

important component of strategies to de떠 with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Accelerator applicable to this end will be an essential p따t for the nuclear 

industry challenging new technology towards a great leap as well as in the field 

of basic science. We hope this report is surely seπed as a reference to 

establish the national project based on this study, a concept of KOMAC(Korea 

Multipurpose Accelerator Complex). This national facility will be a center 

opening new horiz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ADS for energy 

generation, transmutation, neutron science, material research, and muon science. 

For the accelerator to meet 삶1 the possible applications including 

transmutation of radionuclides, technical considerations and discussions described 

in this report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s for the conceptual design, and will 

suggest fields of R&D in future through intranational and intem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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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í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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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η7 SCαL 공동 (100MeV - 140야Me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엠 5 

그림 1.18 SCαL 공동 (14뼈OMe V - 260Me 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경45 

그림 1.19 SC디L 공동 (260MeV - 1000Me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엠 5 

그림 1.20 초전도 선형가속기 Transit Time Factor 및 최고 전장 캉도 .“……… .. ……….“……….“……….“……… .. ……… .. ……… •• …… .. ……… .. ……….“……… .. ……… •• ……… .. …….“… .. 24얘 6 

그림 1.21 초전도 선형 가속기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깎 7 

그림 1.2잃2 초전도 선형 가속기 빔 광학 (10야t1eV， OmA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갱48 

그림 1.2잃3 초전도 선형 가속기 빔 광학 (100MeV， 2때Om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8 8 

그림 1.2껑4 초전도 선형 가속기 빔 광학 (1000MeV, OmA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쩌 9 

그림 1.2잃5 초전도 선형 가속기 빔 광학 (1000MeV’ 20m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왜 9 

그림 1.2쟁6CαC디~DTL-SCαL 정 합 구간 빔 광학 (ωOm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 0 

그림 1.2낌7CαC디~DTL-SCαL 정 합 구간 빔 광학 (띠20m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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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28 Stripping Foil올 이 용한 빔 인 출 .................................................................... 251 

그림 1.29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빔 인출 ................................................................ 251 

그림 2.1 빔 이용 개 략도 ........................................................................................................ 253 

그림 2.2 양성자빔으로부터 2차빔 생성 개략도 .......................................................... 254 

그림 2.3. 빔에너지 변화에 따른 중성자 생성 변화 ..................................................... 263 

그림 2.4 각 핵반용시에 forward 방향으로 생성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별 생성단면적 

........... 266 

그림 2.5 23 MeV 양성자빔올 2 가지의 다른 두께를 갖는 Li, Be 표적에 조사했올 

때 생 성 되 는 중성자의 양 ................................................................................. 268 

그림 2.6 35 MeV와 46 MeV의 양성자 빔올 두꺼운 Be 표적에 입사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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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두꺼운 Be 표적에 양성자빔올 조사했올때 2 MeV 이상의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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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미국 LANL의 ADTT 표적관련 개략도 ...................................................... 280 

그림 2.13 일본 JAER1의 OMEGA 프로젝트 미임계로 표적관련 개략도 .... ……… .281 

그림 2.14 유럽 CERN의 EA 표적관련 개략도 ...................................................... ’ ...... 282 

그 림 2.15 ISIS의 표적 시 스템 ............................................................................................ 286 

그림 2.16 LANSCE의 표적시 스템 ..................................................................................... 287 

그림 2.17 AUSTRON의 표적시 스템 ............................................................................... 288 

그림 2.18 ESS의 표적 시 스템 .............................................................................................. 289 

그림 2.19 LAMPF 빔 이용 개 략도 ..................................................................................... 292 

그림 2.20 LAMPF의 파이 온 생 성 표적 .................. ’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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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EPICS Syste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9 9 

그 림 4.1 Fli바iψp monitor on the beam s야toφpp않e앙r(FC4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깎 7 

그림 4.2 The crossed wire h뾰ea때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쇄 8 

그 림 4.3 (위 ) Bloc다k‘ diagram of integrator arπTa쟁y as the SWIκC data rea때dou따 1π t 

device (아래 ) A single integrator circui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9 

그립 4.4 이 온 프로브의 기하학적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 

그립 4.5 (좌측)스트립라인 픽업， (우측)Snapshot of induced voltage pulses 

on a strip미line picku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0 0 

그 림 4.6 Layout 0아f BPM components ins야t없때a삶lled on vacuum chamber .. …… •• … ••• …….“…… •• …… •• …….“…….“…….“….“ •• …….….“.“…….… •• “….“.3잃51 

그립 4.7 (a떠) Generic toroidal tra때nsfoαmπme앙r (b) Typica삶1 two winding cuπent 

tra없ns빼fo야orme앙r (c이) 빔전류변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잃51 

그립 4.8 He앙rewar，띠d feedback올 가진 빔 전류변환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잃52 

그 립 4.9 Magnetic modular section 0아f DC transformer 

with flux nu띠11씨lling feedback.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2 

그림 4.10 2차전자 및 2차 양음 이온올 억제하는 각각의 페러데이 컵구조 .. …… •• …… •• …… •• …… •• …… •• …… •• …… •• …….“….“.35잃 3 

그림 4.1끄11 20아‘e、v의 Ar+ 。이1온빔 올 페 러 데 이 컵 으로 측정 한 전류밀도분포 •• …… •• …… •• ……… •• …… •• …….“……….“……….“……… •• ……… •• ……… •• …… •• … •• 35닮 4 

그림 4.12 전력올 측정하는 각각의 칼로리메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또 5 

그림 4.1떠3 이온주입량에 대한 광투과량의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6 6 

그 립 4.14 각종 이 온원의 에 너 지 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잃57 

그립 4.1퍼5 플라즈마 전위가 시간적으로 변효화+하는 경우의 이온 인출계 •• …… •• … ••• …… •• …… •• …….“…….“…….“…….“…… •• …….“…….“…….“…….“…….“…….“… •• 35많 8 

9 그 림 4.1퍼6 Ga으의1 경 우의 에 너 지 폭의 이 온전류의 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9 

그립 4.1η7 간단한 3판전극의 반사전계 형 에 너 지 분석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0 

그 립 4.18 페 러 데 이 컵 의 유업 전 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1 1 

그림 4.19 정 전 프리 즘형 에 너 지 분석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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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원자력산업용 가속기 개발계획 (안) 



제 1 장 개요 

채 1 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관심사중 하나인 지구환경보전이라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나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노력 

의 하나가 1992년 Rio Earth Summit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 모임에서 도출 

된 중요한 결론중 하나가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 범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한다는 것이 

다. 

Rio Earth Summit에 서 둥장한 명 제 중의 하나인 “지 속가능한 성 장(Sustainab1e 

Deve10pment)"은 많은 해 석 이 가능한 명 제 이 기 는 하나 1994년 Oslo Symposium에 

서 채택된 정의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세대의 수요를 위협하지 않도록 서비스 또는 그 생산물들의 전 주기에 걸 

쳐 폐기물과 공해물질들의 배출올 최소화합과 동시에 자연자원과 독성물질의 사용 

올 최소화하면서 기본적인 수요에 부웅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올 가져다주는 서비 

스와 관련생산물들의 활용"(The use of services and re1ated products which 

respond to basic needs and bring a better quality of 1ife which minimizing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toxic materials as well as emissions of waste and 

pollutants over the 1ife cycle of the service or products so as not to jeoparclize 

the needs of future generations.) 이 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류의 기본적인 수 

요(basic needs)7} 무엇올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냐 에너 

지가 그 중의 하나임올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전기에너지가 오늘날 선진국뽕 

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필수적인 에너지 형태입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다. 

전기에너지의 생산은 대부분이 화석연료에 의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n ·J 



현재 전세계의 전기에너지 생산의 구성올 보변 화석연료 63.3%, 원자력 17.0%, 수 

력 19.3%, 기타 0.4%의 순으로 되어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지구기후변화의 주요인인 탄산가스의 발생올 수 

반하게 되며 부수되는 공해물질인 유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도 

심각한 공해인 산성비의 주요인 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탄산가스배출량에 대 

한 범세계적인 규제가 올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제 3차 UNFCCC회의에서 주 

요 토의 사항으로 둥장하게 된다. 

한편 원자력발전방식에 의한 전기에너지의 생산은 기후변화를 야기시키는 탄산 

가스의 발생이 거의 없는 장점올 갖고 있기는 하나， 그 사용에서 피할 수 없이 방 

사성폐기물이 발생되고 이 방사성폐기물의 누적이 오늘날 원자력의 이용이 화석연 

료를 대신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되어있다. 이 방사성폐기물 문제의 해결이야말 

로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수단으로 자리 메김올 하는데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과제로 모든 선진국들이 인식올 같이 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올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술적인 문제에 

속하는 일이기는 하나， 원자력올 이용하는 많은 나라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른 면에 

서의 문제는 일반대중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비판되고 있는 심각한 정치-사회적인 논 

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수용 가농한 기술적인 해결 

방안올 찾는 일이야말로 원자력연구개발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합은 오늘날 전 세계 원자력 산업계의 일치된 견해이 

다. 

방사성폐기물중 특히 사용후핵연료는 대부분의 장반감기방사성원소를 포함하고 

있올 뽑 아나라 핵분열성물질도 포함하고 있어 안전성 뽑만 아나라 핵비확산측면에 

서도 대단히 민감한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요한 대상으로 거론되 

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두 방향으로 검토하여 볼 수 있다. 하나의 방법 

은 사용후핵연료중의 핵분열성물질들은 재처리를 통하여 회수하여 재 사용하는 한 

편， 남은 악틴족원소들과 방사성원소들올 처분하는 방안과 직접 심지충처분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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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logical Disposal)하는 방안으로 나누어진다. 

대규모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1960년대부터 유럽의 프랑스， 영국올 중심으로 수 

행되어 왔으며， 일본도 대규모 재처리공장올 현재 건설 중에 었다. 이들 나라들과 

는 달리 우리 나라와 미국둥 몇몇 나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현재 그대로 발전소에 

저장하고 있으며 처분방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올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의 사용후핵연료 누적 량은 그 이상 결정올 유보할 수 없올 만큼 심각한 

문제로서 앞으로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방안올 결정해야 하는 시급성도 띄고 있 

다. 

1980년대에 제안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핵종 변환， 즉 문제가 되 

는 장반감기 핵종들올 인공변환 (Transmutation)시켜 보다 짧은 반감기를 가지는 

원소들로 바꾸어 처분올 한다는 개념이 기존의 심지충처분 (Deep Geological 

Disposal)이 가진 정치-사회적인 문제와， 수만 - 수십 만년의 관리에 따르는 불확실 

성이 갖는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올 위하여 기술개발올 활성화하는 동기유인 

(Motivation)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개발의 주요한 흐름이 가속기를 활용한 핵종 

변 환기 술 (Accelerator Driven Transmutation Technology) 개 발이 다. 

한편 가속기 기술자체는，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 둥 과학기술 선진국틀이 과거 

1930년대부터 자국의 기술력 내지는 국방력확보의 한 수단으로서 가속기 개발 및 

이용연구에 집중적인 노력올 기울여왔다. 그 예로서 양성자 가속기는 2차 대전중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자료 생산용으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과 관련 상용 원자로 개발에서 요구되는 핵자료 생산， 원자로/핵연료 재료개발， 

방사선 차폐 및 계측기 개발， 중성자 관련 연구 및 RI 생산 둥에 사용되어 원자력 

의 기반시설로서 원자력과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 되어왔다. 

80년대 후반부터 가속기 및 원자로를 결합한 형태의 가속기 구동 미입계로 

(Accelerator Driven Subcritical Reactor)7r 현재 원자력분야의 문제점인 안전성， 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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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폐기물 처리， 핵비확산 및 핵에너지 자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으로서 세계 주요원자력국가는 물론 IAEA, OECD!NEA, ISTC 둥의 국제기관을 통 

한 국제공동연구 형태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가속기구동 미임계로의 원리는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구동하기 위하여 부족한 

중성자를 외부에서 공급하여 원자로 핵설계시 충분한 자유도를 확보하여 상기 문제 

점올 해결할 수 었다. 이때 외부 중성자원으로서는 에너지 GeV, 빔 전류 수십 mA 

급의 대용량 양성자 빔을 이용한 핵파쇄 중성자원(Sp떠lation Neutron Source)을 사 

용한다. 이러한 각국의 중성자원 개발을 위한 대용량 가속기개발 현황은 다음절에 

서 논의한다. 

과학기술 선진국들의 경우 가속기 개발은 1920년대초 태동된 원자 및 핵물리를 

위한 기초학문연구를 위한 주요수단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30년대부터 핵물리 

연구，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둥 의료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양성자 가속기는 2차 대 

전중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자료 생산용으로 사용되었고 전후 소립자 및 고 에너 

지 물리연구를 위한 대형 장치들이 속속 건조되어 60년대 초에는 그 입자에너지가 

GeV급에 도달하였으며 현재는 TeV급에 도달하고 있다. 이들 가속기는 기초 학문 

연구에 많은 공헌올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이들 가속기의 

활용 연구결과로부터 배출되었다. 그리고 병행하여 그 이용이 기초학술연구를 지 

나， 의료용， 군사용 및 산업용으로 이어졌으며， 한 국가의 국력올 가름하는 정도의 

위상으로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올 받으며 성장되어왔다. 

이는 가속기 기술이 한 시대의 첨단기술의 종합체로서 대형 전자석 설계건설， 초 

정밀 가공기술， 초고전압 기술， 고진공 기술， 고주파 기술， 초전도 기술， 극저온 기 

술， Computer Control 둥 가속기기술 보유시， 학술연구는 물론， 군사적， 의료적， 산 

업적 용용성 퉁 기술의 산업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자료1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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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따라서 새로운 가속기기술 개발시 경쟁국에 대하여 기술적 선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 소련， 영국， 불란서와 전후 독일 일본 및 70년대 이후의 중국， 

인도 퉁 선진제국이 자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올 투입해 경쟁적 

으로 대형 가속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쟁은 50-80년대에 걸친 미. 소 냉전체제하에서 가중되어왔으며， 

90년대초 냉전체제가 해체된 후부터 가속기 개발이 학술용， 군사용보다는 신 기술， 

신제품 개발에 목적올 둔 산업적 이용 내지는 옹용에 초점올 둔 형태로 자국의 국 

제경쟁력 확보의 한 수단으로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가속기기술의 원자력기술과의 접목으로 현재 심각한 사용후핵연료의 문 

제흘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제시된 계획이 바로 가속기를 활용한 핵종변환기술의 개 

발이다. 

국내의 국제적 규모의 대형 가속기개발 사업은 1989부터 1994에 완성된 포항 방 

사광 가속기 (PLS; Pohang Light Source) 개발사업이다. 이 가속기는 2 GeV 전자 

선형가속기 및 저장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를 광속도에 근접하게 가속할 때 

나오는 “빛”올 이용하는 장치로서 광올 이용한 학술 및 물질분석 연구에 사용되는 

반면， 이 보고서에 제시된 가속기는 양성자 가속기로서 양성자， 중성자 및 중간자 

를 만드는 장치로서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산업적， 의료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 

속기 장치기술 측면과 이용/옹용분야가 서로 다르며 상보적인 특정올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미국， 영국， 불란서 퉁에서는 전자가속기 및 양성자 가속기 전문연 

구소를 각각 따로 두어 운영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도 국제적 규모의 양 

성자 가속기의 보유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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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절 외국의 개발현황 

사용후핵연료중의 반감기가 긴 방사성핵종들의 변환기술개발은 약 10년전부터 

일본과 프랑스 두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구개발계획을 출범시켰다. 초기의 핵종변환 

기술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한 다음 남은 고준위폐기물로부터 반감기가 긴 방사 

성핵종 (초우란원소 및 Tc, Sr 퉁)을 분리하여 이들을 활용 가능한 원자로 (LWR과 

FBR 퉁)에서 변환시킨다는 개념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원자로를 사용함 

에 있어서는 안전성올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었다. 예를 들어 

LWR의 경우는 장수명 핵종의 장전량이 기존 핵연료 구성비의 1%를 그리고 고속 

로의 경우 5%를 초과하면 설계 안전성올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뿔만 아니 

라 기존의 입계로는 원자로의 특성이 핵연료의 구성비에 크게 영향올 받으므로 핵 

연료의 핵종 구성비에 대한 탄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연유로 충분한 안전성올 

가지면서 장수명 핵종올 보다 자유스럽게 소각할 수 있도록 핵종 장전에 대해 보다 

큰 탄력성올 갖는 원자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제안된 것이 

미입계로 개념이다. 

미입계로 연구개발계획은 모두가 가속기구동핵변환기술(Accelerator Driven 

Transmutation Technology, ADTT)올 기초하여 수행 하고 있으나 각 나라의 핵 연 

료주기정책올 고려하여 그 접근방법올 달리하고 있다. 즉，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를 통하여 핵분열성물질올 재활용하는 프랑스 일본의 경우와 재활용하지 않는 정 

책올 고수하는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으로 ADTT 계획올 수립 

하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올 추진하고 있다. 

1. 일본 

1987년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잘 계획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연구개발 계획올 

수립할 수 있다면 핵분열생성물로부터 유용한 원소를 활용하고 초우란원소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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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퉁의 가능성이 있음올 결론지었다. 그후， 1988년 10월에 일 

본원자력위원회는 “핵종 분리 및 변환기술에 관한 장기연구개발계획 (1ρng Term 

Program for Research and Transmutation Technology)"올 제시 하여 2000년까지 의 

기술개발계획으로 OMEGA(Qptions M밟ing ;Extra Gains from Actinides and 

Fission Products) 계획올 제시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일본 원자력연구소 (JAERI) 

와 동력로·핵연료 개발공단(PNC) 및 민간에서 중앙전력연구소(CRIEPI)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 OMEGA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1996년까지는 기초연구 및 시험올 포함하는 1단계 사업올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 

이 1997년부터 200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다 2단계사업에서는 개발된 기술들의 

Engineering test와 시험시설올 건설하며 2000년 이후에 핵종 분리 및 변환시험 시 

설올 건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일본의 핵변환계획의 기본 추진전략으로 “이중경로 핵연료주기 개념(Double 

Strata Fuel Cycle Concept)"올 제시하고 있다. 이 개념은 기폰의 핵연료주기기술 

올 최대한 활용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핵종변환주기기술을 개발， 두 핵연료주기기 

술올 결합시켜 핵종 변환을 통한 악틴족원소 및 장반감기 핵분열 생성물들을 반감 

기가 짧은 원소들로 변환시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핵변환시스템은 두 개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악틴족원소 연 

소로 (ABR : Actinide Bumer Reactor)이고 다른 하나는 가속기 구동시스템이다. 

사용하는 핵연료의 형태와 냉각재에 따라 일본 원자력연구소는 두 가지 개념의 가 

속기 구통시스템올 현재 검토 중에 었다. 

- 고체표적/연료시스템 개념은 액체금속냉각 고속증식로(Liquid Metal Fast 

Breeder Reactor : LMFBR)기술에 기초한 것으로 1.5 Ge V -40mA 양성자 빔올 사 

용하고 냉각시스템과 에너지 변환 시스템은 LMFBR과 유사하게 설계한 것이다. 

- 다른 하나의 개념은 용융염 (Molten Salt)형태의 연료를 표적물질과 동시에 냉 

각재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연속적인 연료공급， 연료의 on-line 처리를 할 수 있는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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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AERI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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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염의 이점올 살린 것으로 표적과 노십올 물리적으로나 기능에 따른 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 표적/노심 배치가 간단해진다는 이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용융염 

연료의 조성은 64NaCl-5PuCh-31MACh로 1.5 GeV-25mA의 양성자 빔올 사용한다 

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가속기구동시스템올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서의 가속기 

개발계획은 우리 나라의 계획과 대단히 유사한 다목적양성자가속기 개발계획올 수 

립하고 있다. 

표 1.1 A Preliminary Specification of Super-conducting Linac. 

Total beam power at 떠rgets: 8 MW 

Proton energy : 1.5 Ge V 

Accelerated particle : 

Average current 

Pe하( current 

Linac type : 

- Low energy part : 

- High energy part : 

Beam mode 

- First stage : 

- Second stage : 

Repetition rate : 

Intermediate pulse width : 
Chopping factor : 

Negative and positive hydrogen ion 

5.33 mA 

30 mA 

Normal-conducting linac (200 MHz) 

Super-conducting linac (600 MHz) 

Pulse mode operation 

CW and pulse mode operation selectable 

50 Hz 

400 ns (interval 270 ns) 

60% 

이 가속기 개발계획에는 가속기를 활용하는 시설들올 포함하여 핵종변환기술개 

발 이외에도 기초연구， 동위원소의 생산， 재료연구 퉁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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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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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가속기 및 연구시설 건설계획 

|잃끓펀논 1얽7 1 1998 1 1999 뷰에 2001 120021200312뼈 120051200612007 

가속기 기술개발 
저에너지가속기， 초전도 동공 

표적장치기술 및 개념설계， 고체/액체표적， 원격유지기술 

연구시설 

설계제작/건설 
범출력상승 

가속기 제작 I 1mA(1.5m W) • 
I 5.3 mA(8 m W) 

연구시설 건설 
설계.건설 

2. 프랑스 

1991년 프랑스 의회는 방사성폐기물의 양과 반감기를 줄일 수 있도록， 장반감기 

핵종들올 분리하고 핵종 변환을 할 수 있는 방안올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 

켰으며 이에 따라 CEA는 가속기 구동시스템 (Accelerator Driven System, ADS)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ADS개발 계획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개념과 대단히 유사하다. 즉， 프랑 

스의 핵연료 주기정책의 토대 위에 ADS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아 

래의 세 가지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 현재와 가까운 장래에 쓰이는 발전용 원자로와 재처리 기술을 ADS-형태의 

악틴족원소 변환기술의 접목 Multicomponent concept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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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은 일본의 "Double Strata"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현재의 우라늄산화물 

연료 (UOx FueD와 혼합산화물 연료(UPuOx : MOX FueD 연료를 쓰는 원자로를 

활용하고 ADS는 단지 악틴족원소들과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Long-lived Fission 

Product : LLFP) 들을 변환시키는 역할만올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ADS 는 

가속기 구동 미임계로가 현실적으로 최상의 선택이며 예비핵설계에 따르면 60% 

PbCb - 40% MACh 와 같은 용융염연료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쓰이 

는 가속기는 1.5 GeV 12 mA 용량의 것올 상정하고 있다. 

- 두 번째 개념은 LWR(UOx)와 ADS를 악틴족원소와 LLFP의 변환장치로 쓰 

는 것 이 다 Two-Component Concept 

LWR에서는 악틴족원소들의 생성량이 많으므로 비교적 대용량의 ADS가 필요하 

다. 그러나 이 개념의 장점으로는 MOX연료를 도입하지 않고 LWR올 그대로 사용 

하며， 플루토늄과 기타악틴족원소(Minor Actinides : MA)를 분리하지 않아 핵비확 

산에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 세 번째 개념은 현재의 원자력 발전 방식올 더욱 안전하고 반감기가 긴 악 

틴족원소의 생성이 없는 핵연료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다 

: One Component Concept. 

어떠한 경우에도 AD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용량가속기를 포함한 잘 계획된 

연구개발 계획이 필요하며， 이 계획에는 기폰의 국립연구기관(CEA와 CNRS)과 산 

업계(EdF)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발계획이 수행 중에 있다. 그 내용으로는 

· 실험 미엄계로 물리 연구 

· 대 용량 양성자 가속기 설계 및 신뢰도 

· 표적계 재료와 표적-가속기 사이의 Interface 물질 

· 엔지니어링 실험 설비 둥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관련 연구들이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의 공동연 

구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16 -



- MUSE 계획 

. 참여 국 : CEA, CNRS(France), ENEA(Italy) , RIT(Sweden) 

. CADARACHE 연구소 MASVRCA 실험로를 사용 

Subcritical Range : Keff ~ 0.97 - 0.99 

Measured Parameters : 

Subcriticality 

Flux distribution 

External neutron source importance 

Neutron spectrum 

Fuel type : (Pu,U)Üz or Th02 + U02 

Simulated Coolant : Na ( Pb in future) 

Buffer type : Pb, Na, SS 

- HADRON (묘ybrid Accelerator Driven Reactor Operating with Fast 

Neutrons) 

. Fuel : (PU,U)02 or [Pu + (Am+Cm)]02 + MgO 

. Coolant : Na or Pb 

. Target : Pb-Bi 

. Keff : 0.95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100 MWth 규모의 실증시설을 건설하는 것올 

일차적인 목표로 ADS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었다. 

3. 미국 

미국의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은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심지충처분(Deep 

Geological Disposal)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관리에 따르는 불 

” / 1 ’ 4 



확실성과 이에 따르는 허가요건의 강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비용， 주민들의 반대 

퉁이 문제로 대두되어 현재 추진중인 Yucca Mountain처분장 건설 계획도 불명확한 

실정이다. 특히 수만 년간에 이르는 장기간 관리의 불확실성이 가장 심각한 우려 

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미국의 우월한 가속기 개발 

기술과 미임계로 개념， 그리고 IFR개발경험에서 얻은 독특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건식재처리기술을 도입하여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LANL)에서 

개발한 미국의 가속기 구동핵종변환(Accelerator-driven Transmutation of Waste : 

ATW) 개념은 플루토늄올 위시한 악틴족원소들과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 

(Long-lived Fission Products :LLFP)들을 동시 에 변환시 키 는 것올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이 기술개발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 

원회(President' s Committee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에서도 이 계 

획이 중요한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ATW의 특정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함에 있어 플루토늄과 악틴족원소들을 별 

도로 분리하지 않고， 용융염 형태의 건식재처리기술올 활용하여 LLFP를 함께 연료 

에 섞어 에너지 생산과 핵종변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방법 

이 개발되면 유럽 같은 기폰 사용후핵연료재처리시설이 없어도 사용후핵연료를 재 

활용하여 에너지생산과 동시에 방사성폐기물의 독성도 감소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 

의 효과가 있어， 핵비확산 조약의 테두리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 

안으로 보아 우리 나라도 이 계획올 깊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LANL의 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는 미국에는 70,000 ton의 사용후핵연료가 누 

적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5기의 3，α)() MWt급 핵변환미임계로를 가동한다는 계 

획올 설정하면 일년에 4.5 ton의 초우란원소와 2.0 ton의 LLFP를 변환시킬 수 있다 

고 한다. 따라서 70，α)() ton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데에는 약 15기의 3,000 

MWt급 핵변환미임계로가 필요하며 이 핵변환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3,000 ton만의 

방사성폐기물이 지충처분장에서 처분된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 

는 경우와 비교해볼 때 아래의 강점이 ATW계획의 실현올 뒷받침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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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α)() ton의 사용후핵연료중에 함유된 500 ton 의 플루토늄이 직접 

처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고， 

· 대부분의 장반감기 핵종들이 변환되므로 처분장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 폐기물의 잔열 처리 문제도 간단히 해결되고 

· 장기 비독성 (Long term specific radiotoxicity) 정도도 100배정도 감소하여 

처분장내의 방사능도 단기간 내에 감소한다. 

이러한 점들은 처분장의 인공방벽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허가조건도 훨씬 쉽게 

만들어 처분장 용량도 10배 이상 늘어나 현재 구상중인 처분장만으로도 충분한 용 

량이 되어 제 2의 처분장 건설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LANL은 이러한 계획의 실현올 위해 연구개발에서의 적극적인 국제 협력방안올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우리 나라와 같이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이 정해지 

지 않고 재처리를 통한 재활용의 대안도 추진하기 힘든 나라에게는 대단히 매력적 

인 제안으로 생각된다 LANL 팀은 현재 ISTC 공동연구를 통하여 러시아 과학자 

들과 함께 고출력 Pb/Bi 액체 파쇄중성자 표적 (High Power Liquid Pb/Bi 

Spallation Target) 제 작하여 2，000년에 는 Los Alamos Neutron Science 

Facility(LANSCE) 에서 시험올 할 예청으로 있다. 이 시설의 공동활용에 한국도 

동참올 권유하고 있어 원자력연구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설의 공동활용올 검 

토하고 있다. 

또한 1998 - 2α” 년까지의 소형 ATW개발 계획도 LANL과 France, S weden, 

Russia, Italy, 일본 및 한국과의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대 

용량 ATW 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올 확보하는데 있으며 그 연구개발 내용은 액 

체 납 표적계 기술， 사용후핵연료의 새로운 처리기술 및 핵변환기술의 개발， ATW 

System의 설계기술 확보 퉁에 있다. 이 5년 공동개발이 끝나는 시점에는 다음 단 

계의 실증시설 건설올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결론올 얻게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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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속기 

채 1 절 양성자 가속기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 제원은 표 2.1과 같다. 

표 2.1 대용량 양성자 선형 가속기 제원 

가속 입자 : 양성자!H-
빔 에너 지 : lGeV 양성 자 / l00MeV, 250MeV H
빔 전류 : 20 mA 양성자쩌 

빔 운전 모드 : 연속 

이러한 요구 제원올 만족할 수 있는 가속기는 선형 가속기뿔이므로， 양성자 가속 

기 기종은 선형 가속기로 하였다. 

대용량 양성자 선형 가속기는 그림 2.1과 같은 여러 종류의 가속기로 이루어진 

다. 각 가속기 종류는 각 에너지 영역에서 양성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속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온원에서 50 keV의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퍼-를 만들어 350 MHz 

RFQ (Radio Frequency Quadrupole)에 업사하며， 이 RFQ는 3MeV까지 양성자따

를 가속한다 3MeV에서 100MeV 영역의 가속에는 700MHz CCDTL (Coupled 

Cavity Drift Tube Linac)올 이용한다.10야lieV 이 후에 서 는 700MHz 초전도 선형 

가속기 (Superconducting Linac)를 이용하여 최종 에너지 1GeV까지 가속된다. 특 

히 10야lieV 이후의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경우 이미 전자 가속에는 많은 이용되고 

있으나， 아직 양성자 또는 중이온 가속에는 본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많은 선진국의 연구소에서 R&D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용량 양성자 선형 가 

속기에서는 1차적으로 초전도 선형 가속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R&D를 진행하고， 이 

이
 μ 



R&D 결과 및 국외 연구소의 개발 추이를 보아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이용올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만약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미 많은 

양성자 가속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전도 CCL (Coupled Cavity Linac)올 채택하도 

록한다. 

이온원 
ProtonJH- RFQ CCDTL SL 

RF RF RF RF 

그립 2.1 대용량 양성자 선형 가속기 구성도 

각 가속기의 제원은 표 2.2와 같다. 

겸
 



표 2.2 각 가속기의 제원 

언출 입자 : 양성자쩌-

이온원 인출 전압 : 50 keV 

언출 전류 : 30 mA 양성자 /H 

도달 에너지 : 3 MeV 
RFQ 전류 : 20 mA 

고주파 입 력 : 350 MHz, 750 kW 

도달 에너지 : 100 MeV 

CCDTL 
전류 : 20 mA 

고주파 입 력 : 700 MHz, 
길이 : 200 m 

도달 에너지 : 1 GeV 

초전도 선형가속가 
전류 : 20 mA 

고주파 입력 : 700 MHz 

길이 : 550 m 

변전소 : 100 MVA 

냉각 시껄 : 80MW 
부대 시설 

액체 헬륨 시설 : 10 kW (2K) 

제어 및 보조시설 

제 2 절 중생자 생산 능력 

100MeV 이상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에 의한 중성자 발생은 핵파쇄 반웅이 주이 

다. 100MeV 이하 에너지에서는 핵반옹에 의한 중성자를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나오는 중성자는 특정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고， 핵파쇄 중성자에 비해 저에너지 가 

속기만올 필요로 하므로 중성자 단가는 낮다. 따라서， 핵융합 재료 시협 동 특정 

에너지의 중성자가 필요한 경우， 기초 시험올 위한 소량의 중성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중성자원올 사용할 수 있다. Li 핵반옹에 의해 발생되는 중성자를 

잃
 



이용한 핵융합 재료 시험 시설로서 미국， 일본， 유럽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IFMIF Ontemational Fusion Material Irracliation Facility) 계 획 이 진행 되 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135mA의 중수소를 40MeV까지 가속하여 액체 Li 표적에 조사하여 

중성자를 발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개발중인 양성자 가속기에서도 20MeV 이상에서 이러한 핵반웅을 이용한 중성자 

원올 이용할 계획이다. 이때 발생되는 중성자는 초당 1015 개 정도이다. 기초 실험 

및 방사성 동위원소 제작 퉁에 활용될 수 있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중성자원은 얻올 수 있는 중성자 양에 제한이 었다. 모 

든 가속기는 가속 전류를 중가할 때 나타나는 빔 불안정성으로 인해 일정 전류 이 

상 가속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필요한 중성자 양이 많아지면 이에 필요한 전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원은 핵파쇄 중성자를 이용하고 있다. 이때 발생되는 중성자의 양은 양성자 빔 파 

워에 거의 비례한다. 표적의 재질 및 구조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100MW 

양성자빔은 1년간 lkg의 핵파쇄 중성자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재 진행되고 있는 핵파쇄 중성자원 가속기 프로그램은 수 MW 빔 파워를 가지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중성자원이 생성할 수 있는 중성자는 년간 수십 g 정 

도이다. 20MW 빔 파워를 갖는 대용량 선형 가속기가 최종적으로 건설되면 년간 

약 200g의 중성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즉， 초당 약 4x1018 정도의 중성자를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핵변환로나 중성자 실험올 위한 중성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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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용/응용분야 

재 1 절 원자력분야에의 이용 

1. 가속기-미엄계로 

가.개요 

인류가 에너지를 자연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천연자원올 그대로 사용하 

는 1차원적 에너지원부터 고도의 기술올 사용하여 얻올 수 있는 3차원적 에너지까 

지 여러 가지가 있다. 소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실 

정에서는 고도의 3차원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즉， 기술력으로 에너지자원 

을 다양화해야한다. 대표적인 기술 의존적 에너지원이 원자력이다. 그러나 현재 

원자력산업이 직변해있는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문제이 

다.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사용후 핵연 

료 문제는 원자력 산업의 사활과 직결된다고 하여도 과장이 아니다. 

사용후 핵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 중에 폰재하는 장수명 방사성 핵종에 

기인한다. 장수명 핵종을 처분하는 방안으로서 현재 제안되고 있는 가장 손쉬운 

대안이 지하 심충 저장이다. 그러나 장수명 핵종의 독성이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 

게는 수백 만년이라는 점 그리고 협소한 국토에서 처분장 확보가 쉽지가 않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이 역시 궁극적인 방안이 될 수 는 없다. 따라서 원자력이 가지는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후 핵연료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요구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최근 들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장수명 핵종을 그 자체 

적으로 파괴하는 핵변환 겸용 새로운 에너지 생산장치에 대한 욕구이다. 다양한 

개념의 원자력 시스템이 이러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그들중 가장 대표적인 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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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꼽히는 것이 가속기 구동 미임계 원자로이다. 

나. 시스햄 특성 

고에너지 입자가속기와 토륨올 연료로 하는 미임계로를 결합한 가속기-미엄계로 

로개념은 기폰의 원자력 에너지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전 

체적인 시스템 개념은 그림 3.1과 같다. 가속기로부터 약 1GeV로 가속된 양성자를 

받아서 이를 미임계로 내부에 설치된 표적에 조사하여 핵파쇄반용을 일으키며 그 

결과로부터 다량의 중성자를 얻는다. 보편적으로 납표적올 사용했을 때 가속된 양 

성자 1개당 약 30 - 40개의 중성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핵변환 및 에너지 생산올 

위해서는 핵파쇄 중성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시 미임계로에서 2차로 

중폭한다. 보통 10 - 20배 중폭이 이루어진다. 

가속기와 결합된 미임계 원자로 시스템은 비록 핵분열 에너지원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핵분열로 와는 차이를 보인다. 가속기-미임계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정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성 

미임계로는， 핵분열 에너지의 일부를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 생산에 사용함으로 

임계로에 비해 단위 핵분열당 보다 많은 중성자를 생성시킨다. 그리고 임계로의 

경우 원자로의 주기길이 또는 여러 가지 반용도 계수에 의해서 원자로의 롱특성이 

크게 영향올 받기 때문에 노섬에 장전할 수 있는 핵종의 다양성 동에서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미임계로의 경우 노심이 소화할 수 있는 반용도 변화 폭이 

크므로 보다 다양한 종류의 핵종올 큰 제약 없이 장전할 수 있다‘ 따라서 장수명 

핵종의 소멸처리에 매우 적합한 특성올 갖는다. 뿔만 아니라 가속기-미임계로로에 

서 연료로 간주하고있는 토륨은 핵분열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기존의 우라늄연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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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훨씬 적은 장수명 방사성 핵종인 초우란원소들올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기폰 

의 임계원자로에 비해 뛰어난 환경 친화성올 갖는다. 

2) 안전성 

가속기 구동 원자로 개념은 미엄계로이다. 미임계로이든 임계로이든 자체의 핵 

분열 에너지원올 가지고 자체유지 (Self-Sus않in)반옹올 유지해간다는 데는 크게 차 

이가 없다. 그러나 미임계로가 원자로의 안전성에 주는 기술적 그리고 심리적 안 

전성의 차이는 매우 크다. 미입계로이기 때문에 가지는 장점으로서는 크게 두 가 

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가 임계사고 가능성의 배제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력 에너지 

는 영화 “차이나 신드롬”과 같은 초임계 사고의 가농성올 가진 에너지원으로 인식 

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나마 체르노빌사고를 통해 그들의 우려가 한낮 기우가 아 

니었음올 확인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속기-미임계로 시스템이 채택한 미임계 

는 이러한 대중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시스템 제어의 용이성이다. 임계시스템의 출력 제어는 제어봉 둥올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들은 반웅도 제어장치이다. 따라서 제어계통의 오동작은 곧 

바로 원자로의 반웅도에 영향올 주고 초임계 사고둥 여러 가지 반용도 사고를 유발 

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출력감발의 경우 제어봉이 빠른 속도로 원자로 

내부에서 이동을 하여야하는 데 이 경우 국부 최대출력 (Power Peaking)이 설계제 

한값 퉁올 위배할 수가 있으며 그 결과 연료봉 손상 사고를 유발하며 방사성물질이 

냉각수를 통해 유출될 수 있다. 반면 미임계 출력올 제어하는 가속기는 반용도제 

어장치가 아니고 단순한 에너지를 중성자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므로 가속기의 오동 

작은 반용도사고와 같은 노심 사고를 결코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쁜만 아 

니라 핵분열 연쇄반옹이 가속기라는 추가적인 과정올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 

서 여러 가지 사고시 운전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크게 만들어 놓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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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가속기 구동 미엄계 시스템은 모든 냉각 loop 및 열 교환기를 원자로 용기 

(Vessel) 내부에 포함한 일체형올 선택하고 있다. 기폰의 원자로 설계에서 가장 심 

각한 사고로 고려하고있는 것이 냉각관 파단사고에 의한 냉각재 상실 노심손상 사 

고이다. 그러나 일체형 원자로는 모든 냉각관과 열교환기가 원자로용기 내부에 존 

재하므로 냉각재 상실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3) 기술집약성 

에너지원은 기술과 자원의 결합이다. 기술력이 증가할수록 자원에 대한 의존도 

가 감소한다. 따라서 기술집약성은 에너지원에 대한 선택 폭의 확장과 동시에 기 

폰 에너지원의 효율적 이용올 의미한다. 단순한 광석올 자원화한 것이 원자력 기 

술이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의 전기효율올 향상시키는 것이 

자원 절약기술이다. 따라서 기술집약성은 에너지 자원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우 

리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안보성이라 할 수 있다. 가속기-미임계로가 사용하려고 

하는 주요 에너지 자원은 토륨이며 이는 우리 나라에도 상당량(약 2만톤)이 매장되 

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정도의 양이면 현재의 우리 나라 연간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하였올 때 향후 몇 세기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4) 현실성 

가속기-미임계로 시스템은 기존의 원자로기술과 가속기 기술의 결합이다. 물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개념올 구체화하는 

데 요구되는 공학적인 기술측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올 것이다. 일부에서는 가 

속기의 부착에 따른 경제성올 우려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가속기-미임계로 시스 

템이 갖는 후행핵주기 비용이 매우 저렴할 것이라는 점올 간과한 것으로 전체 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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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측면에서 살펴보면 충분한 경제성올 가질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언급한 여러 가지 이점이외에도 가속기-미임계로 시스템이 갖는 특정으 

로서는 시스템 핵주기의 비핵확산성 및 운전의 유연성올 들 수 있다. 에너지의 효 

율적 이용 및 장수명 방사성 핵종의 소각측면에서 연료의 재순환은 필요하다. 입 

계로의 경우 노심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핵종비가 매우 엄격한 제한올 받는다. 따 

라서 임계로에서 핵연료를 재순환시키기 위해서는 고급의 핵연료 순환시설이 요구 

되며 이는 세계가 추구하고있는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배치된다. 따라서 임계 

로의 경우 핵연료 재순환 시설올 확보하기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정치 

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미임계로는 노심이 장전핵종에 대해서 큰 탄력성 

올 가지므로 핵무기제조에 사용이 불가능한 저급의 핵연료 재순환 시설로서도 시스 

템 운영이 충분하다. 따라서 가속기-미임계로 시스템의 핵연료주기는 보다 핵비확 

산성을 가지며 그 결과 핵연료 재순환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가농성올 갖는다 하겠 

다. 

엄계로의 경우 원자로의 구동력은 노심이 갖는 초엄계도이다. 따라서 엄계로 

의 경우엔 잉여반옹도가 0.0이 되면 원자로 운전이 더 이상은 불가능해진다. 그러 

나 가속기-미엄계로 시스템은 구동력이 가속기의 고에너지 업자이므로 필요할 경우 

경제성측면에서는 약간 불리할 수 있으나 계획된 운전기간올 초과해서라도 계속적 

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다. 세계적 연구현황 

미국， 유럽공동체， 일본， 프랑스 둥 여러 선진국에서 가속기 시스템올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원자력 정책이 상이한 만큼이나 시스템연구의 목적도 상이하 

다. 

미국의 경우엔 70년대 초반부터 BNL의 Phoenix 계획 퉁올 통해 여러 번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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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였으나 90년대 들어 핵무기로부터 방출된 잉여플루토늄이 국제문제화 되면서 

플루토늄 소멸올 목적으로 LANL이 중심이 되어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초기엔 플루 

토늄 소멸올 주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차춤 장수명핵종소멸 그리고 토륨올 

이용한 에너지 생산 쪽으로 개념이 확대되어갔다. 현재까지 미국의 원자력 정책이 

핵비확산에 있는 만큼 시스템 핵연료주기도 미국의 정책이 요구하는 핵비확산성에 

초점올 맞추어 연구되고 있다. 

유럽공동체 연구소인 스위스 CERN 연구소의 경우 노벨 물리학상올 수상한 바 

있는 Rubbia박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초기엔 토륨올 사용한 단순한 

에너지 생산장치로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최근 들어 사회적 관심이 사용후 핵연료 

에 들어있는 장수명 방사성 핵종 소멸에 있음올 감안하여 토륨올 이용한 에너지생 

산 및 장수명 방사성 핵종소멸처리에 초점올 두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 

지 세계적으로 가장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된 곳이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비확산 

성 시스템 핵연료주기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말 OMEGA Project의 시 작과 함께 일본원자력 연구소(JAERI)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 초창기부터 효과적인 장수명 핵종소 

멸처리 시스템 개발이 주 목표였다. 일본의 경우는 미국 및 CERN과는 달리 핵비 

확산성 핵주기 개발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가속기-미임계로 시스템의 공학적 검 

중장치 설계/제작올 위해 JAERI는 Neutron Science Project를 제안해놓고 있는 상 

태 이 다. Neutron Science Project7r 추구하는 시 스템 규모는 30MWth이 다. 

프랑스는 가속기-미엄계로 연구를 위해 ISSAC pr이ect를 수행하고 있다. 

MASURCA에 있는 MUSE실험장치를 이용하여 미임계 시스템 특성실험올 수행하 

고있고 SATURNE에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핵파쇄 실험올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 

는 CNRS , CEA 및 EDF로 구성된 GEDEON 연구팀올 형성하여 가속기-미임계로 

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가속기-미임계로 시스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데모시스템 건설올 위해 HADRON이라 불리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HADRON에 

서는 미엄계도 0.95 그리고 열출력 50 -100 MWth 시스템의 건조를 목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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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상기 언급한 국가 이외에도 체코， 러시아， 스웨덴， 독일 둥지에서 연구가 

진행중이다. 아래의 표는 상기 언급한 미국 LANL, 스위스의 CERN, 일본 JAERI, 

프랑스가 개념연구중인 가속기-미임계로 시스템의 설계 특성올 상호 비교한 것이 

다. 

표 3.1 가속기-미임계로 시스템의 설계 특성 

연구기관 가속기특성 핵특성 연료계통 냉각계통 표적 

액체금속 
LANL 선형양성자 고속중성자 

또는용융염 
액체납 액체납 

CERN 선형양성자 고속중성자 고체금속 액체납 액체납 

JAERI 선형양성자 고속중성자 
용융염 또는 용융염 또는 용융염 또는 

Nitride Fuel Liquid Na 고체 텅스텐 

표랑까‘ 선형양성자 고속중성자 -

라. 국내 연구현황 및 향후 계획 

국내연구는 장수명 핵총소멸처리를 목적으로 1996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아직 가속기-미임계로 시스템에 대한 설계제원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나 

기본연구를 위해 전산시스템 둥이 구축되었고 미임계 시스템이 갖는 기본적인 핵특 

성 및 표적특성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997년도부터는 개략적인 시스템 설정 

올 위해 연료시스템， 냉각시스템에 대한 비교 우위 평가연구를 수행하며 토륨연료 

주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가속기-미임계로 개념은 노심 설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분야가 우리 나라에 

서는 초기 연구 단계에 있다. 따라서 각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올 기본개념연구， 공학 

적 연구， 실증장치제작 둥과 같이 크게 세 분야로 구분하여 산. 학. 연이 공동 또는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확보가 어려운 시험시설 또는 기 

술개발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서 신 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과 결과의 불확정성에서 오는 투자위험도를 최소화할 것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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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륨 핵연료주기 기술 동과 같이 국제적으로 민감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원자 

력기구(IAEA) 동과 같은 국제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행할 것이다. 

전체적인 연구일정은 원자력 계가 수행하고있는 중장기 연구일정에 맞추어 2단 

계 총 10년간올 계획하고 있다. 제 1단계인 1997 - 2001년까지는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념확립과 더불어 시스템의 실현올 위해 요구되는 요소기술올 도출하고 이들 

에 대한 공학적 실증시험올 완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 2단계인 2002 - 2α%년까 

지 소규모의 실중장치를 구성하여 가속기-미임계로 시스템의 전체 계통에 대한 검 

증올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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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가속기-미임계로 시스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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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성자 이용 및 용용 

가. 대형 양성자 가속기로부터의 가용 중성자원 (Neutron Source) 

GeV급 양성자 가속기는 출력단의 가속에너지가 3MeV인 RFQ, 20MeV인 

CCDTL, 250Me V언 SL(I), 최종단언 lGeV의 SL(m의 각 단계별 부가속기들의 출 

구로부터 각각 에너지특성이 다른 중성자를 발생할 수 있다. 각 에너지 영역에서의 

중성자 발생 핵반응기구(Nuclear Reaction Mechanism)는 에너지가 수 - 수십MeV 

일 때는 복합핵형성-붕괴반옹 (p, p' n) 및 중간자에 의한 전하교환 핵반옹(p，n) 이 

주가 되며， 에너지가 50MeV 이상에서는 고에너지 양성자에 의한 표적 핵의 핵자를 

띠 어 내 는 “Knock-out Process"가 주가 되 고 l00MeV이 상에 서는 핵파쇄 반옹이 주 

가 되며， 이때에 다량의 중성자가 발생된다[1]. 따라서 발생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스펙트럼 및 공간적 분포는 각각 입사되는 양성차의 에너지 및 표적 특성에 좌우되 

나 보통 평균 에너지가 lOMeV 이상이며 시간적인 특성은 가속기의 운전특성에 

좌우되어 보통 펄스 폭이 1.5 - 3 nsec 정도의 CW 형이 된다. 표 3.2는 고 에너지 

대전류 양성자가속기의 각 부속가속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성자원의 특성올 요 

약하였다. 

표 3.2 양성자가속기로부터 가용한 중성자원 

중성자특성 

가속단 빔특성 표적 주핵반옹 평균에너지 
발생률 (찌s) 

(MeV) 

RFQ 3MeV, 50mA Li 'Li(p,n)'Be 1.6X 1OU 

DTL 20MeV, 2OmA Be, Li ~Be(p，n) 8.9 

CCL(I) 250MeV, 20mA W, Mo Spallation 3.5 1011 

CCL(II) 1α)()MeV， 20mA 
W, Pb, 

Spal1ation 4.0 3.8 10111 

Pb-Bi 

m 

펴
 



나. 중성자원의 이용분야 

가속기로부터 방출되는 중성자의 이용분야는 전 절에서 언급한 중성자 미시반옹 

단면적 (Microscopic Cross - Section) 측정에 의한 핵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물질구조 

의 구조 및 반옹기구를 규명하는 기초연구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중성자산란， 중성 

자 Radiography, 물질 내에서의 거시적인 중성자 수송 및 복합반옹 관련의 Integral 

Experiment, 원자로 및 핵융합분야의 재료 특성 시험 평가， 고 에너지 중성자에 의 

한 방사화분석 퉁 그 이용 및 웅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1) 중성자 산란 (Neutron Scattering)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는 물질올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과 특정한 반웅올 일으킨 

다. 즉 충돌하여 핵에 홉수되거나 또는 그로부터 퉁겨져 나오는 산란올 일으킨다. 

특히 열중성자는 그 에너지 및 파장이 고체나 액체의 여기 에너지 (Exitation 

Energy) 와 원자간 거리(Interatomic Distance)에 근접할 뿐만아니라， 전하를 가지 

고 있지 않으므로 "Bulk" 시료에 깊이 침투할수 있어 개개의 원자들의 위치 및 운 

동에 대한 정보를 정밀하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중성자의 자기모멘트(Magnetic 

Moment)는 짝지위져 있지않는 전자(Unpaired Electron)과 상호작용올 하므로 이 

제까지 다른방법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웠던 자성체의 미세구조를 연구하는데 매우 

이상적이다. 따라서 산란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산란각도 분포 및 시간거동올 측정 

분석하므로써， 모재 물질의 미세구조 및 원자의 배열 퉁올 알수 있게 된다. 물론 

x-선도 물질의 미세구조를 밝히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중성자는 x-션이 미 

치지 않는 영역의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서로 보완적이라 하겠다. 특히 원자로에서 

발생되는 중성자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반면 가속기 발생 중성자는 짧은 펄스형이 

기 때문에 원자로에서와 같이 중성자를 Monochrometor를 사용하여 단색화 하지않 

고 “Time of Flight" 방법올 사용할수 있어 장치가 간단하고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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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특정이 있다. 

용집물리， 고분자화학， 분자생물 둥 기초연구분야에 중요한 이용 및 용용의 예로 

는 [2,3], 

- 고온 초전도체의 구조 및 여기상태 

- 폴리머 구조 및 상호작용 

- 신 촉매의 구조 및 반옹역학 

- 폴리머와 금속 계면의 상태 

- 상 변위 및 구조 

또한 공학적 용용으로서 

- 금속， 세라빔의 잔류용력 

- 반도체의 표면의 불순물 분석 

- 구조재 합금의 취화 현상 규명 

- 폴리머의 부착력 

- 세라믹의 소결 

풍 기초 및 재료특성 연구에 그 활용도가 매우크다. 

2) 중성자 Radiography 

x-선이나 감마선 Radiography는 장치의 간면성으로 인하여 현재 비파괴 검사의 

중요한 한 수단으로 기계， 조선， 항공， 원자력 산업분야 둥 산업적으로 널리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x-선은 원자의 궤도 전자들과 상호작용올 일으킨다. 

따라서 어떤 물체를 투과할때 감쇄율 (Attenuation Coefficient)은 주로 그 물질의 

밀도와 구성원자의 원자번호에 따라 완만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므로 밀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구분이 쉽지않다는 약점이 있다. 이와 반대로 중성자는 구성원소의 

원자핵과 상호작용을 하므로 핵종에 따라 감쇄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예로서 같은 

원자번호인 수소와 중수소의 감쇄율비는 10배 이상 수소의 경우가 크다. 그림 1은 

X 

ω
 



원자번호순으로 X-선과 중성자의 각각의 질량감쇄계수(Mass Attenuation 

Coefficient: cm2/g) 를 도시한 것이다[ 4]. 원자번호 10번 이하의 경원소인 경우 일반 

적인 금속소재인 Al, Fe, Cr, Ni, Cu 둥 보다 감쇄윷이 5 - 10여배 크므로 이를 구 

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재료내에 수분이 함유되어있올 경우 물의 감쇄계 

수는 이들보다 약 50여배 크므로 적은량이라도 구별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이용은 기존 X-선 비파괴 방법으로는 곤란하였던， 

- 항공기 엔진 터빈블레이드 검사 

- 항공기 알루미늄 구조재의 부식 검사 

- 화약류 및 폭탄류의 검색 

- 용접부위 수소 취화 측정 

- 구조물의 유기 접착충 검사 

- 구조물 내부의 수분/물 합유량 측정 

에 매우 효과적이다 

중성자 Radiography는 현재 원자로의 중성자를 사용하여 널리 수행되고 있으나， 

이 경우 검사품을 원자로 빔라인 까지 접근 시켜야 되고 또한 조사 물체의 크기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올 보완하기 위하여 가속기형 소형 

중성자원과 이를 장착， 자동이송 검색 및 수송장치가 결합된 MNRS (Mobile 

Neutron Radiography System)가 미국 ANL올 중심으로 개발중에 있다. 이때 가 

속기로는 이온원， RFQ 및 표적이 치밀화 된 구조이며 중성자속은 약 5X106 rνcrn2 

sec 이다. 

3) 중성자 Intergal Experiment 

원리적으로 어떤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원소들의 구성비， 공간적 분포와 모든 

반웅의 미시단면적이 알려져 있다면 이 물체내의 중성자 수송현황올 계산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초기 중성자에 의하여 생성되는 2차 중성자나， 2차 감마선 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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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a에 대한 핵자료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예로서 핵융합로의 

Bla따<et내에서의 중성자 수송이나 원차로 동 차폐체의 감마선 Dose등은 계산만으 

로는 종종 큰 오차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Integral Experiment 는 이 러 한 점 올 

보완하고 계산결과를 검증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5]. 특히 원자로 중성 

자와는 달리 가속기 중성자는 에너지가 10 MeV 이상이므로 핵융합로 발생 14MeV 

D-T 중성자와 근접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어 핵융합로의 Blanket, 차폐체 둥 

Neutronics 공학설 계 검 증에 필수적 이 다. 

4) 핵융합로 재료 시험 

현재 핵융합로 개발 중 공학적인 현안중의 하나는 초고온， 고 방사선 분위기하에 

서 견딜수 있는 재료의 개발이다. 특히 고온플라즈마와 마주하고 있는 제1 벽， 

Diverter, 절연체 둥과 같은 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특성의 열화는 장차 핵융합로의 

수명이나 가동윷에 직접 관계된다. 원자로와 핵융합로에서 발생되는 중성자는 그 

에너지가 각각 1-2 MeV, 14.1 MeV 로 큰 차이가 나며， 이에따른 재료의 방사선 

상해 CRadiation Damage) 현상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지금까지 연구결과에 의 

하면 [6,7], 14 MeV 중성자는 1 MeV 중성자에 비하여 동일량올 조사시킬때 발생되 

는 Cluster, Vacancy 및 Dislocation 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상해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이 의미하는 것옹 기존 재료시험용원자로 (Material 

Testing Reactor)로는 핵융합 재료시험올 대체할수 없다는 것이다. 시험에 이상적 

인 중성자원은 가속기형 D-T 중성자발생장치이지만 현재 개발된 최대의 장치 [8] 

도 1011 
- 1012 nlcm2 sec 정도이므로 전 조사량이 1020 - 1021 nlcm2 요구되는 재 

료시험에 부족하다. 가속기의 경우 1014 _ 1015 ψcm2 sec 이므로 비교적 조사 시험 

에 충분하다. 

껴
 
l η

 
J 



5) 고 에너지 중성자 방사화 분석 CActivation Analysis) 

각 원소의 정량적 함량올 측정하는데 방사화 분석법이 중요한 미량분석 방법중 

에 하나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원소들은 중성자의 반옹단면적이 낮을수록 크 

므로， 보통 방사화 분석은 원자로에서 방출되는 열중성자를 이용하여 하게된다. 그 

러나 열중성자의 반용단면적이 작은 N, 0 , F, Al, Si 퉁은 다른원소틀과 같이 섞여 

있올때 이에 열중성자를 찍어 방사화시키면 방사화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원소에 가 

리어 분석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 원소들은 lOMeV 이상의 영역에서는 다른원 

소들과 비교할만한 단면적올 가지고 있으므로 고에너지 중성자를 사용하여 방사화 

시키면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9]. 이 방법으로 유효한 원소와 그 민감도는 표 3.2 

와같다. 

표 3.3 고 에너지 중성자 방사화 분석에 유효한 원소와 민감도 

Cross-Section 
Half-Life 

Specific Activity Sensitivity 
Reaction Iradiation-Time 

a(b) (dps/g) (ug) 

!4N (n,2n) u N 0.005 9.96 m 45 m 2.14 X 10' 7.9 

l('ü(n,p) l('N 0.09 7.14 s 1m 3.4 X 1O(l 1.5 

!\lP(n,p)! \lü 0.135 29.1 s 2m 4.3 X 1O(l 0.4 

ιJNa(n，p)깅Ne 0.034 37.6 s 4m 9 X 10' 2 

ι4Mg(n，p)ι4Na 0.19 14.96 h 1 h 1.55 X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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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자료 생산 

국제 원자력회 협의회 Ontemational Nuclear Societies Council)가 예측하는 다가 

오는 50 년이내의 장기 원자력에너지원은 현재의 경수로(light water reactor)와 재 

처리 PU 연료를 이용하는 고속로(fast breeder reactor)이며 안전성과 경제성있는 

대안으로서 thorium 핵연료를 이용하는 가속기구동 미입계 원자로 

(accelerator-driven subcritical reactor)를 전망하고 있다. 핵융합은 궁극적 인 에 너 

지원이 될것이나 고도의 기술성，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향후 50년내에는 상업용 발 

전설비로는 퉁장하지 못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0].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핵자료는 주로 발전용 경수로설계/운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에너지범위도 열에너지에서 수 MeV이하의 전단면적， 산란 

단면적， U-235의 핵분열 단면적 및 핵분열 특성 (fission spectra, delayed neutron 

fraction) 퉁에 대해서만 신뢰성이 있다. 고속로 설계에 필요한 많은 핵자료도 일본 

의 ]ENDL-3.2 퉁으로 공개되으로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 

다. 그러나 thorium-232 사용 핵주기와 spallation source 에 대한 설계자료는 아직 

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spallation source 에서 필요한 2 GeV 이하， 

100 MeV 이하의 에너지영역에서는 중성자뽕아니라 감마， 양자， pi-, K-중간자에 

대한 수송론 해석에 사용할 핵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핵자료는 기폰 경수로， 고속 

로 핵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했던 원자로나 전자가속기에 의한 중성자반웅 측정 

설비의 이용이 어려우므로 실측자료가 거의 없으며 단지 이론적인 예측만올 하고 

있을 뿐이다[11 ，1 2]. 따라서 양자가속기 설계， 미임계로퉁 빔 이용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고에너지 분야의 핵자료평가 코드개발과 아울러 실측 설비의 건설이 

필수적이다. 핵자료중 단일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성자 반웅， 핵파쇄 (spallation) 단면 

적퉁은 양성자가속기를 직접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분야로서 LANL 퉁에서 시 

도 중이다[13]. 또한 유도되는 100 MeV 근처의 중성자， K-중간자 반옹 단면적은 

전자 가속기에 의한 giant dipole 공명에 의한 1 MeV pe없 중성자원으로는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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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중수소(deuteron) 퉁올 가속하는 고어먼지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100 

MeV 근처의 중성자， 1 GeV 근처의 pi- , K-중간자 반옹단면적 측정이 필요하다. 

필요한 핵자료중 일부인 감마 유도 핵반웅(photonuclear， photofission)퉁은 무거 

운 원소의 경우 15 MeV 근처， 가벼운 원소의 경우 30 MeV근처에서 giant 공명현 

상올 보이며 핵파쇄 시 발생하는 감마선에 의한 미엄계노심 및 재료내의 2 차중성 

자 발생을 야기하므로 중요하다. 이의 측정은 기존 전자가속기로도 가능하므로 러 

시 아[14]둥에 서 연구중이 다. 

기존 경수로둥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중 수만년이상의 반감기를 갖는 1-129, 

Tc-99, Cs137, 및 Np-237 이상의 minor actinide를 소멸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 

수로， 고속로퉁 엄계노심의 핵설계에서 그 중요성이 간과되었던 minor actinide에 

대한 capture 단면적쁜아니라 (n,p) , (n,d) , (n,t) , (n,alpha) , (p,n) , (alpha,n) 반옹단면 

적도 중요한 구실올 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외에도 고속로 또는 경수로를 

이용한 핵종변환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장수명 핵분열 파편에 대한 20 MeV 이하 

에너지 영역의 핵종 천이자료를 확보하여야한다. 또한 가속기구동 미엄계로인 경우 

에도 고체형 핵연료인 경우에는 구조재와 텅스텐 퉁의 고온금속에 대한 정밀한 핵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용융염인 경우에는 용 

융염으로 사용되는 N, Cl, S, Na 둥과 actinide 에 대한 100 MeV 에 이르는 고에너 

지 영역에서의 핵자료를 확보하여야한다[15]. 표 3.4에 핵종변환 관련 핵종의 목 

록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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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핵종변환 관련 핵종 

1 tEjr T ErE 처리 핵종 관련 핵종 

장수명 핵분열생성물 
Tc-99 Ru-100,101 
1-129 1-127, Te-128, Xe-128,130,131, 

중수명 핵분열생성물 
Sr-90 

Cs-133,134,135, Ba-134,l36,l37,138 
Cs-137 
Pu-239，-24때0α， -24따1 ，-242 

minor actinide Np-237,Am-241 ,243, All actinides 
Cm-243.244.245 

타켓 Ta, W, Pb, Bi 

Fe, Co, Nì, Cu, Zn, Zr, 
구조재，냉각재 Mn, Cr, H, C, N, 0 , Mg, 

A1. Ar. K. Ca‘ S. Cl 

또한 고에너지 양성자가속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표 3.5에 열거된 바와 같이 방 

사선 차폐와 재료의 피폭을 추정하기 위해 가속기 재료들의 해당에너지에서의 

activation 단면적， 중성자 발생 단면적을 정밀하게 알아야한다. 구조 재료의 피폭 

분석올 위해서는 반옹 단면적외에도 PKA (Primary Knockout Atom) spectra, DP A 

(Displacement per Atom) , KERMA (Kinetic Energy Release per Mass) 및 

photonuclear 단면적올 알아야 한다. 이런한 량은 양자 가속기 뿐만아니라 

Tokamak 퉁 핵융합로의 재료를 설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량이다. 

” 
잎
 



표 3.5 중에너지용 필요 핵자료 

에너지 업사 업자 반응종류 핵종 용도 

total, elastic, H, Li, C, N, 0 , Na, Mg, 
reaction, fission, Al, Si, K, Ca, Ti, V, Cr, 

< 50 MeV 
proouction Mn, Fe, Ni, Cu, Mo, W, 

핵 융합 n, p 
emission DDX Ta 
PKA, DPA, 

KERMA 
Li, Be, B, C, N, 0 , F, 
Na, Mg, Al, Si, Cl, Ar, 

n,p, 
” 

K, Ca, V, Cr, Mn, Fe, 핵 융합， 

< 2 GeV p lOn, 
pion, K -meson 

Co, Ni, Cu, Zn, Y, Zr, 
K-meson emission DDX 

Nb, Mo, W, Au, Pb, 양자가속기 
Bi, Th, U, Np, Pu, Am, 
Cm 
2H, 12C, 1뼈， 160, 
23N a, 24,25,26Mg, '2:1 Al, 
28,29,30Si, 40,48Ca, 
46,48Ti, 52Cr, 55Mn, 가속기 차폐， 

< 140 MeV photon 
absorption, 54,56Fe, 59Co, 58,60Ni, 
decay 63,65Cu, 90Zr, 181Ta, 

핵의학 
92,94,96,98,IOOMo, 
181 Ta, 182,184,186W, 
197Au, 206,207,208Pb, 
209Bi. 235.238U 

* T.Fukahori and S.Chiba, "Status of Nuclear Data Evaluation for ]ENDL 

High Energy File," Proc. Int'l Conf. on Nuclear Data for Sci. and Tech., 

Gatlinberg, May9-13, 1994. 

핵융합을 이용하는 Tokamak 장비둥은 핵융합시 발생하는 14 MeV peak 에너 

지의 중성자에 의한 대량의 중성자를 열로 바꾸고 연료로 재사용하기 위한 tritium 

을 생산해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핵융합이 일어나는 Tokamak올 설계하기 위해서는 

표.3 과 같은 핵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기폰 경수로용의 4.8 MeV pe밟 를 감속시켜 

사용할 때와는 다른 고에너지의 핵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핵자료는 1 MeV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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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peak를 갖는 전자가속기 방식보다는 직접 중수로， lithium 핵융합 반옹을 이르키 

는 가속기 또는 양성자를 beryllium 에 충돌시키는 가속기를 이용하는 편이 정확한 

자료를 측정할 수 있으며， 특히 원자로심의 경우 보다 각-에너지 종속 단면적 

(DDX)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표 3.6ITER 핵융합용 핵자료 

구조 재료 (헥 종) 용도 

blanket SS316 (Fe, Cr, Ni, Mn) , Li flux 차폐， 

diverter Water(H,O), V, Ti, Be, Cu H-3 breeding, 

vacuum vessel Inconel (Ni,Cr,Fe), SS316 Be(n,2n) 

Water (H, 0) damage, heating, 
magnets Cu, Nb3Sn, NbTi, SS304 activation 

Inconel908. Organics(H,C.O) 

핵융합이나 의료이용을 위한 3 중수소의 생산은 lithium 에 양성자 또는 중성자 

빔을 조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양성자가속기를 의료용 동위원소생산에 이용할 경 

우 양성자에너지를 선택하여 사용할수 있으므로 각 핵종마다 다른 공명에너지를 선 

택하여 매우 순도 높은 동위원소를 생산할수 있게 된다. 또한 고에너지 양자， 중간 

자 조사에 의한 암치료 동의 이용에 필요한 단면적은 각종 동위원소 생산 소재와 

인체구성 원소에 대한 핵자료이다. 핵의학용의 중성자 자료는 70 MeV 까지 양성자 

는 250 MeV, pion, K-meson 퉁온 GeV 정 도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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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핵의학용 핵자료 

용도 핵종 에너지 영역 비고 

인체 조사 H, C, N, 0 , F, < 250 MeV (p) 암치료 

P, Ca < 70 MeV (n) 
poSltron llC, 13N, 150, - 17 MeV (p) 

emmiter 18F, - 10 MeV (d) PET 진단 

78Kr(p,a)75Br, - 17 Mev (p) 

74Se(d,n)75Br, - 10 MeV (d) 

86Sr(p,n)86Y, - 14 MeV (p) 

94Mo(p,n)94mTc, - 13 MeV (p) 
124Te(p,n) ,l241 - 14 MeV (p) 

추적자 Br, As, Se, Ga - 50 MeV (a) 고순도 동위원소 

Cd‘ Ag - 50 MeV (p) 

우주과학에 대한 핵자료의 필요는 주로 태양풍에서 오는 50 MeV 이상 수 GeV 

에 이르는 양성자로 말미암은 것으로 우주선의 태양전지， 반도체， 인체에 대한 영향 

올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고밀도 반도체에 대한 양성자피폭으로 말미암은 

single event upset 현상은 우주뿐아니라 원자로 내부둥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오통작올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차폐설계를 위한 고에너지 핵자료 

는 중요하다. 이러한 핵자료는 우주선 컴퓨터 구조재와 인체 구조재에 대한 수 

GeV 영영에 대한 양성자 및 유도되는 pi- , K- 중간자， 감마선， 중성자동 다양한 입 

자에 대한 반용 단면적올 요구하며 고에너지 양자가속기를 이용하여 정밀한 핵자료 

를 생산할 수 있고 이는 차폐의 경량화 퉁올 통해 우주선의 경제성을 향상 시키게 

된다[16]. 

이러한 핵자료는 대형 양성자가속기의 차폐， 방사능오염 퉁과 미엄계로의 설계， 

운전에 필수적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가속기를 이용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생산동에 

서도 기존 원자로 이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과는 다른 범위， 종류의 자료를 포함 

한다. 그러나 현재 까지는 대형 양성자가속기와 그를 이용하는 핵자료측정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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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미비하므로 우선 외국의 측정자료를 수집하고 기존 핵 반웅 모형과 

intra-nuclear cascade evaporation model[ l1], 양자분자동력 학 (Quantum Molecular 

Dynamics)[12]퉁 중에너지 영역에 적합한 모텔개발에 의한 이론적인 예측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에너지 핵자료평가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 (OECD/NEA 

WPEC13, Working Party for International Evaluation Cooperation for 

Intermediate Energy)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양성자가속기가 건설되는 

단계에서 적절한 에너지구간에 대한 핵자료 측정설비를 구비하고 실측올 하여 이론 

적인 예측올 보완， 보정해 나가게 된다. 한편， 기폰 전자가속기퉁의 시설올 이용하 

여 자료를 측정할 수 있는 photonuclear, 저에너지 중성자 반옹 단면적은 조속한 시 

일내에 건설할 핵자료측정 시설을 이용하여 실측하는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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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절 산업적이용 

1. 서론 

60여년전 Cockcroft 와 Walton이 양성자를 800keV로 가속해서， 처음으로 인공적 

으로 원자핵 변환(헥반옹)에 성공한이래 원자핵 소립자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 

속기는 눈부시게 발달했다. 가속기 이용은 원자핵， 소립자 연구이외에 물성둥 기초 

과학으로부터 산업옹용까지 대단히 광범위하다. 또， 가속기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기초 연구용은 에너지가 1TeV(1012eV)정도까지 도달한데 비하여 산업용은 수 MeV 

급 이하로서 매우 낮은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빔 전류 면에서는 학술 연구용 

이 μA이하 인데 반하여 산업용은 수 mA이상이 되어야 생산성에 맞출 수가 있다. 

또한 산업용은 완성도가 높아서 제품화되어 있으며， 앞으로 대전류 조건올 만족 하 

면서 MeV급 고에너지 쪽으로 그 영역올 넓히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는 지금까 

지 저 에너지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연구예를 살펴 보고， RFQ(3MeV，20mA)와 

CCDTL(20Me V，20mA)에 대한 산업적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폭약검출에 이용 

Scotland Lockerbie에서 Pan Am Flight 103 비행기가 무게 1파운드도 되지않는 

플라스틱 폭탄으로 폭파된후 미국공항의 안전문제가 대두 되었다. 1ρckerbie 참사이 

후 F AA (Federal A viation Administration)는 새로운 폭약 검출 기술올 개발하기 위 

해서 85개 과제에 자금올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197H 과제가 표준검출 시스템 

의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 검색 시스템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형 화물 컨테이너 (145 - 185 fe)속에 숨겨진 소형 폭약올 검색하는 것이다. 기폰 

의 X선 투시방법과 달리 GRA 시스팀은 화물올 검색하는데 필요한 투과력이 었으 

며， 밀도는 같지만 화합물 성분이 다른 물질올 구별할 수 있고， 컨테이너를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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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구현하여 다른 물체뒤에 숨겨져있는 폭약올 검출할 수 있다. 이러한 대형 

화물 검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AA는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하여 

중성자를 만들고 이 중성자에 의한 핵반옹 결과 방출하는 갑마선올 검출하는 

gamma resonance absorption (GRA)이라고 하는 기술올 고려하고 있으며，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의 재정 지원올 받아서 Northrop Grumman's 

Advanced Systems & Technology Group of Military Aircraft Systems Division, 

TRIUMF 그리고 Scientific Innovations가 실중 시험 GRA 시스템올 개발하고 있다. 

GRA 시스템은 폭약을 전체 밀도와 질소 밀도의 2가지 특성올 기초로 하여 다른 

물질과 구별하고 있으며， 전체 밀도나 질소 밀도 하나만으론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체 밀도와 질소 밀도를 검사하고 단충촬영올 하여， 검출 확율올 높이고 오통작윷 

올 낮출 수가 있다. GRA에서 질소는 감마선의 선택적 홉수로 검출된다. 즉， 9.17 

MeV에서 감마 방사선은 질소(14N)핵과 공진하여 홉수된다. 감마선은 적당한 에너 

지의 양자빔이 어떤 표적에 충격올 가할 때 발생하는 핵반용으로 발생한다. 질소 

핵과 공진하는 감마선은 양자선에 대해서 80.7。 각으로 360。 원뿔 모양의 carbon 

표적으로 방출된다. 이러한 감마선은 검출 하고자 하는 물질올 통과하여 아크형의 

bismuth germinate(BGO) 검출기 에 도달하여 검 출되며 그립 l은 LD-3 컨테 이 너 를 

검색할 수 있는 GRA 시스템올 보여주고 있으며 LD-3 컨테이너에 맞게 설치된 

GRA 시스템은 동시에 4개의 컨테이너를 검색할 수 있고 단충 촬영올 끝내는데 걸 

리는 시간은 10 - 20분으로 시간당 24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필 

요한 양성자 가속기의 빔 에너지는 :S: 2MeV 빔 전류는 :S: 15mA로 

RFQ(3Me V，20mA)가속기를 이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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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2 Proton beam bombards target that emits gamma rays resonant with 

m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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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성자 radiography 용용 

가시광에 대해서 불투명한 유체나 고체중의 기포를 가시화 할 때에는， 방사선이 

나 초음파퉁이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으로서는 X선이나 중성자가 각각 우수한 특성 

을 살려서 공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며 유체현상이나 비퉁·증 

발현상， 흔상류라고 하는 이상계면을 갖는 물리현상 해명에도 응용된다. 그러나 최 

대규모의 중성자 radiography 설비로서도 중성자는 108개/cm2/sec 정도의 입자속밀 

도이며， 실시간으로 선명한 형상올 얻는다는 것이 어렵고， 비퉁현상과 같은 msec 

이하로 빠른 현상을 포착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양성자선올 사용한 radiography는 

다음과같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1)자장 및 전장에 대해서 쉽게 입자속밀도를 

약 1012개/cm2/sec 정도까지 높일 수 있다. (2)양성자와 물질과 상호작용에 의한 산 

란은 중성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아서 물질중의 운동이 우수한 직진성올 나타내기 

때문에， 선명한 영상올 얻을 수가 있다. (3)radiography는 현상올 가시화하기 위해서 

직접 여기 하지만， 중성자에 비해서 양성자는 발광휘도가 크다. 이와같이 양성자선 

올 이용한 radiography는 중성자 radiography에 비해서 고속현상을 고해상도 실시 

간 동화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장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양성자션을 사용한 통적현상의 가시화 시도는 적 

었다. 여기서는 금속제의 수직세관내 비퉁기포의 가시화에 이용한 proton 

radiography의 예를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2에서 가속부로부터 나온 빔은 Q렌 

즈 및 slit로 직경 약 3mm로 한후， 빔의 평행성올 좋게 하기 위해 금박으로 탄성산 

란 시킨후 다시 2개의 slit( s2.s3)로 평행성올 높이고 직경 약20mm의 빔으로 하여 

harva박막(10μm)를 통하여 빔올 대기중으로 꺼내어 비퉁용기에 입사시킨다. 비퉁 

용기를 투과 할 때에 양성자선은 액과 기포와의 에너지 감쇄차를 이용하고， 형광판 

올 사용해서 가시광으로 변환하여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다. 실험에 사용한 양성 

자선의 에너지는 최대 12MeV， 전류는 10nA이다. 이러한 세관내 버퉁유통특성 연구 

는 원자력기기의 高熱負備除熱 및 小型熱交換器 개발퉁에 옹용된다. RFQ가속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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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20MeV이므로 더두꺼운 관에 적용 가능하고 빔 전류가 충분하므로 필요 

시 빔올 여러군데 분기하여 사용하므로서 다량 동시처리가 가능하다. 

많PROT애 

E파 

그 림 3.3 Experimental Set-up 

4. 폴려머 재료의 영향명가 용용 

양성자 조사에 대한 고분자 재료의 내방사선 평가는 우주와 핵융합로에서 적합 

한 재료를 선태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하며， polyimides는 반사필름이나 전자장비의 

절연재와 같은 구조재로서 항공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지제도에 있는 우 

주선은 전자빔이나 자외선과 마찬가지로 양성자선에 의해서도 손상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같이 우주공간에서 내방사선 유기재료의 옹용이 중요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양성자선이 고분자 재료를 통과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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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다음과같은 여러 가지 고분자 재료에 8MeV 양성자와 2MeV 전자빔올 조사 

시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 aliphatic polymer 

• PE - polyethlene 

• PP - isotactic polypropy lene 

• EVA -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 PVDF - poly(vinylidene fluoride) 

• ETFES - tetrafluoroethy lene-ethy lene copolymer 

• nylon-6 

- aromatic polymer 

• PET - poly(ethylene-terephthalate) 

• PES - poly(aryl ether sulphone) 

• U-PS - bisphenol A based poly(aryl sulphone) 

이 결과에서 전자에 의한 것보다 양성자에 의한 방사선 영향으로 LET(Linear 

Energy Transfer)가 30배 이상 더 높았으며， 지방산족 폴리머에서는 LET효과가 

관측되지 않았으며， 방향족 폴리머에서 LET효과가 관측되었다. 현재 

J AERI-Takasaki에서 TIARA시설올 이용하여 많은 연구구룹이 폴리머 방사선화학 

에 대한 LET효과를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다. 여기에 RFQ(3Me V,20mA), 

CCDTL(20MeV，20mA)가속기를 이용하면 내방사선 고분자 재료개발올 할 수 있올 

것이다. 

1 , 4 「3 



5. 태양전지 개발에 이용 

1994년에 발사된 Engineering Test Satellite-VI(ETS-VI)가 Apollo engine 고장 

으로 정지궤도 진입에 실패하고 타원궤도를 돌게 되어， Van Allen radiation belts를 

통과할 때 solar cell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우주공간에서 이러한 

심각한 방사선 열화가 일어나는 원인올 규명하기 위하여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원인 규명 실험올 하였다. 실험조건은 양성자 빔에너지는 1-10MeV, 조사선량은 

1011 -2 x 1014cm-2로 Si solar cell에 조사하여 얻은 결과， 드 1013cm -2에서 cell특성이 

점진적으로 열화， 3 X 1013 -1 x 1014cm-2에서 단락회로 전류의 비정상적 증가와 개방 

회로 전압의 비정상적 감소， 그 이상의 조사선량에서 단락회로 전류의 급격한 감소 

와 cell기능이 정지되는 결과를 도출하여， 단락회로 전류의 비정상 증가와 개방회로 

전압 감소는 높은 에너지의 양성자 주입 결함으로 인한 다수 이송자 포획으로 공핍 

폭이 넓어지므로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cell의 갑작스런 기능저하 

는 방사선 주입 결함으로 다수 이송자 포획 때문에 p형 Si충의 이송자 농도 감소와 

저항치의 증가 때분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음올 밝혀 냈다. 따라서 

RFQ+CCDTL 대전류 가속기를 써서 여러 열악한 우주 및 방사선 환경올 인공적으 

로 만든후 각종 소자들을 내방사선화 개발 시험 수행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6. ThyistOTS 체 작에 이 용 

전력 thyristor는 스위치， 전력제어소자， 인버터， 주파수 변환기 둥에 널리 이용되 

는 반도체 소자이다. 여러 가지 이용중에서 “on” 상태에서 “off" 상태로 스위칭 속 

도가 최대한 빨라야 하는， 즉 스위칭 시간이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 고속 스위칭 능 

력은 이송자 트랩이나 재결합 센터를 만들어서 모재의 소수 이송자 수명올 줄이는 

것인데， 이 경우 순방향 전압강하를 줄이고 스위칭 시간올 짧게하기 위해선 정확한 

이
 
4 



위치에 트랩이나 재결합 센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현재 사용되는 금 도우핑이 

나 전자빔 조사 방법은 트랩의 위치를 정확히 제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에 대하여 양성자 에너지의 정확한 제어로 thyristor를 만드는 방법올 살펴보면 

EXPEAU이ENTALAARANGEMENT 

20 ft 

/ 
Rotating Profile 

Shaper 

그 립 3.4 Sketch of experimental arragement. 

그림 3.4에서 왼쪽으로부터 들어온 양성자 빔은 앓은 알루미늄 박막올 통과하여 

소자에 고르고 넓게 조사되고， 시준기는 청확한 위치에 양성자 빔이 조사되도록 시 

편에 밀착 시킨다. profile shaper는 두 개의 다른 두께를 한 원판으로서 반도체 소 

자내 두 개의 다른곳에 동시에 양성자 조사를 쉽게하기 위해 이원적인 에너지 빔올 

낼 수 있는 회전 원판이다. 그림4를 보면 양성자 빔은 두께가 다른 profile shaper를 

통과할 때 에너지 손실 차가 발생하여 원판의 앓은 부분올 통과한 빔은 좀더 깊은 

곳에서 변위손실이 일어나고， 두꺼운 부분올 통과한 빔은 에너지 손실이 많아서 표 

면과 가까운 곳에 변위영역올 만든다. 이와같이 고속 스위칭 thyristor를 제작하는데 

새로운 이원적인 에너지 양성자 빔 조사 기술올 이용한다. 이때 필요한 양성자 빔 

에너지는 l- lQMeV 정도이고， 조사선량은 lQll_ 1Q14/cm2이므로 RFQ ,DTL 가속기 

를 변형 적용하면， 양질의 소자를 다량으로 제작할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된다.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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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Sketch of profile sh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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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 절 국방분야 이용 

1. 개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속기를 셜계 건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첨단 기술의 

개발이 요구될 뿔만아니라 건조 후에는 가속기에서 나오는 범올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창출올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가속기 설계， 건조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의 국방용용과 건조 후 양성자 빔올 이용해 개발가능한 국방용용분야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가속기 개발관련 기술중 국방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용용될 수 있는 기술로 

서는 크게 3가지를 들 수가 있다. 첫 번째로는 가속기 건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RF(고주파)기술이고 두 번째로는 가속기의 빔올 이용한 이온주입 기술과 마지막 

으로 가속기를 이용한 이동형 중성자 발생장치 기술이다. 

2. 고주파 기술 

현대의 무기체계는 점중적으로 기술집약적 비 폭발성 무기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 특히 전자전에 대비한 ECM 및 ECCM은 현대전올 대표하는 C3 무기체계로 

서 각국에서 앞올 다투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고출 

력 대용량 고주파 발생장치 제작기술과 Power Source 제작기술의 국산화는 현대전 

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일 것이다. 

고주파 기술을 용용한 대표적인 무기체계로서는 1) 적의 전자체계 파괴， 2) 살상 

용 대인 무기， 3) 화학전(독개스) 방어 무기 퉁올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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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주파 무기의 원리 

1) 전자 무기체계 파괴 원리 

도체 주변에 차장올 걸어주변 전류가 형성된다. 만약 도체가 충분히 작올 때 그 

주변에 매우 큰 자장올 걸어주변 도체는 과전류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린다. 전자 

무기의 모든 부품은 기본적으로 실리콘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리콘칩에 자장이 

걸리면 칩이 파괴되거나 이상 전류의 형성에 의해 부품의 기능이 상실된다. 

2) 대인 살상원리 

인간의 생리 그리고 행동은 전자기파와 매우 큰 연관 관계가 있으며 생체의 생 

명활동에 전자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올 한다. 따라서 고주파를 이용하여 전자기 

적 에너지를 인간의 세포에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0.1 milisecond에 100만 

watt가 고주파에 의해 뇌에 전달된다면 뇌세포의 dielectric capacity를 충분히 초과 

함으로서 뇌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주파수의 고주파는 심장이 갖는 

"p" 파를 혼란시켜 심장마비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신경계통에 강력한 자장 

올 형성시키므로서 신경계통을 혼란에 빠뜨렬 수 있다. 

3) 생화학 무기 무력화 원리 

고주파가 형성된 공동(Cavity)에 공기를 통과시키면 짧은 순간에 (miliseconds) 약 

하게 이옹화된 플라즈마가 생성된다. 플라즈마의 생성은 많은 양의 전자를 공급하 

며 이들 전자가 독성의 개스 화합물이 다른 화합물로 바뀌도록 화학반웅올 촉진하 

여 독개스를 분해한다. 플라즈마의 형성과 함께 주변 전자의 온도가 1 eV(약 

10000 OC)가 되며 이들 열에 의해서 독성 화합물의 chemical bond가 파괴되고 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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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분해된다. 세균의 경우 상기 대인 살상원리와 마찬가지로 고주파에 의해 세 

균 세포가 파괴된다. 

나. 고주파 무기 개 발현황 

1970년초 이래로 미국은 그들의 월퉁한 전자기술올 바탕으로한 C3-체계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 System)를 이용하여 대소 전략무기협상에 

서 주도권올 잡아왔다. 전자기술에서 열쇄를 보인 구소련은 미국의 전자 무기체계 

를 무력화(useless)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주파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1987년도 미 국방부에서 발간한 ”소련의 군사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은 

조만간 고주파 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보고서는 

소련이 이미 단발적으로(single pulse)는 10억 watt를 초과하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repetitive pulse) 1억 watt를 상회하는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므로 이 

러한 신개념의 고주파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 

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고출력 고주파 무기 분야에서는 미국이 구소련(러 

시아)에 대해 기술적 열세(Zap Gap)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1) ELF(Extreme Low Frequency) 무기 

Extreme Low Frequency 영역(3000 Hz 이하)의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대인살상 능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1981 - 1982 년도에 미 육군은 

들쥐를 이용하여 3.33 - 9.41 Hz의 ELF무기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올 실험하였다. 

미 육군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ELF무717}; 1) 행동양식에 변화를 주고; 2) 살아있는 

생체 세포내에 화학적 변화를 발생시키고; 3) 뼈의 성장 및 호르몬 분비계통에 이상 

올 유발시키며; 4) 뇌의 신경계통에 영향올 준다는 사실올 발견하였다. 또한 군중 

올 해산시킨다거나 잠재적 범죄자를 체포할 때 ELF를 사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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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어 있다. 

2) EMP(Electromagnetic Pulse) 무 기 

주파수가 수십 GHz(파장은 수 milimeter) 인 고에너지 전자기파를 이용한다. 일 

명 "Soft Kill" 무기로도 불리우며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탱크， 항공기， 미사일， 심지 

어 인공위성까지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무기이다. 어떤 특정 주파수를 갖는 EMP 

의 경우 공기 저항이 무시할 수 있올 정도로 작아 그 사정거리가 매우 길다. EMP 

는 여타 미사일과 같은 무기와는 달리 그 속도가 빛과 동일함으로 목표의 명중률이 

거의 100 %에 이른다. 현재 미 공군의 주력기종의 하나인 F16의 경우 항공역학적 

으로 불안정하여 컴퓨터의 도움없이는 비행이 불가능 하다. 만약 F16에 EMP를 

발사하면 F16은 조종 불능상태가 되어버린다. 또한 사람이 1km이내에서 EMP에 

맞으면 뇌세포가 파괴되어 순간적으로 사망한다 1km 보다 멀리 있으면 mind 

function상에 변화를 유발한다. EMP는 또한 심장마비를 유발하기도 한다.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구소련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1km 밖에 있는 염소를 살상할 수 있었 

고 약 2km 지역에 있는 염소에 여러가지 기능적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었다고 한 

다. 

학자들에 의하면 소련은 100 GHz 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고주파 무기가 조만간 트럭크기로 실현될 수 

있올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립 3.6은 여러 가지 파장의 고주파를 이용한 무기개념올 

보여준다. 

3) 생화학 방어무기 

고온의 플라즈마는 독성이 강한 화합물의 제염 및 미생물의 살균 농력이 매우 

우수하다. 즉， 플라즈마가 가지고 있는 높은 온도 그리고 높은 전자밀도는 화합물 

- 58 -



올 쉽게 분해시킬 수 있다. 환경문제가 갈수록 많은 사회적 관심올 끌고 있는 최 

근에 와서， 산업화에 의해 생성된 유독개스의 제염올 목적으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제염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제염에 필요한 플라즈마의 발 

생장치로서 고주파가 주로 이용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고주파의 방전올 이용하면 

상압에서 손쉽게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주파 제염에는 보통 수 GHz영역의 주파수의 고주파가 이용된다. 이미 약 1 

GHz의 고주파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일정지역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미국 해군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발표되었다. 미해군 연구소의 연구결과 8kW의 1 

GHz 고주파를 이용하면 1 liter의 플라즈마를 생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그림 3.7은 차량탑재 고주파 제염시스템의 개념올 나타낸다. 

4) 기타 고주파 옹용분야 

상기 언급된 이외의 경우에도 여러모로 고주파 기술은 국방에 용용이 가능하다. 

현재 이미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신망 교란이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으로서 고주파 폭탄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데 이는 손가방 크기 

의 고주파 발생폭탄올 적의 작전본부와 같은 중요 건물주변에서 터트려 그 건물의 

통신 및 기타 전자적 기능올 마비시키므로써 적군의 전력올 약화시키는 것이다. 

3. 이온주업기술 

이온주입이란 고에너지의 이온빔올 고체표면에 주입하여 표면 앓은 층의 조성， 

구조 퉁올 변화시키므로써 물질 본래의 물리/화학적 특성올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표면의 물성만올 변화시키는 것올 의미한다. 이 방법은 주로 1960년대 이후 반도 

체에 불순물올 Dopping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는 데 80년대 이후 비반도체분야 

에서 용용되기 시작하여 금속， 세라믹， Polymer 퉁 다양한 소재의 표면 개질 

m 
J 



(Surface Modification)에 이용되고 있다. 이온주입올 이용하여 표면개질올 하면 기 

존의 상태에 비해 경도， 내부식성， 내마모성 퉁올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군장비의 중요부품올 이온주업 처리하므로서 그 경도， 

내부식성 동 내구성올 증가시켜 성능유지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수와 항상 접해있는 군함의 주요부품의 부식， 포신 및 총기의 마모부분， 탄환 및 

포탄제작 금형， 항공기용 고속 베어링 동 군용장비중 내구성이 요구되는 핵심부품 

올 이온주입 처리하면 그 성능올 2 - 10배로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 군장비 

의 성능향상 및 새로운 재질개발에 의한 신형 장비 개발올 위해서도 이온주업기술 

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이동형 중성자 발생장치 

소형 입자가속기를 이용하면 이동형 중성자 발생장치를 제작할 수 있다. 이들 

이동형 중성자 발생장치를 국방에 옹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중성자의 투과력올 이용한 중성자 사진촬영(래디오 그라피)이고 

두 번째로는 중성자와 물질과의 반옹올 이용하는 방법이다. 

중성자 래디오 그라피는 기존의 x-선 촬영 동에 비해 매우 선명한 물질내부 

의 구조사진올 제공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복잡한 정밀 구조를 가지는 부품 

들의 이상여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항공기 

엔진 점검이다. 또한 기존의 X-ray 퉁으로는 감지가 불가능한 플라스틱 폭발물 동 

의 감지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모든 화약은 일정량의 질소를 함유하게 되는 데 이들 질소에 중성자를 투입하 

면 방사성 붕괴를 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면 지하에 매설되 

어있는 지뢰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올 것이다. 현재 로봇기술과 이들 중성자 발생 

기술올 결합한 지뢰탐지 기술이 일부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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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절 의료분야의 이용 

1. 서론 

암치료 방법 중 중추적인 역할올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의 역사는 x-선의 

탄생과 거의 일치한다. 즉， x-선이 발견된지 3개월 후에 이미 x-선올 유방암 치료 

에 사용한 기록이 있다. 방사선 치료의 기본 원칙은 “암에는 충분한 최대 선량올 

조사하고 그 이외의 정상 조직에는 가능한 한 조사하지 않도록 한다" 라는 대원칙 

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방사선 치료 기술과 가속기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1970년대까지 는 많은 병 원에 서 betatron에 서 발생 하는 megavoltage X 선 또는 6OCO 

와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올 치료에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전 

자 선형가속기 (Linac) 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의 전자선과 bremsstrahlung 광자선 

이 환자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사선들올 conventional radiation 이라 부 

르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더 효과적이고 정확한 시도를 위해 중입자， 양성자 둥의 입자 방 

사선올 치료에 이용하기 위한 임상적 고찰이 활발히 행하여 지고 있고， 특히 고에 

너지의 양성자를 발생시키는 의료용 양성자 가속기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 

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인 많은 수의 

치료용 양성자 가속기 시설들올 볼 때， 최근 양성자빔올 이용한 방사선 치료에 대 

한 관심이 극적으로 중가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양성자범은 암 빛 이러한 질병 

의 치료에 있어서 정확하고 목표부위만 조사할 수 있는 독특한 성질올 가지고 있 

어， 정상 조직의 방사선 손상 및 그 빈도를 지금까지의 방사선 치료와 비교해 훨씬 

감소시키고 보다 많은 양의 방사선올 치료 부위에만 집중시킬 수 있어서 치료율올 

높일 수 있다. 양성자선 치료에 있어서 선두 역할올 하고 있는 미국의 Lawrence 

Berkley N ational Laboratory와 University of Califomia, SanFrancisco의 발표에 의 

하면 눈， 안와， 두개저， 부비동， 비강인두， 척추부근， 후복막， 뼈， 연조직 그리고 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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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에 대한 양성자선 치료가 탁월한 효과를 보여 주고 있음올 얄 수 있다. 이러한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많은 경우에서 양성자선 치료가 기폰의 방사선 치료를 포함 

한 다른 종류의 치료나 수술보다 월퉁함올 보였으며，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10-

30% 높은 방사선량올 종양에 조사할 수 있었고 따라서 종양의 제어와 환자의 생존 

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현재， 양성자선 치료를 최적화하고 다른 종류의 종양에도 

적용하여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및 기술올 연구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병원용 양성자 가속기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국립 암 연구 

소(National Cancer Institute)의 경우， 이와 같은 가속기 시설올 확장하고 양성자선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입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양성자선 쳐료의 특정 

가. 양성자선의 몰리적 장챔 

고에너지의 양성자가 어떠한 물질에 입사되면， 양성자는 그 물질올 이온화시키면 

서 운동 에너지를 잃게 되고， 따라서 속도를 잃게 된다. 양성자가 지나가면서 단위 

길 이 당 잃 게 되는 에 너지 (specific energy loss)는 양성자의 속도가 감소할수록 중가 

하며， 따라서 그 양성자가 완전히 홉수되는 비정에 도달하면 이온화가 급작스럽게 

중가하여 최대치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 위치에서 양성자선의 나머지 에너지를 모 

두 방출하여 예리한 pe밟와 같은 선량 분포가 형성되는데 이를 Bragg peak2} 한 

다. 단일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선올 환자에게 조사하게 되면， 그 깊이에 대한 선량 

분포가 피부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비정 부분에서 뾰족하게 중가하게 된다. 양 

성자의 비청은 양성자의 에너지를 조절하여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Bragg peak7} 환자 신체내의 원하는 깊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필터를 사용하여 양성자의 에너지 분포에 변화를 줌으로써 peak의 폭올 종양 

의 크기에 따라 넓게 해서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x-선이나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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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중성자선과 같이 전하를 갖지 않는 방사선은 환자 신체를 통과하면서 그 선량 분 

포가 깊이에 따라 지수함수의 형태를 보이므로 치료하고자 하는 표적 부위보다는 

깊이가 얄은 피부쪽에 더 많은 방사선량이 조사되는 단점올 갖고 있으나， 양성자선 

올 사용하면 Bragg peak의 특성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점이 해결된다. 또한 x-선 

둥은 표적 부위를 지난 뒤 선량이 점차적으로 줄게 되어 표적 부위 뒤편에 있는 정 

상 조직이나 주요 기관에 어느 정도의 선량올 주게 되지만， 양성자선의 경우 Bragg 

peak 이후에는 선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표적 부위 이후에 있는 정상 조직올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성자선을 이용하면 선량올 원하는 표적 부위에만 국 

한시켜서 조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암의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나. 양성자션 치료 성과 

1954년 뇌하수체선종올 대상으로 LBL에서 양성자선 치료의 연구가 시작된 후， 

1957년 스웨멘의 Uppsala에서 양성자선올 암치료에 처음 사용하였으며 치료를 받은 

73건의 치료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적 부위에 x-선을 사용한 경우보다 10% 가량 

많은 선량올 조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양성자선 치료 계획에 필수적인 

x-선 CT와 컴퓨터의 발전에 힘입어서 양성자선 치료가 본격적으로 발전해 왔다. 

양성자선 치료의 특정올 살린 대표적인 예가 눈의 맥락막에 생긴 악성 혹색종이며 

전체 예의 1/3올 차지하고 있다. 1979년부터 양성자선 치료를 시작한 일본에서는 맥 

락막의 악성 흑색종， 심부 장기암 특히 폐암， 식도암， 간암의 치료에 충분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외에도 양성자선 치료는 뇌하수체 종양， 뇌내 동정맥 기형， 두개 

저나 경추의 척색종， 연골육종， 우복강내 종양 및 일부 전립선암 둥의 치료에서 각 

광올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5，000명 이상의 환자가 전 세계에 걸쳐 양성자선 

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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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성자선 쳐료의 세계적 현황 

가. 진행중인 양성자선 치료 시젤 

1) 미국 

• MGH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MGH 와 Massachusetts Eye and Ear Infirmary 에 서 는 Havard Cyclotron 

Laboratory (HCL) 의 160 MeV 양성자를 이용하여 4，α)()명 이상의 환자들올 치료 

하였다. 

• LLUMC (Lüma Linda University Medical Center)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양성자 치료 가속기는 LLUMC 의 250 MeV 양성자 

synchrotron 이다. 이 가속기는 Fermi National Accelerator Laboratory 에 의해서 

설계， 제작 되었으며 병원올 위해서 제작된 최초의 양성자 가속기이다. 양성자선 치 

료 시설에는 세 개의 rotating-gantry 를 갖춘 치료실이 있고， 두 개의 고정된 수평 

beam line room 이 있으며， 이 중 하나는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연구용 

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0년 10월 눈에 양성자선올 조사함으로써 환자치료를 시작 

하였고， 250 MeV 수평 beam line 은 1991년 3월부터 치료에 사용되었다. 

2) 스웨덴 

1957년부터 1968년까지 Uppsala 에 있는 Gustaf Wemer Institute의 230cm 

synchrotron 에서 발생시킨 185 MeV 양성자선올 이용하여 뇌청위적 방사선 수술과 

암치료를 시행하였다. 이후 200 MeV 의 가변 에너지 cyclotron 으로 개량하였으며， 

1991년부터는 Theodore Svedberg Laboratory 에서 동정맥기형 환자들올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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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의료용 양성자 가속기의 엄상 시험은 세곳의 연구소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다. 

1969년부터 모스크바에 있는 Institute of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Physics 

UTEP) 에서는 환자 치료용으로 synchrotron 에서 나오는 양성자선(70-200 MeV) 

올 사용하였고， 1982년부터는 임상 시험올 위한 세 개의 치료실이 마련되었다. 이곳 

에서는 약 2,000 명의 종양과， 신경외과， 안과 그리고 내과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 

왔다. 1989년 , Dubna 에 있는 Joint Institute of National Research (JlNR) 에 서 는 

680 Me V cyclotron 이 개축되었고 이후， 양성자선올 이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해 왔 

다. Central Research Roentgenoradiology Institute 에 서 는 Leningrad Institute for 

Nuclear Physics (LlNPH) 의 synchrocyclotron 에 서 발생 되 는 100 MeV 양성자선 

올 사용하여 두개내병소 환지들올 치료해 왔다. 러시아의 양성자선 치료에 있어서 

는 2,500 명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다. 

4) 일본 

일본에서는 양성자선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979 

년부터 1991년까지 지 바에 있는 The 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 

(NIRS) 에서는 70 MeV 양성자선을 이용하여 75명의 환자들올 치료하였다. 1983 

년， 쭈꾸바 대학교의 Particle Radiation Medical Science Center (PARMS) 에서는 

High Energy Physics Laboratory 의 booster synchrotron 에 서 발생 되 는 500 MeV 

양성자선올 약화시켜 얻은 250 MeV 양성자선올 이용하여 양성자선 방사선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가 시작되었다. PARMS 에는 두 개의 치료실이 있으며 하나는 수 

직 beam line, 다른 하나는 수명 beam line 올 갖추고 있다. 1983년부터 1991년까 

지 200명이상의 환자들이 PARMS에서 치료를 받았다. 

-66-



5) 스위스 

The Paul Scherrer Institute (PSD 에 서 는 현 재 Ophthalmological Therapy 

Installations (OPTIS) 의 injector cyclotron 에서 나오는 72 MeV 양성자선올 사용 

하여 눈의 흑색종올 치료하고 있다. 

6) 프랑스 

1990년 Nice 에 있는 Centre Antonine-Lacassagne 에서 환자 치료를 시작하였 

으며 치료용 63 MeV 양성자를 발생시키기 위한 Me버cye cyclotron 올 개축하였다. 

파리 지역의 네 개의 병원과 세 개의 종양학 센터는 Orsay 에 있는 20 MeV 양성 

자 cyclotron 올 의료 전용으로 전환시키고 Centre de Protontherapie d' Orsay 

(CPO) 를 창설하였다. 이 가속기는 눈의 치료를 위한 73 MeV 양성자선과 큰 조 

사아를 수반한 치료에 사용할 200 MeV 양성자선올 제공하고 있다. 환자 치료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7) 영국 

Clatterbridge 병 원 의 The Medical Research Council Cyclotron Unit 에 서 는 고 

청 에너지 A VF cyclotron (Scanditronix MC60) 에서 나오는 62.5 MeV 양성자를 

이용하 눈의 흑색종올 치료하고 있으며， 환자 치료는 1989년부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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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 중이거나 계획중인 양성자선 치료 시셜 

1) 미국 

미국에서는 몇몇 병원에서 병원 전용 양성자 치료 가속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주목할 만한 병원들은 Boston 의 MGH 와 Sacramento 의 UC Davis Cancer 

Center 이 다Indiana University Cyclotron Facility (IUCF) 에 서 는 치 료용으로 

185-200 MeV 의 양성자선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캐나다 

TRIUMF는 환자 치료를 위한 72-500 MeV의 양성자 가속기 개발올 계획 중 

3) 일본 

일본 의학계는 치료용 양성자 가속기 시설올 확장시키기 위하여 대단한 노력올 

기울이고 있다. 120, 180, 230 Me V 의 에너지를 갖춘 치료용 양성자 가속기가 쭈 

꾸바에 건설될 계획이며 수직， 수평의 beam line 올 갖춘 두 개의 치료실을 만들 

계획이다. 오사카 대학에서는 의학 연구용 250 Me V A VF Separate sector 

cyclotron 의 설치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교토에서는 치료용 250 Me V synchrotron 

올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러시아 

여러 형태의 의료용 가속기가 러시아에서 셜게되고 있으며， 그중 최소형 

synchrotron 의 설계가 주목할 만하다. 이 가속기는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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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 에 서 개 발되 었으며 5-10 T의 높은 자장， 4.7m 의 orbit length, 10Hz 의 

repitation rate 를 이 용하여 양성자를 200 MeV까지 가속시 킨다. 또한 ITEP 는 

여섯 개의 치료실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양성자선의 다중 추출이 가능한 수소 음이 

온 synchrotron 올 고안하였으며， 세 개의 치료선올 갖춘 500 m2 이하의 작은 양성 

자 가속기 시설올 개발 중이다. 

5) 이태리 

Laboratori Nazionali di Legnaro (LNL) 에서 방사선 치료용으로 20-1 ，α)() MeV 

의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 가속기 개발올 게획 중이며 ADROTHRAPIA 그룹은 중 

이온 가속기로 upgrade 할 수 있는 수소 음이온 synchrotron 의 건설에 대한 타당 

성 조사를 수행 중이다. 

이밖에도 남아공， 유럽의 프랑스， 벨기에 둥지에서도 양성자 치료 가속기를 건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양성자선 치료의 전망 

가. 장래 전망 

입자선 치료의 효시는 속중성자선 치료로서 한때는 전세계적으로 크게 성행한 

적이 있었으나， 선량분포가 미홉한 것이 최대의 단점이 되어 결국 주역은 될 수 없 

었다. π 중간자 치료는 속중성자선 치료와 마찬가지로 높은 생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에 비해서 우수한 선량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당초 지나치다 

고 생각될 정도의 기대가 모아졌는데， 세계의 3개 시설에서 임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생물 효과와 선량분포 모두 중이온에 미치지 못하고， 또 적웅 질환에 대해서 

도 결정적인 것올 찾아내지 못한 채 임상 연구가 중단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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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은 X선 CT 의 발전에 의한 영상 진단법의 뒷받침으로 근래에 급속히 주목받 

게 되었다. 양성자선 치료는 기존의 물리학 연구용 가속기를 이용해서 비교적 용 

이하게 개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미 세계의 17개 시설에서 실시되어 가장 실용 

화에 접근한 입자선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양성자선 치료가 병 

원이 아닌 핵물리학 연구소의 한구석에서 의료용으로 추출한 beam line 에 환자의 

치료 부위를 위치하도록 조준하는 식의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여 오고 있는 실정이 

지 만， 최근에는 병원 전용 소규모의 isocenter technique 이 가능한 양성자 치료 가 

속기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성자 치료 가속기의 대중화 및 상품화가 

조만간 실현된다면 이론상으로만 가능했던 암종괴에만 최대선량을 조사하여 치료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국소 치료율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암 완치율의 혁 

신적인 증가를 이룩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음올 예견할 수 았다. 

나. 장래 임상용 양성자 가속기 시셜에 대혜서 고려할 첨 

i ) 비록 의료용 양성자 가속기가 잘 수립된 공학과 가술에 바탕올 두고 있지만， 

가속기의 신뢰성， 편리함， 운용의 경제성 둥과 같은 임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많은 고안이 필요하다. 

ii ) 가속기가 치료용 양성자 가속기 시설의 중요한 부분올 차지하고 있지만， 그 

자체에 대한 비용은 총 시설의 건설비 중 V4-1/3 정도이다. 실질적으로 총 시설비 

를 주도하는 것은 빔 수송 장치와 환자 치료에 관한 시설이다. 

iii) 실질적으로 가속기로부터 추출한 빔은 엄상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상당히 변 

경되며， 따라서 임상적인 효율은 그 빔올 변화시키는 장치들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 

된다. 

ψ) 빔의 정확한 조절과 방사선량의 정밀한 측정 및 계산이 환자의 치료와 안전 

에 있어 성공을 거두는 중요한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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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linac 퉁의 외부 조사 장치에 의한 암 조직의 방사선 

집중도와 비교하여 양성자선의 집중도가 훨씬 뛰어난 것은 분명하고， 양성자선에 

의한 조사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서 투여하고 있던 선량의 

150% 이상의 대선량올 투여할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지난 20 여년 사 

이에 국내에서 엄청나게 증가된 전자선형가속기의 수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 20 여 

년 후에는 적어도 몇 대의 양성자선 치료 장치가 linac과 더불어 일상적으로 사용되 

리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양성자선 치료 장치의 보급을 

방해하고 있는 최대의 요인은 장치가 고가라느 것일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x-선 또는 감마선 치료보다 병소에의 방사선 집중성이 현저하게 뛰어난 양성자선 

치료가 시설의 설치비 문제만 해결된다면 현재 방사선 치료 장치의 주역으로 되어 

있는 전자선형가속기 혹은 코발트 치료 장치를 대신해서 급속히 보급될 것은 분명 

하다. 미국 둥 선진국에서는 가격 문제를 제외하면 이미 실용단계로 들어가도 좋 

올 정도로 양성자선 치료에 대한 엄상 연구가 완성 단계에 있고， 이미 병원 설치형 

양성자선 치료 장치가 공급되고 있어 멀지않은 장래에 양성자선 치료 장치는 상업 

화되어 그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양성 

자선 치료 시설에 대한 엄상 및 기술적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이는 차후에 

외국으로부터 상업화된 양성자선 치료 시설올 고가에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선진국과 같은 대열에 서서 수출도 할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자 

선 치료 시설은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종합 과학 분야로서 물리학자 및 공 

학자， 의사， 생물학자 둥이 서로 협력하여 개척해 나아가야 할 분야이다. 이미 우 

리나라에서도 가속기 관련 공학 및 기술이 상당 수준으로 발전해왔고， 또한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도 많은 엄상 경험올 지니고 있으므로 서로의 협력 체제만 제대로 유 

지한다면 국내의 양성자 가속기의 개발 및 엄상에의 용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본 프로젝트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다목적 양성자 가속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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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의료용 웅용올 포함시킴으로써 기술올 축적하고 상품의 know-how 를 발전 

시켜 의료용 전용 가속기를 개발하는데 좋은 기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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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5 철 기초 및 학술 연구에의 이용 

1. 서론 

본장에서는 학술적인 활용， 그중에서도 특히 물리분야에 중점올 두어 그 가능성 

올 고찰하고자 한다. 대전류의 장점올 이용하여 여러 이차빔올 사용할 경우 우주물 

리로부터 소립자물리， 물성물리 둥의 전물리분야를 망라하는 분야에서 세계 일류 

최첨단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광범위한 기초과학 연구에 지대한 역할 

올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빔의 시간구조 조정올 가능케하는 빔저장링올 부설할 경 

우 세계적으로 그 학술적 역할이 인정되는 훌륭한 시설이 될 것이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시간구조 조정기능올 가쩡하고 이차빔으로 생성되는 중성자， 방사성동위원 

소빔， 뮤온， 파이온 및 뉴트리노빔올 이용하는 가능한 물리， 물성연구를 살펴본다. 

양성자빔올 이용하는 연구는 일단계의 3MeV RFQ의 단계에서부터 가능할 것이 

다. 저에너지빔올 이용한 양성자의 반용 실험은 많이 수행되어 왔지만 대전류가 실 

용화될 경우 여러 실험들이 새로운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사건수 

에 의해 그 정확성이 한정되는 많은 대칭성 실협의 경우 대전류 빔은 결정적으로 

실험 데이터의 향상올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일단계의 실험에서 양성자빔올 이용 

한 실험으로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칭성 비보폰 실험이며 패리티 비보 

폰 실험과 시간 대칭 비보폰 실험퉁이다. 

강력한 짧은 펄스의 양성자빔으로부터 시간폭이 좁고 π+(26 nsec) 와 ~+(2.2~sec) 

의 매우 다른 수명차에 의해 시간적으로 잘 분리되는 매우 좋은 시간 구조를 갖는 

고출력 고순도의 V~， Ve 빔을 빔덤프에서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일 

한 시설이다. 따라서 이러한 V 빔올 이용한 풍부한 v 빔 학술 연구가 가농해지며 

많은 국제공동연구가 수행될 수 있올 것이다. 

뮤온은 보통 물질속에는 폰재하지 않으나 이를 물질중에 주입시키므로서 새로운 

물질올 만들고 이의 편극스핀올 이용하여 물질 내부구조의 동적변화를 탐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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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게 된다. 펄스 ~SR 연구의 발전과 초저속 뮤온 빔올 생성하여 표면과학둥 

에서의 새로운 연구영역들이 전개가 가능해진다. 또 원자핵 및 소립자 분야에서도 

대강도 뮤온빔의 실현과 새로운 실험방법의 개발에 따른 많은 연구의 진전이 기대 

된다. 

파이온빔은 핵물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올 하여왔으며 그동안 미국의 

LAMPF, 카나다의 TRIl꾀1PF 그리고 구라파의 SIN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 

다. 대용량양성자가속기의 경우 700MeV 까지 이르는 강력한 파이온 빔올 생성시 

킬수 있으며 이들 시설들에 비해 더 높고， [LAMPF의 경우 최고 에너지가 

5OOMeV] 훨씬 큰 세기를 갖는 파이온빔 생성이 가능하여 이들의 연구능력올 훨씬 

농가하는 새로운 세계적으로 유일한 시설이 될 것이다. 700MeV 파이온은 수백 

MeV 영역의 파이온에 비해 약 3배의 투과력올 가지며 핵의 내부 심충의 연구에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핵의 심충내부의 연구는 현대 핵물리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파이온의 큰운동량 전이특성은 핵물리연구에서 단거 

리 현상올 연구하는데 큰 장점올 가질 것이다. 

중성자빔은 X-ray 와 함께 물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 

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연구용 원자로의 도업후 비파괴 검사퉁 공학적 웅 

용과 함께 과학에의 이용도 진행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원자력 연구소에 설립되어 고밀도의 중성자 빔올 이용할 수 있 

게 되었다. 연구용 원자로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중성자 원으로 발전되어 온 것 

은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빔 시설이다. 이들 가속기에 의한 중성자 빔은 짧은 시 

간폭의 Pulse 모양의 시간 특성올 가지므로 연구용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중성자 빔 

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Los Alamos 연구소， 영국의 

Applton 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소의 중성자빔 시설올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모두 고에너지의 양성자 빔 (0.5 - 1 GeV)올 표적핵에 업사 

시켜 발생되는 중성자를 이용하고 있다. 대전류는 이틀 중성자빔 시설에 비해 월퉁 

히 높은 고밀도의 중성자빔올 생성할 수 있다. 중성자 빔은 방사광과 함께 상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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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적인 성질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게 인식되어 유럽 (ESS project)과 미 

국(ANS project) 에서 더욱 큰 밀도의 빔올 얻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빔은 ISOL(Isotope Seperator On Line) 방법에 의해 매우 넓은 

범위의 원자번호 및 질량수 영역의 핵올 생성할 수 있다. 여기에 강력한 세기의 양 

성자빔과 두꺼운 표적을 사용할 경우 다량의 동위원소빔의 생성이 가능해진다. 

CERN-ISOLDE의 생 성 실험 데 이 터 에 의 하면 광범 위 한 핵 종들올 107-1010/s의 세 기 

로 생성할 수 있다. ISOL 시설올 갖출 경우 연구될 수 있는 분야들을 살펴보면， 우 

주물질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천문학의 새로운 첨단 연구분야， 다양한 종류의 방사 

성동위원소를 물질에 주입기술은 표면물성물리 방사화학 생명과학둥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또 중성자풍부 동위원소빔둥은 핵한계선의 핵분광연구에 이용되는 퉁 광 

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올 열게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할 때 가능해지는 물리 연구들올 각종의 빔종 

류에 따라 분리해서 고려해보고자 한다. 본 양성자가속기에서 생성되는 주요한 빔 

들은 1) 뉴트리노빔， 2) 파이온빔， 3) 뮤온빔， 4) 방사성동위원소빔， 5) 중성자 

빔들로서 이들에 의한 학술적 연구를 각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2. 범저장령 

가.목적 

빔저장링은 빔의 시간 구조를 여러 방법으로 바꿀수 있는 장치이다. 양성자 선형 

가속기에서 받은 긴 펄스를 짧은 펄스로 만들거나 또는 실혐의 요구 조건에 따라 

연속 빔으로도 바꿀수 있는 장치로서 대표적인 장치로서 1985년 Los Alamos에 설 

치 된 PSR과 일본 ]HP Project의 compressor/ stretcher 디 자인올 소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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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저장링 예 

1) LANCE PSR(Proton Storage Ring) 

이는 Los Alamos의 Lance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로서 800 MeV 양성자 펄스를 

핵파쇄 중성자원에 입사시켜 중성자 산란 실험둥 물성재료과학과 핵물리실험 사용 

올 위한 짧은 펄스의 중성자빔올 얻기 위해 1985년에 완성되었다. 작동모드는 물성 

과학실험과 핵물리 실험올 위해 두가지로 운용되며 이들의 작동 변수들은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Lance PSR operating mode characteristics 

Material Science Nuclear Physics 
beam energy 800 MeV 800MeV 
Number of bunches 11 6 
bunch length 270ns 1ns 
bunch frequency 2.795빠lZ 503.125빠lZ 

Injection rate 12hz 120hz 
extraction rate 12hz 720hz 
peak current 46A 23A 
Average current 100JlA 12μA 

Orbit circumference 90m 
Lattice tvoe seperated 
No of periods 10 
Free straight section 4.48m/cell 
Dioole length 2.55m 
Dioole field 1.2T 
Bend radius 4.06m 
Dioole aperture 1O.5x28cm 
Quadruple gradients 3.95. -2.35 T 1m 
Quadruple aperture 18.1cm 
Quadruple length 0.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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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HP compressor/stretcher 

이는 400l1s의 빔을 받아 200ns 의 빔을 중성자 산란 실험을 위해 배달하고 20ns 

의 빔올 메존빔 실험올 위해 배달하며 실험 조건에 따라 연속빔올 배달할 수도 있 

는 장치로 디자인되었다. 장치의 기본 변수들올 표 3.9에서 보이고 있다. 

표 3.9 JHP compressor/stretcher principal parameter 

Parameters 
beam energy 1 GeV 
Average current 200 뻐 
Repetition rate 50 Hz 

Pulse structure 
standard 200ns 
short 20ns 

Duty factor of continuous beam 70% 
Emittance 30πmm • mrad 
Diameter 54m 

장치의 개요도를 그림 3.9 에서 보이고 있다. 

다. 셜치 비용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주요 설계값들이 결정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단 대략적인 예상올 한다면 최대 2mA의 빔 전류를 가정하고 약 50 M$의 소요 

예산이 추정되나 이는 추후 재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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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차빔 이용연구 

이용 연구 가.뉴트리노빔 

시간폭이 좁고 π+(26 nsec) 와 11 + (2.2 I1sec) 강력한 짧은 펄스의 양성자빔으로부터 

매우 다른 수명차에 의해 시간적으로 잘 분리되는 매우 좋은 시간 구조를 갖는 의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일 고순도의 V~， Ve 빔올 빔덤프에서 생산할 수 있으며 고출력 

이러한 v 빔올 이용한 연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들올 생 한 시설이다. 따라서 

각할 수 있올 것이다(그림 3.10 참조). 

진동실험 

입자 비보폰 뮤온 비보폰 측정 실험 . 
v-e 탄성산란 실험에 의한 약상호작용의 연구 . 
V-

12C 실험에 의한 we밟 hadronic current의 연구 • 

측정 실험 

20 1l lS 

v-핵 반용 단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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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뉴트리 노 빔 의 Tim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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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 진동실험 

양성자 비입올 텀프시킬 때 여러 가지 반용을 통하여 중성미자가 발생한다. 특히 

하전 파이업자들은 모두 뮤온중성미자를 방출하며 붕괴하므로 중성미자가 많이 발 

생하며， 이들은 아주 순수한 뮤온 중성미자이다. 그러므로 이 중성미자를 이용하여 

중성미자가 질량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중성미자 진동 현상올 연구할 수 있다. 

여러 실험이 있지만 대표적인 실험은 Los Alamos Nataional Laboratory(LANL)의 

LSND(Liquid Scintillator Neutrino Detector)실험 이 다. 이 실험 은 LANL의 LAMPF 

가속기의 양성자 비임을 덤프하여 발생한 뮤온 중성미자 중 전자 중성미자로 변환 

된 것을 검출기에서 측정하는 실험이다. LAMPF 가속기는 800 MeV 의 양성자 가 

속기로 비임전류는 수백 micro-A정도이다. LSND실햄은 최근 중성미자의 진동 현 

상에 의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 

러 일으킨바 있다[17]. 이 것이 사실이라면 입자물리의 표준모행에 중대한 수정을 

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실험결과이다. 본 가속기가 건설된다면， 이와 유사한 실험 

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LSND실험 결과에 대해 보다 확실하게 확인 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실험이 될 것이다. 특히 본 가속기의 비엄 전류가 매우 

높으므로 월퉁히 많은 중성미자를 발생시킬수 있으므로 단시간의실험으로도 LSND 

보다 훨씬 좋은 데이터를 얻올 수 있올 것이다. 

2) 睡입자 비보폰 뮤온 비보폰 측정 실험 

파이 입자의 붕괴에 중성미자와 함께 발생하는 입자는 뮤온으로， 뮤온도 중성미 

자만큼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뮤온은 대부분 전자와 두 개의 중성미자로 붕 

괴한다. 이느 표준모형에서 소위 경입자 수 보폰에 의한 결과이다. 그러나， 입자물 

리의 여러 힘올 통합하는 이론들(Grand U nified Theory풍)중에는 경입자 수가 보폰 

이 되지 않아도 되는 모텔들이 많다. 그러므로 경입자 수의 보폰올 확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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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매우 많이 수행되었다. 그중 하나는 역시 LANL에서 수행될 예정인 

MEGA[18]라는 실험으로 이 경우에는 뮤온이 전자와 광자로 붕괴하는 모드를 

5xlO-13까지 측정하고자 하는 실험이다. 본 가속기는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 

임의 전류가 매우 크므로 훨씬 많은 뮤온올 생성할 수 있으므로 보다 좋은 상한올 

설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GUT와 같은 새로운 이론적 모델이 예측하는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그러한 모델이 맞는다면 이러한 붕괴모드를 관측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입자물리의 기반올 전체적으로 혼들어 놓는 대발견이 될 것이 

다. 만약 이러한 붕괴모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많은 이론적인 모델들이 배제될 수 

있올 것이다. 

3) v-e 탄성산란 실험에 의한 약상호작용의 연구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실험은 VIl, Ve 탄성산란 실험 단면적의 정밀 측정이 될 것 

이다. 이를 통한 약전자상호작용의 연구는 표준 모형의 시험과 아울러 표준모형 너 

머현상올 탐구하는 실험이 될 것이다. 

4) V_
12C 실험 에 의 한 we삶<: hadronic current의 연구 

일찍부터 뉴트리노-핵 상호작용올 we빼 nuc1ear current를 프로브하는 수단으로 

고려되어왔다. 특정한 양성자수를 갖는 핵준위를 선태하므로서 we빼 hadronic 

currenta 의 특청 부분만올 관측할 수 있는 필터로서 핵올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실험중의 하나로서 KARMEN 공동실험은 영국의 라더포드 연구소 

의 펄스 스펄레이션 중성자 시설인 1S1S 에서 행해진 실험으로 탄소에서 전하류 

(charged current)과 중성류(neutral current)를 조사하는 실험이었다 KARMEN 

실험에서는 l2c(Ve，e)l2Ng.s.를 통해 전하류와 12C(V ，V')12C*를 통해 중성류를 측정하여 

반웅 단면적올 10-42 cm2 까지 젤 수 있었다. 

- 82 -



이러한 neutrino-핵 상호작용의 연구는 현재로서 그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만 폰 

재하며 고출력 빔올 이용한 실험은 매우 홍미롭고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5) v-핵 반응 단면적의 측정 실험 

뉴트리노-핵 상호작용은 특히 저에너지와 중간에너지 영역에서 뉴트리노의 성질 

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는 초신성의 코아 붕괴과정의 연구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뉴트리노와 핵의 

상호작용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영역의 뉴트리노-핵 반웅 단면 

적의 실험 데이터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따라서 초신성연구나 태양 뉴트리노 문 

제에 큰 오차 원인이 되고 있다. 

높은 빔전류는 이분야의 실험에 있어 영국의 ISIS나 Los Alamos의 뉴트리노 시 

설들에 비해 월퉁히 우세한 뉴트리노 flux를 얻는 것이 가능케하며 이를 이용한 뉴 

트리노-핵 반응 실험은 천체물리의 현안이 되고 있는 초신성의 이해와 태양 뉴트리 

노 문제 둥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올 하게 될 것이다. 

뉴트리노-핵 산란 실험은 이 결과를 뉴트리노의 측정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이의 정확한 측정은 위의 뉴트리노 관련 여러 현안 물리의 문제들올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실용적인 목적올 가지고 있다. 

6) Axion 탐잭 실험 

가속기 비입 럽프를 통한 Axion 탐색의 대표적인 실험은 PSI(Paul Scherrer 

Institute)의 590 Me V ring cyclotron올 이용한 실험 [19] 이다. Axion은 표준모형에서 

발생 하는 문제중의 하나인 Strong CP문제 에 대 한 해 결책으로 Peccei와 Quinn에 의 

해 처음 제안된 가상의 입자이며， 이후invisible axion의 개념으로 발전하기도 하였 

다. 현재까지의 실험에 의하면 이 입자는 폰재하더라도 질량이 매우 작고 반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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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작으므로 검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PSI실험의 경우에는 

비임텀프에서 발생된 axlOn이 전자-양전자 쌍으로 또는 광자-광자 쌍으로 붕괴하는 

모드에 대한 실험올 하였다. 그외에도， SLAC, LAMPF둥에서도 비입텀프 실험이 행 

해졌으며， 이들 모두 Axion의 발견은 하지 못하였으며， 결과로 부터 Axion의 질량 

에 대한 붕괴상수의 하한올 정하였다. 비임 전류가 10배이상 중가할 경우 앞의 실 

험보다 나은 한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업자가 존재한다면 발견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나. 파이용빔 이용 연구 

핵물리연구에서 파이용의 역할과 특성은 다옴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파이온은 π+ πO π- 세 전하 상태를 가지고 있는 pseudo-scalar양인 중간자 

로서 핵의 spin-isospin 구조를 연구하는 최상의 좋은 수단올 제공한다. 

둘째， 또한 double charge 교환반용올 통해 먼불안정핵 (Nuclei far from 

stability)올 생 성시 키 는 새 로운 수단올 제공한다. 

셋째， 파이온 유발 핵반옹의 해석은 양성자 유발반옹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 이 

는 양성자빔의 경우 핵자와 동일입자이기 때문에 페르미온 대칭성올 만족시켜야 하 

나 이와 같은 문제가 파이온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퉁퉁의 이유로 파이온빔은 핵물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올 하여왔으며 그 

동안 미국의 LAMPF, 카나다의 TRIUMPF 그리고 구라파의 SIN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대용량양성자가속기의 경우 700MeV 까지 이르는 강력한 파이온 빔올 생성시킬 

수 있으며 위의 시설들에 비해 더 높고， [LAMPF의 경우 최고 에너지가 500MeV] 

훨씬 큰 세기올 갖는 파이온빔 생성이 가농하여 이들의 연구능력올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세계적으로 유일한 시설이 될 것이다. 700MeV 파이온은 수백 MeV 영역 

의 파이온에 비해 약 3배의 투과력올 가지며 핵의 내부 심층의 연구에 매우 효과적 

- 84 -



으로 이용될 수 있다. 핵의 심층내부의 연구는 현대 핵물리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다. 

또 파이온이 큰운동량 전이 특성은 핵물리연구에서 단거리 현상올 연구하는데 

큰 장점올 가질 것이다. 따라서 큰 빔세기와 결합되어 사용할 수 있는 고분해능 

(10-4
) 스펙트로메타를 장치할 경우 세계적인 핵물리 연구시설이 될 것이다. 

1) 쌍전하교환반용(Double charge exchange reaction) 

핵에서 파이온 쌍전하 교환반응， NzA(i ，π )N 2Z+2A 나 NzA(π ，π+)N+2z-2A，은 적어도 

전하보존법칙에 의해 적어도 두개의 핵자가 관련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의 반응 

단면적은 단전하 교환반응에 비해 훨씬 작으며 이 반옹의 연구가 단전하 교환반옹 

처럼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큰 빔세기의 파이온빔은 이 반옹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파이온 연구자들 

은 오랫동안 핵내의 2체 상관관계의 정보를 이 반응올 통해 얻올 수 있으리라고 생 

각하여왔다. LAMPF, TRIUMPF 그리고 SIN 둥이 핵에 대한 파이온 쌍전하 교환 

반옹 측정 가능성올 열었으며 지난 10여년간 이 반옹에 대한 실협적 연구가 어느정 

도 이루어져 핵에서의 2체 상호관계 연구의 길올 열어놓았다. 

대용량양성자가속기의 경우 파이온 생성이 가능하므로서 A 에너지 이상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데이터를 얻올 수 있올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세기가 훨씬 

약해지므로서 이를 핵내 핵자-핵자 상관함수연구에 직접 적용하기가 수월해지게 된 

다. 따라서 이의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 

2) 파이온 홉수연구 

QCD( Quantum Chromo-Dynamics, 양성자색소역학)에 의한 강상호작용의 기술 

은 결국 핵내에서， 핵자-핵자 상호작용에서， 그리고 파이온-핵자 상호작용의 연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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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쿼크의 역할올 고려해야함올 말한다. 아직 QCD에 의한 이들 상호작용의 이론적 

기술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실험적 연구에서 쿼크의 가능한 역할올 찾는 것 

은 현대 핵물리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의 방향이 되고 있다. 

그러면 파이온 홉수의 연구가 어떻게 핵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쿼크 자유도의 관 

측에 공헌할 수 있올 것인가. 핵자와 핵의 알려진 크기를 고려할 때 핵자-핵자 상 

태함수는 두 핵자가 겹치는 성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인가? 두핵자가 멀리 떨어져 있올 때에는 각각 핵자로서의 역할올 하겠으나 겹칠 

정도로 가까이 있올 때에는 그들은 합쳐져서 6q(6 쿼크) 물질이 될 수 있올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경계가 되는 거리는 약 lf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쿼크 자 

유도가 역할올 하게 되는 현상올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리에서 상호작용하는 

핵자들의 성질올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게 된다. 

파이온 홉수 현상은 큰 운동량 전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현상에 대해 

가농성이 큰 반용으로 고려되고 있다. 헬륨은 단순한 핵이므로 핵자-핵자 상관합수 

를 Faddeev 상태합수둥올 사용하므로서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p-n쌍의 상관합수는 중양성자의 상관합수와 상당히 다르다. 또 3He과 4He의 

핵내 환경은 상당히 달라 이들 계에서의 파이온의 홉수 현상의 비교연구는 시사하 

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4He 에서의 파이온 홉수는 중양성자에서의 파 

이온 홉수의 6배나 되고 있다. 만일 파이온 홉수를 중양성자 쌍에 대한 홉수로 보 

면 헬륨 환경에서의 홉수는 중양성자 환경에서의 홉수의 두배가 되는 것이다. 

He이나 중양성자에 대한 파이온 흡수이외에도 (π+ ，2p)와 (π，pn)의 연구는 중양성 

자와 다른 양성자수 쌍에 대한 파이용 홉수 연구에 사용될 수 있올 것이다. 이들 

과정의 기제는 단거리 상관합수의 정보를 담고 있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반옹 단면적이 적기 때문에 여러 입자들올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광입체각 스펙트 

로메타가 필요하다. 또한 다핵자 방출 반용연구는 3핵자 또는 4핵자 홉수과정의 연 

구도 이러한 광입체각 스펙트로메타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는 연구들이다. 

고에너지 (O.5- 1.0Ge V) 파이온 홉수연구는 A 공명에너지로부터 떨어져 있어 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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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현상에 대해 훨씬 민감성올 가지게 되며 특히 고에너지 파이온올 이용하여 이러 

한 영역의 접근이 가능하다. 

다. 뮤온빔 이용 물리 

뮤온은 전자의 약 207배의 질량올 갖는 2.211s의 수명올 가지는 전자로서 생각할 

수 있으며 입자물리， 핵물리， 화학， 고체물리， 공학 그리고 의학동의 여러 과학 분야 

에서 연구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뮤온은 보통 물질속에는 폰재하지 않으나 

이를 물질중에 주입시키므로서 새로운 물질올 만들고 이의 면극스핀올 이용하여 물 

질 내부구조의 동적변화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뮤온의 스핀은 뮤온의 입 

사방향으로 편극되며 뮤온 면극의 크기는 뮤온의 붕괴시 방출되는 전자의 비대칭 

각분포를 측정하므로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뮤온 편극올 이용하여 

뮤온이 위치한 미시의 local 자기장의 크기와 동역학적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를 I1SR 방법이라고 한다 [그림 3.11 참조]. 펄스 I1SR 연구의 발전과 초저속 

뮤온 빔을 사용하여 고체물리， 표면과학둥에서의 새로운 연구영역들이 전개되고 있 

다. 또 원자분자 물리， 핵물리 및 소립자물리 분야에서도 대강도 뮤온빔의 실현과 

새로운 실험방법의 개발에 따른 많은 연구의 진전이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u 빔 

올 이용한 연구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들올 생각할 수 있올 것이다. 

1. 저에너지 11+ 빔올 이용한 표면과학연구， 

2. QED 연구 

3. 원자 분자물리에서의 약상호작용연구 

4. 핵물리에서의 약상호작용연구 

5. I1SR 올 이용한 고체몰리 연구 

6. 11 촉매 핵융합 반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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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11 ~SR spectra at different oxygen containments 

1) 저에너지 ~+ 빔을 이용한 표면과학연구， 

극저속 i 빔은 펄스 레이저 이온화 방법에 의해 얻올 수 있다. 이는 KEK의 중 

간자과학실험시설(BOOM)에서 개발된 방법으로서 열에너지 영역의 뮤오니움이 강 

력한 양성자 펄스빔올 2000K의 앓은 텅스텐막에 충돌시키므로서 생성된다.이들중 

많은 뮤오니움이 강력한 펄스 레이저에 의해 이온화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생성되는 뮤온 세기는 일본의 JHP와 비교할 때 1Q8!cm2 에 이를 수 있올 것으로 

생각된다. 생성된 대량의 뮤온들은 물질 표면이나 박막에서 정지하며 원자충올 형 

성하게 된다. 뮤온빔의 또 다른 특장은 수십 ns의 짧은 펄스에서부터 다양한 시간 

구조를 갖는 빔올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시간 구조의 ~SR과 레이저 펄스 

와 결합하는 실험들은 고체물리과 표면과학의 새로운 장올 여는 데 일익올 담당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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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ED 연구 

뮤오니움은 [I.(e] 씨스템으로 내부구조를 가지고 었지 않는 소립자들로만 이루어 

쳐mp었으디-무최 m뮤 9-나움 준위의 정밀측정실헝은 양성자전자기화(QED)을 컴증하고 

물리정수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높은 flux의 저에너지(keV) 펄스뮤온올 사용하므로 

서 1)뮤오니움의 Lamb shift 측정， 2) 뮤오니움의 초미세 구조정수 측정퉁 최고의 

QED 정밀 검증실험이 가능해진다. 

3) 원자 분자물리에서의 약상호작용연구 

한편 11 는 Muonic molecule{뮤용 분자)을 생 성 할 수 었으며 원자 빛 분자불리 

에서의 희귀현상 연구에 유용하게 쓰여진다. 특히 뮤온유발융합연구는 이러한 희귀 

현상연구중에서 가장 홍미로운 연구주제의 하나이다. 이는 핵， 원자， 및 플라즈마 

물리의 제영역에 걸치는 홍미로운 연구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한 에너지원의 

연구이기도 하다. 

4) 핵물리에서의 약상호작용연구 

본시설은 종래의 Meson Factory에 비해 에너지도 높고 또 빔 전류도 월퉁히 높 

아 새로운 핵물리 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다. 

i) Muonic atom에서 U의 홉수와 핵자류의 구조연구. 

약상호작용에 의한 원자핵의 연구는 6붕괴와 u핵홉수가 대표적인 예이다. ß붕괴 

에 비해 u홉수는 운동량 전이가 높은 장점을 이용하여 수소홉수에서 GplGA의 크 

기를 구하여 PCAC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원자핵들에 대한 GplGA 분광 

학올 행할 수 있게 되며 새로운 핵물리영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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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adiative Muon Capture(RMC) 

편극 ~- RMC에 의한 Y선의 비퉁방 분포는 핵상태함수의 상세한 정보를 주어 

Gp!'GA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으로 폰재하지얀 중핵이상의 경우 거의 실험이 

행해지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측정이 매우 짧은 펄스를 이용 수명차를 이용하 

여 배경사건들의 수를 줄이고 편극표적핵올 사용하여 가능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핵물리의 장이 될 수 있올 것이다. 

5) ~SR 올 이용한 고체물리 연구 

뮤온의 스핀은 뮤온의 입사방향으로 편극되며 뮤온 편극의 크기는 뮤온의 붕괴 

시 방출되는 전자의 비대칭 각분포를 측정하므로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뮤온 편극올 이용하여 뮤온이 위치한 미시의 local 자기장의 크기와 동역학 

적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SR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i 는 수소같은 입자(유사수소)로 어떠한 물질에도 주입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입된 

i 는 국부 전자상태， 화학적 결합상태， radical의 형성， 그리고 물질에서의 양성자 

확산퉁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수단올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시 국부 자기장의 

프로브로서 유용성이 고온 초전도체와 관계된 자기위상의 발견에 의해 증명된바 있 

다. 

6) ~ 촉매 핵융합 현상연구 

U는 ~ 와 ~+의 두 전하 상태를 갖는 소립자로서 뮤온 촉매 핵융합에는 ~만이 

참여하게 된다. 뮤온 촉매 핵융합은 미래의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가능성 때문 

에 관련 원자 및 핵 관련 현상들이 비상한 관심올 끄는 분야이다. 

u 는 D, T의 혼합가스 퉁에 주입되면 [~t]의 작은 중성원자를 만든다. 이가 DT 

또는 D2 와 반용하여 공명상태의 [dw] 중간분자를 만옳은 알려져 있는 바이다.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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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는 deeply bound된 매우 작은(2a=520fm) 분자이다. 또 Ponomarev 둥[2이은 얄게 

bound 된 준위상태의 존재와 이로 인한 [dW]의 형성이 매우 진작된다는 것을 이론 

적으로 보였다. 이는 곧 실험적으로 DUBNA, LAMPF, PSI 그룹 풍에 의해 확인되 

므로서 뮤온 촉매 핵융합 연구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21]. 

이 중간분자에서는 d와 t사이의 쿠롱 척력이 약화되어 분자 진동의 도움으로 고 

용이 필요없이 저옹에서 [anu]로의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일단 [dtu]가 형성되면 융합과정은 1O-12s 내에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뮤온 촉매 핵융합과정올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3.12]와 같다. 융합후의 과정은 

대부분(>99%)의 경우 U는 자유로이 분리되어 순환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u가 2.2Us의 수명동안에 150회 정도의 핵융합 반옹에 참여하게 되며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u 하나가 생성하는 에너지는 

17.4MeV x 150 = 2.6 GeV 

로서 u 하나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5 GeV 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실용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며 여러 실험조건에서 자세히 U 촉매 

핵융합 현상의 연구를 수행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 동경대의 메폰 연 

구소의 소장 K. Nagamine 교수의 결론 

“The muon catalysed fusion seems to have unmeasurable potentialities 

towards applications, most of which have not been revealed at all.ν 

은 뮤용 촉매 핵융합에 대한 현황올 잘 이야기해준다[22]. 

뮤옹 촉매 핵융합은 에너지원으로서뿔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이용할 수 있는 용 

용성올 갖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그림 3.1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뮤용 촉매 

핵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성자(14MeV)와 u- (10keV)는 이들의 강력한 선원으로서 

이용할수 었다. 

i) 14MeV 중성자원 

ii) 저에너지 u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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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The cycle of Muon Catalysed Fusion: Schematic picture of the 

processes at the instant of muon catalysed fusion in [dtll] molecule 

4. 방사성동위원소범 (RadioIsotope Beam; Rm) 이용연구 

고에너지 양성자빔은 광범위한 핵종들의 방사성동위원소빔 (RIB) 생성에 매우 강 

력한 방법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빔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방 

사성동위원소들은 양성자 선형가속기로부터의 강력한 양성자빔을 표적에 충돌시켜 

핵파쇄， multi fragmentation , 또는 핵분열둥의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이렇게 핵충 

돌시 생성된 방사성동위원소들은 표적물체내에서의 열확산 과정을 거쳐 표면으로부 

터 방출되어 이옹화되고 이를 적당한 가속장치에 의해 수 keV /nucleon으로 일단 가 

속올 하고 이를 ISOL(Isotope Seperator On Line)에 의해 질량에 따른 분리를 하여 

중핵 선형가속기로 원하는 에너지로 가속한다. [그림 3.13]은 RIB 이온원의 간단한 

개략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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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ISOL 

이 방법의 특정은 매우 넓은 범위의 원자번호 및 질량수 영역의 핵올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강력한 세기의 양성자빔과 두꺼운 표적올 사용할 경우 다 

량의 동위원소빔의 생성이 가능해진다. CERN-ISOLDE의 생성 실험 데이터에 의하 

면 [그림 3.14]와 같은 광범위한 핵종들올 107-1010/s의 세기로 생성할 수 있다. RIB 

에 의해 연구될 수 있는 분야들올 살펴보면 우주물질의 생성과 진화에 대한 천문 

학의 새로운 첨단 연구분야， 다양한 종류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물질에 주입기술은 

표면물성물리， 방사화학， 생명과학둥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또 중성자풍부 동위원 

소빔퉁은 핵한계선의 핵분광연구에 이용되는 퉁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 

올 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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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Nuclear Chart 

가. 우주 물질의 생 성과 진화 (Nuc1ear Astrophysics) 

우주로 눈을 돌리면 미해결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빅뱅에 의한 원소의 생성은 

질량수 5와 8의 안정원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수 4까지에 한하게 되며 우 

주의 생성원소의 대부분은 별에서의 핵반용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원소합성의 고 

전 적 과정 은 Burbidge, Fowler, Hoyle둥에 의 해 제 기 되 었으나 후에 짧은 수명 의 0불 

안정핵에 대한 반용도 좀더 고열의 별에서는 가농해지며 이들이 CNO 싸이클에서 

Ne, Na둥으로의 이탈에 관계되며 이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림 3.15]는 Hot CNO 

cycle과 CNO cycle에서 중핵의 생성으로 넘어가는 bre삶 up 과정올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불안정핵에 의한 핵반용 정보는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연 

구실 데이터의 부재는 천체물리 연구의 한계가 되고 있었으나 Rffi 기술을 이용하 

므로서 이러한 불안정핵의 반용 단면적올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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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신성폭발현상풍에 관해서도 관련 원소들의 종류와 성질， 핵반옹율둥올 잘 

모르고서는 폭발메카니즘은 명확히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실험 데 

이터가 거의 전무하였던 불안정핵과 핵의 반용율 측정등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우주 물질 생성 및 진화의 연구에 새장올 열 수 있올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시설올 이용하여 수행될 중요한 연구들올 열거하면 특히 저에너지의 불안정핵빔올 

이용한 수소， 헬륨둥올 표적으로 하는 반용율의 측정， 또 r 과정둥 초신성폭발기구 

의 해명， 중성자 과잉핵의 붕괴양식， 전자포획율둥의 계통적연구둥으로서 천체핵물 

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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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빔은 표면 물성물리， 방사화학， 그리고 생명과학둥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의 장올 열게 될 것이다 

다. 안정한계션의 핵분광학 연구 

중성자 과잉동위원소빔올 이용한 핵반웅올 이용할 경우 극단적인 중성자 과잉중 

핵을 생성할 수 있으며 또 초중핵둥올 생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중핵들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lsospm 의존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으며， 핵의 회소붕괴 

연구， 고속 회전 핵상태동의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강력한 RIB를 이용하여 

새롭게 열리는 연구분야들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ß안정선에서 먼핵들의 연구， 중 

성자 과잉핵연구， 초중원소의 생성， 상호작용의 isospin의폰성의 연구， 희소붕괴， 불 

안정핵과 핵간 상호작용， 고속회전의 극한상태연구퉁 핵물리학의 새로운 영역의 개 

척올 가능하게 한다. 

라. 시설 및 중요 변수 

CERN ISOLDE의 데이터에 의하면 핵반옹으로 생성되는 거의 모든 원소가 이온 

화될수 있으며 알칼리 원소， 할로겐원소， 희토류원소， 희소기체 및 다른 기체둥에 

대해서는 이온화윷이 높아 10-100%에 이른다. 이온화시키는 이온원 기술로는 ECR 

technique이 중요한 역할올 할 것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렇게 이온화된 불안정 원소 

는 magnetic mass seperator에 의해 질량분석이 되며(lSOL 단계) 이를 중핵가속기 

에 입사 가속하게 된다. 이러한 ISOL 장치의 개념도를 [그림 3.13]에서 보이고 있으 

며 가능한 특성 이 표 3.10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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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제안 ISOL시셜의 특성 

mass range <300 

mass resolving power better than 10-4 

isobar selection 
1. chernical selection (ion source) 

2. high mass seperation 

1. surface ionization 

lon source 2. plasma 

3. ECR 

charge state :t l 

time structure 
contmuous 

pulsed 

injection energy to Heavy ion linac 수 keV /nucleon 

5. 중성자 범 이용 연구 

중성자빔은 X-ray 와 함께 물질의 구조를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 

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연구용 원자로의 도입후 비파괴 검사둥 공학적 옹 

용과 함께 과학에의 이용도 진행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원자력 연구소에 설립되어 고밀도의 중성자 빔올 이용할 수 있 

게 되었다. 연구용 원자로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중성자 원으로 발전되어 온 것 

은 가속기를 이용한 중성자빔 시설이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Los Alamos 연구소， 

영국의 Applton 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소의 중성자빔 시설올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소들은 모두 고에너지의 양성자빔 (0.5 - 1 GeV)올 표적핵에 

입사시켜 발생되는 중성자를 이용하는데， 대용량가속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밀 

도의 중성자빔올 생성할 수 있다. 이들 가속기에 의한 중성자 법은 후술하듯이 짧 

은 시간폭의 Pulse 모양의 시간 특성올 가지므로 연구용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중성 

자 빔과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었다. 현재 Pulse 중성자 빔올 생성하는 연구소 들에 

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대부분은 고체물리， 화학， 및 생물학에의 웅용이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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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별로 차이가 있으나 예를 들어 일본의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소의 경우 물리학 

(39%), 화학(30%) ， 생물학(8%) ， 물성과학(23%)의 비율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 

성자 빔은 방사광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성질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게 

인식되어 유럽(ESS pr이ect)과 미국(ANS project) 에서 더욱 큰 밀도의 빔올 얻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보고에서는 중성자의 옹용중 핵물리학 실험에 중 

점올 두었으나 실제 주된 중성자 빔의 용용은 물성물리학 및 화학， 생물학 분야가 

될 것이다. 

가. 핵파쇄에 의한 중생자 생성 

가속된 양성자와 질량이 무거운 핵올 가지는 물질의 상호작용은 양성자의 에너 

지에 따라 다양한 메카니즘에 의해 중성자를 생성하게 된다. 양성자의 에너지가 

100 MeV이하에서는 핵의 충구조의 영향에 의해 단일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가 생 

성 되 기도 하며 , 100MeV 이 상에 서 는 핵 파쇄 (Spallation)의 확률이 중가하여 중성자 

의 에너지도 저에너지에서 고에너지까지 exponential 합수의 모양올 나타낸다. 표 

3.11에 빔의 강도가 1 mA 일때 충분히 큰 표적에서의 양성자 빔 에너지에 따른 전 

체 중성자의 생성량올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듯이 1 GeV 양성자가 20 mA 강도를 

가진다면 전체 중성자의 밀도는 2.6Xl0 18이 되며 이것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중성 

자원 중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는 프랑스의 ILL 연구소의 중성자 밀도를 농가하는 

양이 된다 [23]. 

표 3.11 빔의 강도가 1 mA 일때 충분히 큰 표적에서의 양성자 빔 에너지에 

따른 전체 중성자의 생성량 

양성자 에너지(MeVl 표적핵 양성자당중성자생성량 전체 중성자 량(초당) 
32 Bi 0.015 9.4 x 10 13 

500 Pb 8 1.2 x 10 16 

1α)() Pb 20 1.3 X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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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핵파쇄에 의해 생성된 고속의 중성자들은 표적핵 주위의 감속재(예: 액체 

수소)를 통과 하면서 급격히 그 속도가 떨어져 주위의 빔 라인에 도달할 때는 열 

중성자 및 냉중성자로 변환되게 된다. 다음에 살피듯이 실제 물리학 및 생물학에서 

관심이 있는 중성자의 에너지는 1 KeV 이하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영역의 중성자 

밀도가 중요하다. (그림 3.16)에 이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이 있다.가속기에 의 

한 중성자의 생성은 연구용 원자로(예를 들어 원자력 연구소의 하나로)에서 생성된 

중성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 GeV 양성자 빔과 무거운 표적핵에 의한 중성자 

는 우선 그 에너지에있어서 고 에너지의 중성자가 많다는 것이 차이이다. 따라서 

감속재를 거친 후의 열중성자 및 냉중성자 영역에서는 가속기에 의한 중성자가 그 

손실이 클 수 있다. 또 하나의 큰 차이는 가속기는 자체 Pulse 구조를 가지고 있으 

므로 중성자 빔도 Pulse 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중성자의 에너지 

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용 원자로 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 에너지를 얻기 

위한 Monochromater가 불필요한 것이 핵파쇄 중성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 

다. 냉 중성자의경우 표 2에서 보듯이 그 속도가 100 mls 정도로 10 m 의 비행 거 

리라면 100 ms 의 TOF(Time of flight)를 가진다. 따라서 빔의 넓이가 1 μsecond 

이내라면 충분한 에너지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표 3.12에 에너지에 따른 중성자의 여러 성질을 나타내었다 

표 3.12 에너지에 따른 중성자의 여러 성질 

구분 에너지(eV) 속도(m/s) 파장 ( Â) 온도(0 C) 

fast 10 6 1.4x10 7 2.86 X 10- 4 1.2x lO lO 

epithermal 10 4 1.4 x 10 6 2.86 x 10- 1.2 X 108 

thermal 10 0 1.4 X 10 4 2.86x lO- 1 1.2 X 10 4 

cold 10- 2 1.4 X 103 2.86 x 100 1.2 X 10 2 

ultracold 10-5 44.3 90 1.2x l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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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성자 빔올 이용한 핵물리학 실험 

1) 냉중성자의 응용-중성자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연구 

1960년대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CP 대칭성의 붕괴 

가 실험적으로 증명된 후 많은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소틀에서 이 대칭성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표준이론(standard model)에 근거하면서도 여러 이론들 

이 이 대칭성의 붕괴 정도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험적으로도 K 중간자 

붕괴 이외는 이 대칭성의 붕괴가 발견되지 않아 현재 가장 중요한 핵 및 고에너지 

물리학의 숙제라 할 수 있다. CP 는 CPT 대칭성올 가정하면 T 대칭성과도 같으므 

로 T 대칭성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론에 의하면 중성자의 전기쌍 

극도 (electric dipole moment)의 존재가 T 대칭성의 깨짐올 나타내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실험적으로 중성자의 전기쌍극도를 측정할려는 노력이 프랑스의 ILL 연구소 

를 비롯한 많은 연구용 원자로에서 실행되었다. 중성자의 전기쌍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중성자를 극도로 감속시켜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 

다. 이를 위하여 극냉중성자의 금속면 전반사를 이용하여(중성자의 속도가 6m1s 정 

도에서는 금속면에서 중성자가 전반사 한다) 충성자를 일정한 부피속에 가두는 기 

술이 개발되었다 [24]. 1990년대 초반 ILL에서 행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중성자의 

전기쌍극도가 3x lO- 26e' cm 이하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여러 다른 이론들이 이 영 

역에서 10-형 . cm 까지 예측하고 있으므로 좀더 정밀한 실험 결과가 요구되고 있 

다. Los Alamos의 LANSCE spallation source 를 이용한 극냉중성자 연구팀도 이 

측정을 위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 있으며 그들의 예측에 의하면 극냉중성자의 밀도 

를 10 3
/ cm3 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예상되는 중성자 밀 

도에서는 이 정도의 극냉중성자 밀도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성자 

의 전기쌍극도와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성질은 중성자의 수명 (lifetime) 이다. 중성 

자는 양성자와 함께 가장 간단한 핵으로 Weak Interaction에 의해 붕괴한다. 이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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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상수와 붕괴의 각분포의 비대칭성 인자인 Aþ 로 부터 Weak Interaction 의 결 

합상수인 gA 와 g -v 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은 입자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파라메타이다. 현재 가장 정확한 실험 결과는 ILL에서 얻어진 값으로 887.4 :t 3 

seconds 로 실험 오차는 0.3 % 에 머무르고 있다 [25]. 그림 3.17에 프랑스의 ILL 

연구소에서 사용한 측정 장치의 개요가 나타나 있다.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극냉 중성자의 밀도로 현재 프랑스의 측정 장치에서 얻은 1 cc 당 80 극냉 중성 

자에 필적하는 밀도가 양성자 빔에서 얻어질 것이 예상된다. 또한 중성자의 붕괴중 

알려진 r→peν 붕괴 형식이외 7 가 생성되는 붕괴 양식이 이론적으로 예측되고 있 

는데 이를 실험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며 실험적으로는 붕괴하는 하전 

입자와 함께 ? 를 그림 3.18과 같은 실험장치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가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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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lon 8eo fT\ 

그림 3.17 핵파쇄 표적핵과 감속장치의 개요도 

V':'CUU M VεSSEL 

그림 3.18 극냉 중성자를 이용한 중성자 수명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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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pÍ-) thermal 중성자의 웅용 

가)우주핵물리학 

일반적으로 10keV 에서 300keV 에너지 영역의 중성자에 의한 원자핵 포획 반옹 

은 우주의 진화를 밝히는데 중요하다. 우주핵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에 의하면 Fe 보다 가벼운 핵들은 주로 CNO cycle 이라고 불리는 핵융합 

의 과정에 의해 합성되었고 Fe 보다 무거운 핵들은 중성자 포획 반응과 베타 붕괴 

에 의해 연속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process(slow) 라고 불리어지 

는 합성 과정은 느린 j 붕괴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원자번호를 높여가는 반응이며 

중성자 밀도가 l014jm3 의 조건에서 진행되며 r-process (rapid) 합성과정은 j 붕괴 

가 일어나기 전에 (n , r) 반옹에 의해 질량올 중가시켜 나가는 합성과정이다. 

r-process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1024jm3 의 밀도가 요구되며 아직까지 어떤 과정에 

의하여 이러한 조건이 형성되는 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26]. 무거운 핵의 현폰비 

를 이해하는데는 모든 핵종의 (n , r) 반옹 단면적을 실험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중 

요한데 아직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epithermal 또는 slow 영역의 

고밀도 중성자 빔을 이용하여 이들 반옹올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현재 물리학 

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 분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나) 핵반응에서의 대칭성에 대한 연구 

1950년대 Parity 대칭성의 깨짐올 발견한 이래 핵반옹에서의 이 현상은 아직까지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특히 핵파쇄 중성자 원올 가진 LANCSE에서 최근 거의 

10%에 이르는 Parity 대칭성의 붕괴가 무거운 핵과 중성자의 반옹에서 관측되어 이 

론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큼 Parity 대칭성의 

깨짐은 핵의 S 상태와 P 상태의 에너지 준위가 아주 가까와서 두 상태의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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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것이 크게 주목되고 있는 것은 Parity 대 

칭성에서와 같이 T(time) 대칭성에서도 이러한 깨짐의 확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 

측되는 데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T(time) 대칭성 붕괴의 측정이 가능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연구는 미국의 Iρs Alamos 연구 

소와 일본의 고에너지 물리학 연구소에서 핵파쇄 중성자 빔올 가지고 진행되고 있 

다. 

다. 물성물리 및 생물학 에의 응용 

물성 물리학 및 생물학에서 분자 및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 

하고 있는 기술은 X-ray 와 전자 산란 일 것이다. X-ray와 전자산란이 물질속의 

전자와 반응하는데 반하여 중성자 산란은 물질 속의 핵과 산란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확연히 구별되는 장점을 가진다. 

- 중성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번호에 무관하게 일정하고 보다 긴 투과 길이 

(penetration depth)를 가진다. 이에 반해 X-ray는 원자번호에 비례해서 투과 길이 

가 짧으며 일반적으로 짧은 투과길이를 가진다. 따라서 원자 번호가 큰 차이가 나 

는 여러 원자들로 구성된 물질의 구조를 X-ray로 측정하기에는 힘든 경우가 있는 

데 예를 들어 고온 초전도체의 경우 이트리움과 산소의 구성올 X-ray로 측정하면 

산소의 경우 X-ray와의 산란확률이 적어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 중성자는 자성을 가지며 따라서 전자의 자기 모멘트와 반용하여 물질의 자기 

적 성질및 자기의 공간적 분포를 연구할 수 있다. 

- 중성자의 파장은 그 에너지에 따라 표 3.12에 나타나 있듯이 원자의 크기에 

서 부터 거대 분자의 크기 까지 가능하여 거대 생체 분자의 구조 및 그 운동을 연 

구할수 있다 

- 중성자의 에너지를 물질의 운동에너지와 비슷하게 조절하여 원자 및 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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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올 연구할 수 있다. 

물론 중성자는 그 가능한 강도에 있어서 X-ray 나 전자 빔에 미치지 못하기 때 

문데 X-ray1-} 전자빔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위의 예들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크게 

된다. 

현재 중성자를 이용한 여러 용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 결정 학(Crystalography) 

* 거대 구조 연구 (Small Angle Scattering) 

* 액체 및 비결정체 연구 
중성자를 이용한 고체물리학 화학 및 생물학에의 용용은 그 용용 범위가 다양하 

며 기본적으로 포항가속기의 방사광의 용용범위와 유사하나 중성자 빔의 특정올 살 

린 상호 보완적인 연구를 통하여 가장 생산적인 연구를 할 수 있올 것이다. 

6. 결론 

본 장에서는 대용량가속기의 학술적인 활용 가농성올 살펴보았다. 대용량가속기 

의 대전류 능력은 학술연구 전반에 영향을 미쳐 한편으로는 불가농하였던 실험과 

용용올 가능케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폰실험 데이터의 전반적인 향상올 가능 

케하여 국제적으로 과학 학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21세기가 과학의 

세기가 되고 과학경쟁력이 결국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될 것엄올 생각할 때， 우리 

의 과학적 농력에 대한 자신과 자긍심을 갖고 나아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용량가속기는 과학계 전반에 걸쳐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충분한 국제 경쟁력올 

갖는 연구 환경을 부여할 수 있올 것이며， 또 다른 변으로는 우리나라 과학 발전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야섬적인 시설이라고 생각되며 우리의 과학적 역 

량올 충분히 발휘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바로 세워 선진국에 걸맞는 역 

할올 담당할 수 있는 발돋음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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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6 절 동위원소분야 

1.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 핵반용 

원자핵 + 가속입자 • 변환핵 + 방출입자 

(p, a, 중성입자) 

。 생성량 

18"_' ,, Na Xp xYi/ 1 _-At\ rE2 ð(E) A(dPs) = 6.24 x 10 18 xix lVa^)~^ .l i (1 - e- At ) [ ~낼LdE 
El S(E) 

A : 생성 방사농량 

: 업자전류 ÜLA) 

Na : Avogadro 수 (6 x 1펌 /m()l) 

p : 표적물질의 밀도 (g/clTI3) 

Yi : Isotopic Abundance 

M : 표적물질의 분차량 (g/m이) 

^ :붕괴상수 

t : 조사시간 

o(E) : 핵 반용 단면적 

S(E) : 정지력 

El . 표적물질 통과후 업자에너지 

E2 : 업자의 업사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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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Yield (uCνUAh) curves for the 68Zn(p, n)68Ga, 67Zn(p, nrGa, 

68Zn(p, 2n)67Ga, 68Zn-6S(p, 2nrGa, 68Zn(p, 3n)66Ga as a fuction of 

incident-proton energy for protons on natural z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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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은 위 식과 여기함수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건이 맞아야 한다. 

(1) 현재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은 Proton 올 주로 이용하고 있다. 

(2) 방사성 핵종 생산 전용 가속기는 30MeV 정도의 양성자 가속기이다. 

(3) 원자로에서는 동시에 여러 핵종올 핵반옹 시킬 수 있으나 가속기에서는 같은 

시간에 1핵종 만올 생산하게 되고 다라서 생산단가가 비싸다. 

(4)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입자전류를 늘리는 추세다. 

(병 원 50MeV 40llA 사용. 상업 적으로 RI 생 산 전용 Cyc1otron 에 서 는 150 -

300llA 까지 사용하며 500IlA 까지 늘리 려 하고 있다.) 

(5) 입자전류를 사용할 때는 순간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Target 의 도금기술 및 

냉각기술이 생산성올 좌우한다. 

(6) 생산량올 늘리기 위하여 고가의 농축 표적을 사용한다. 

(7) 여기함수에서 보듯이 방사성 불순물이 생기므로 방사성 불순물올 줄이는 방 

법이 있어야 한다. 

(8) 원자로에서는 핵종 표기 차트의 중성자 과잉 부분이 주로 생산되나 입자 가 

속기에서는 주로 중성자 결핍 (양성자 과잉 : 핵종수는 더 많음) 핵종 생산. 

(9) 양성자 과잉 핵종은 원자로 생산 핵종보다 진단 목적으로 좋은 핵종이 많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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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따라서 핵종 개발 여지는 많다고 하겠음. 

(11) 현재까지는 생산 단가가 높고 이용 개발이 안되어 몇 가지 핵종 만올 이용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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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isotope 

C-11 

N-13 
0-15 

F-19 

Mg-28 

P-30 
Cr-48 

Co-55 

Ga-67 

Ga-68 

Br-75 

Br-77 

Rb-81 

• 
Kr-81m 
In-111 

1-123 

Xe-125 

T1-201 

표 3.13 Physical properties of cyclotron nuclides 

(밑줄친 부분은 사용 주요 핵종) 

Decay Data 

T1(2 Decay mode End point energy of ß 
(%) groups Ke V (r터. %) 

20.3 min lLi22쩌 960 (100) 
EC(0.2) 

9.96 min r (100) 1190(100) 
2.03 min r (99.9) 1723(100) 

EC(O.I) 
109.7 min r (96.9) 635(100) 

EC(3.1) 
21.1 h Ir (100) 460(100) 

2.5 min ß+ (100) 3245(100) 
2 1.6 min EC( loo) 

18.0 h r (77) 550(2.5) 
EC(23) 1040(41) 

1500(56) 

78.3 h 뜨(100) 

68 .3 min r (90) 770(1.7) 
EC(lO) 1잊)()(98.3) 

1.6 h ß+ (75.5) 1130(2) 
EC(24.5) 1340(7) 

1450(2) 
1510(7) 
1740(82) 

57 h ß+ (0π) 340(100) 
EC(99.3) 

4.6 h K요끄 끄5(10) 

EC(73) 575(16) 
1050(74) 

13.3 sec IT(loo) 
2.8 d EC( loo) 

13.02 h EC(100) 

16.8 h ß+ (0.3) 470(100) 
EC(99.7) 

73.5 h EC(l(X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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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γ rays KeV 
(%, abundance) 

511 (199.6) 

511(200) 
511 (193.8) 

511(193.8) 

401(35.9) 
942(35.9) 
1342(54) 
511(200) 
112(38) 
308(99.5) 
477(20.3) 
511 (154) 
931σ5) 

1409(16.5) 
원00 
185(23.6) 
300(19) 
511 (1 80) 
1077(3) 
286(91.6) 
511(151) 

239(22.8) 
297(4.1) 
521(22.1) 
띤a객j 
511(54) 

191(67) 
172(87.6) 
245(94.2) 
파9(83) 

529(1.05) 
183(55) 
243(28.7) 
166-167(10.2) 
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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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yclotron 방사성 핵종 생산 이용 추세 

。 국외 현황 

@ 핵적 성질이 우수하고 국민 생활 수준의 상향과 생산성 향상으로 고가의 

Cyclotron 생산 핵종의 생산 빛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사용 전류량 증가， 표적 기술 개발， 냉각 기술 개발 퉁으로 생산성올 늘려가 

는추세임. 

m 

띠
 



일본의 Cvclotron 생산 핵종 사용략 (밑줄 친 부분) 

나머지는 원자로 생산 핵종， 51Cr 겸용 생산 

사용량은 원자로 생산 핵종이 월퉁히 많으나 매출금액 면에서는 Cyclotron 생산 

핵종의 매출액이 더 큼 (5-20배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음). 

표 3.15 Quantities of Unsealed Radioisotopes Used in Hospitals and Clinics 

(Fiscal Years 1985 • 1992) 

NMu ‘애u래~@~dg 6m ~i매)~ R~Sc띠 Y ‘ e~m~~ 1985 1986 1987 1988 1989 l 잊lO 1991 1992 

'H (M휠) 37,OCIJ 37，1이)() 48,470 24,198 24,870 16,010 13,070 16,210 

l ‘c (M휠) 1,480 41,440 125，α;0 49,173 23,070 950 630 460
1 

"p (M휠) 18,870 13,690 19,980 19，엇)6 24,190 24"~10 32,200 27,560 

"s (M휠) 4,810 5,180 7,030 10,064 10,370 12, 150 10,920 11 ,880 

"c. (M휠) 740 740 740 1,332 1,810 260 700 220 

J1Cr (M빽) 57,720 59,940 45,140 43,031 34,740 29,170 26,530 23,870 I 

“Fe (M휠) 9,250 6,660 6,290 6,068 5,880 5,660 5,290 5.070 I 
"'Ga i센월l 괴효앨~ 션낀잭~ 객펀뾰~ 쁘갤츠쓰9 쁘i탱길170 11앨꼬1Q ru쁘，ì!킹 낀S깊ÆQ 

"50 (MBq) 45,880 32,560 22,570 17,242 10,240 6,180 4,410 

It IDI(r Genemtor l엔월j 710요웰 쁘2&.띠 윌1얻핑 잭길걷E 쁘갤~ 월앨~ 원초용핑 ~ 

"마fc Genemtcπ (M뀔) 143,193,700 144,383,140 149,649,090 154,141,075 163,157,980 170,423,470 177,259,600 181,409,150 

’1마fc S여ullooαR익) 36,631 ,850 42,965,880 46,998,880 53,281,961 63,767,050 79,732,670 91 ,612,110 105,981 ,020 

l1l In i젠훨i g쁘4앨 옆.M7Q 쩍L쁘P 캘길쁘l 쩍S원 1긴..!Q 앨J쁘 폭옐a땐 
1231 00잉l 윌앵~ 2강~ ￡원걷Æ!Q 72원J흐i ~형E땐l &깊'l1!l!l 파2월;m 딛J객올Q 

l잉I (‘g얘) 280,830 290,450 316,no 297,813 273,090 23:ζ910 244,630 240,600 

(M휠) 3,405,110 3,443,590 3,755,130 3,925,552 3,964,020 4,023,350 4,285,010 4,385,660 

133Xe (ME얘) 37,781 ,070 40,248,600 37,537,950 33,025,830 32,063,460 29,034,450 28,555 ,210 27,124,140 

(97Hg (M휠) 43,290 32,560 

20111 (MBq) g쩔w:!낀q g윌싫2Q 니죠니괴1Q 딛펴죠쁘7 꾀J쩔.lli1 끄올1낀~ Z않끄J2Q 검i쩔J요9 

(밑줄 : Cycloσon 생산 주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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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현황 

표 3.16 연도별 주요 Cyc1otron 방사성 핵종의 수입량， 국산 보급량 및 

국내 총 사용량 

김갚냉촌 67Ga 201π lUIn 51Cr 

수입 5,819 2,783 9 
’91년도 

국산 563 45 -
합계 6,382 2,828 9 

수입 4,460 4,335 53 391 
’92년도 

국산 2,072 824 335 3.5 

합계 6,532 5,159 335 56.5 391 

수입 3,951 9,228 63 8 313 
’93년도 

국산 3,550 2,098 583 8.5 8 

합계 7,501 11 ,326 646 16.5 321 

수입 3,326 12,040 135 4 306.5 
’94년도 

국산 4,270 3,016 703 8 39 

합계 7,596 15,056 838 12 345.5 

수입 3,404 28,739 225 79 424 
’95년도 

국산 3,732 2,216 1,777 4 0 

합계 7,136 30,955 2,002 83 424 

@ 국내에서도 핵종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읍. 

합 계 

8,611 

608 

9,219 

9,239 

3,234.5 

12,473.5 

13,563 

6,247.5 

19,810.5 

15,81 1.5 

8,036 

24,847.5 

32,871 

7,729 

40,600 

@ 현재 시장 규모는 작으나 일본의 1인당 사용량이 국내 최대 잠재수요라 할 

수 있음 (일본의 사용 통계 참조， 밑줄 친 부분이 Cyclotron 생산 핵종임). 

@ 현재는 일부 수입， 일부 국산올 사용하고 있으나 생산 및 수입 여건이 원할치 

않아 사용 초기 단계라 볼 수 있고， RI 생산 전용 Cyclotron올 2대 이상 보유하고 

국민 소득이 높아질 경우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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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이용분야별 핵종별 수입 현황 

(단위 mCi. 원) 

(;;ft 의료기관 교육·연구기관 산업기관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끔액 수량 금액 

P-32 580.5 48,4'11,644 1,256.4 147,423,101 48 6 ，70δ，377 1,884.9 202,626,122 I 
Tc-9야n 2,460,543.113 2,099,942,232 4，1αxl 2,685,237 2,464 ,543.113 2,102,627,469 

1-125 1,130.916 41,014,615,165 129.1287 44,888,399 33.5184 '11,751 ,838 1,293.5631 41 ,157,255,402 

H-3 277.011 41 ， 869r~51 516.9839 162,349,851 18,381 ,111.686 253,483,211 18,381 ,905.5809 457,702,613 

1n-111 78.9 7,282,549 78.9 7,282,549 

Co-57 21.6623 7,403,809 77. 111 12,467,403 98.7733 19,871 ,2 12 

C-14 66.351 26,192,694 55.5333 81 ，없8，371 17,503.07 183,705,746 17,624.954 291 ,726,811 

Fe-59 3.5 1,117,305 0 .5 111 ,113 0.2 169,756 4.2 1,398,174 

C.45 8 아)3，605 21 1,787,882 29 2,691 ,487 

TI-201 28,758.66 397,242,507 28,758.86 397,242,507 

α-51 271 16,675,479 153.02 5，908β33 424.02 22,584,112 

&-133 0.1014 3,383,252 0.1014 3,383,252 

Sr-85 0.5 106,483 5.1050 2,452,030 5.605 2,558,513 

Am-241 0.01 95,596 2.225 52,003,329 2,225.01 52,098,925 

1-131 55,818 .55 126,393,184 55,818 .55 126,393,184 

0..-67 3.398 32,536,128 6 40,124 3,404 32,576,252 

Ge-68 21 .5 16,586 ,280 2 1.5 16,586,280 

Ra-226 0.0054 634,271 0.0054 634,271 

Rh-86 3 275,468 3 275,468 

K-40 oαXl 1 3,383,252 。이Xl 1 3,383,252 

P-33 3.25 1,254,654 4 1 ，054ρ32 0 .5 449,082 7.75 2,757,768 

1-123 225 12,731 ,730 225 12,731 ,730 

Sn-l13 1.0131 644,889 1.0131 644,889 

Ce-139 0.0116 3,478,848 0.0116 3,478,845 

Co-60 11.1081 2,704,528 200,003,756 .5 252,460,015 200,000767.608 265， 164r~3 

Hg-203 198,306 oα)28 3,383,252 3,581,558 

Pm-147 49,186.02 3,065,260,835 1α)28 3χ，065잉，260，835 

S-35 406.9 37,523,865 1,199.3 122,419,696 77.65 9,193,852 49,186.02 169,137,413 

Cd-109 2.1596 1,127,282 6 8,372,077 1,683.85 9,499,359 

N.-22 0.5 762,360 3.1 1,197,554 8.1596 1,959,914 

Co-58 0.0013 154,324 3.6 154,324 

Gd-153 I 543,992 oα)13 543,992 

B.t-I54 I 3,534,019 l 3,534,019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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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박사섯 핵좀 셋산 동향 

。 앞으로의 개발 추세 

CD Cyclotron RI 생산 기술이 매년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æ 원자로 생산 핵종보다 핵적 성질의 우세는 생산 빛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입. 

@ 수많은 양성자 과잉 핵종이 있으므로 생산 및 이용 개발 여지가 많음 (핵종 

차트 참조). 

cv 앞으로 고생산성 (좀더 많은 빔 생산 빛 이용) 으로 가고 있음. 

@ RI 생산 전용 싸이클로트롬은 높은 빔 전류의 30MeV 급의 개발로 갈 것입. 

@ 단반감기 유기 핵종의 생산 빛 이용이 활발해질 것입. 

(18MeV 이 하 Baby Cyclotron 체 조 및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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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파급효과 

채 1 절 산업적 파급 측면 

가속기는 탄생이래 원자핵·소립자의 연구수단으로서 발전했다. 연구대상이 원자 

핵으로부터 소립자， 다시 소립자 내부구조로 나아감에 다라서 계속하여 에너지가 

높은 가속기가 필요하고， 이 요구에 호옹해서 새로운 원리가 생겨나고 기술개발이 

될 수 있었다. 한편， 가속기에서 나오는 입자빔도 옛날부터 옹용되어 왔으며， X선이 

나 radiography 이용은 역사가 길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속기 빔이 가져온 것은 뭐 

니뭐니해도 방사광 이용이다. 원래 X선 회절이나 산란 광전자 분광동은 물질연구 

의 기초 수단이지만 방사광 이용으로 현격히 강한 광올 얻게 되었으며， 동시에 방 

사광의 폭발적인 융성올 보게 되었다. 이와같이 해서 만들어진 방사광 전용 가속기 

는 원자핵·소립자 이외의 목적으로 만들어 본격적인 가속기가 시작 되었다. 물론 

가속기에서 나온 빔의 이용은 방사광에 그치지 않고 중성자 빔은 중성자 산란으로 

알려진 바와같이 자성이나 생체물질 연구에 불가결한 것이며， 그외에 중성자 빔， 이 

온 빔， 양전자 빔퉁에 대해서도 물질과학의 진전과 함께 더욱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들 목적과 부합된 각종 가속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가속기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의 특정은 가속기와 원자력과의 관련성이다. 지금까지 

원자력이라고 하면 원자로가 중심이며 가속기는 핵반용 소과정올 연구하기 위해 

원자로 주변에 Linac이나 Van de Graaff를 설치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첨단 에너지 기술에서는 플라즈마 마이크로파 가열을 목 

표로한 자유전자 레이저 연구， 중성입자 가열올 위한 부 이온원 연구， 로벽재료 시 

험용 중성자 빔올 발생하기 위한 대형 Linac 개발퉁이 있다. 또 원자로 분야에서도 

가속기에 의한 방사성 폐기물 핵종변환기술 개발둥 대형 양성자 Linac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수행되고 있는 RFQ Linac은 

수 MeV의 출력으로 어떠한 이온도 가속할 수 있는 가속기로서 소형화가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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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에너지와 전류가 안정적이며， 피-크 빔 전류를 높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가속기를 산업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 Neutron or Heavy-particle activation analysis 

물질분석에서 여러 가지 원소의 종류나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야금산업에서 

산소나 실리콘 함량분석올 하고， 무게 1O-2~ 1O-6g 정도의 아주작은 량올 분석하는 

미량분석 방법에 이용된다. 

- Proton radiography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어떤 물체내 재료형태나 밀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국방， 

연구，산업분야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 PIXE(Proton lnduced X -ray Emission) 

가속기로부터 나온 양성자， a 입자동 중하전입자가 시료에 이르면 시료중의 원자 

를 여기시켜 이용화하여 원소특유의 파장 즉 에너지를 갖는 특성 X선이 발생한다. 

이 특성 X선올 분석하여 시료의 원소 분석을 하는 것으로 재료분석， 생물학， 의학， 

농학， 광물학， 광업， 고고학둥에 이용된다. 

- 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이 방법은 ppb단위로 미량원소 검출올 할수 있으며 지질학에 직접 옹용 할수 있 

다. 

- Explosive detection 

적당한 에너지의 양성자 빔이 어느 표적에 충격올 가할 때 발생하는 핵반웅으로 

생성된 감마선이 질소(14N)에 흡수되는 현상올 이용하여 폭약올 검출하는 것으로 

공항에서 화물검색올 하므로서 항공기 안전올 유지하는데 큰 역할올 할수 있으며， 

- 122 -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뢰제거 장치 개발에 가속기를 이용할 수 었 

다. 

- Ion Implantation 

이온 주입은 이온올 가속해서 물질속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반도체둥의 전기적 

특성올 제어하고， 금속표면의 기계적 성질올 개량하며， 이온 빔 직경올 1μm 이하 

로 줄여서 마이크로 빔올 만들어 미세구조 가공도 할 수 있다. 이외에 중요한 분야 

로서 이온과원자， 이온과고체 충돌에 관한 기초연구이다. 이온과원자 충돌은 우주와 

고충， 레이저， 핵융합에서의 물리현상 해명에 이들 반옹에 관한 지식이 기초가 된 

다. 예를들어， 다가중이온과 수소원자와의 하전교환충돌은 Tokamak형 핵융합로에 

서 중성입자가열올 위해 입사된 수소원자가 불순물 이옹과 하전교환해서 내부로 진 

입할 수 없다는 문제에 관련된다. 이온과고체 충돌 연구에서도 이온 빔과 결정격자 

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channelir핑 현상올 격자결함 연구에 용용할수 있다. 현 

재는 중이온올 조사하여 전자현미경으로 방사선 손상의 발생올 즉시 관찰하는 방법 

올 연구하고 있다. 

- N uclear waste assay 

방사선 폐기물 용기안에 들어있는 전체 액티나이드와 분열물질 함유량올 분석하 

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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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절 사회적 봐급 측면 

1931년 최초의 입자가속기가 건조된 이래 현재까지 선진국들은 초장기적으로 입 

자가속기의 연구 · 개발사업에 많은 재원과 과학기술 인력올 투입하므로서 업자가속 

기의 규모(가속입자의 에너지와 전류)를 경쟁적으로 증가시켜 왔고 또한 이의 활용 

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동일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으며 

이는 가속기연구분야가 첨단과학기술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해왔는가를 잘 설명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입자가속기의 개발기술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초 

정밀 및 최첨단 기술이며 핵심산업기술의 원천으로 이 분야의 성공적인 연구 • 개발 

은 곧 세계적인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었다는 것올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 21세기 G7으로의 진입올 시도하는 현 섯점에서 더 없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가속기 기술은 의료， 환경， 국방， 학술， 산업， 에너지 퉁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기 때 

문에 이 기술의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고도 다양하다. 본 절에서는 

가속기 기술이 이용되는 많은 분야 중에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 

제중의 하나인 에너지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 보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간 

단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천연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총 소비 에너지의 90% 이상 

올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제는 안보차원으로 고려해야 

할 만큼 심각성올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에 힘 

입어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올 보임으로서 경제성장률올 훨씬 상회하고 있고 

향후에도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증가추세는 계속되리라 전망된 

다. 이에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전기에너지의 공급구조를 다원화함과 동 

시에 화력， 원자력， 수력 퉁 발전원의 특성올 살려 균형있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장기전력수급계획은 1994년 이후 2006년까 

지 석탄화력 23기， 원전 14기， 기타 LNG. 수력 27기 둥 총 64기에 3，260만KW의 

설비를 신규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어 2006년도에는 원자력과 석탄화력올 주력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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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에너지원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TMI와 체르노빌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비판적 시 

각올 고조서켰고， 언론의 과장， 왜곡 보도， 반핵단체들의 반원전활동의 강화로 국빈 

들의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올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국민의 권리의식과 다양한 욕구증대로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익올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가 확산되었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국가의 발전보다는 지역올 지키 

겠다는 지역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한편 원자력 이용의 부산물인 방사성폐기 

물의 누적량이 증가되고 있어 방사성페기물의 안전관리는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 

해야할 당면과제로 대두되어 있으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퉁의 입지확보 역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중요한 국가사업도 주민이 반대하면 중단할 수 있 

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의 시각은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85.5%)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올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원전올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도 찬성(74.7%)하고 있지반 이들 중 대다수는 

안전성에 유의하면서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원전의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문제 및 방사능의 누출에 대한 환경오염 및 피폭으로 

요약할 수 있어 이의 국민적 합의 형성올 위한 획기적인 해결 방안올 찾아야 할 섯 

점이다. 

위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부터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올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원자력에너지원이 바로 입자가속기와 천연 토륨올 연료로 하는 미임 

계 반용로를 결합한 형태의 원자로이다. 이러한 형태의 원자로는 장수명 핵종둘이 

반웅로 안에서 모두 변환되어 반감기가 약 200-300년 정도의 방사성 폐기물만 생성 

되므로 현재의 원자력 발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성 페기물의 처리 및 처분이 

훨씬 간단해 지고 기존의 장반감기 방사성꽤기물도 이 원자로에서 짧은 반감기의 

방사성핵종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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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올 격고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차세대 원 

자로이다. 

또한 가속기를 연계한 원자로는 미임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르노빌과 같은 제 

어불능의 연쇄 핵반옹에 의한 초임계 사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 또한 내부 

핵반용율이 외부제어기능에 의해서 유지되며 만의하나 제어기능이 상실되면 순간적 

으로 자연현상에 의해 반용이 정지되는 고유피동안전성 개념이 도입되어 있어 현재 

의 원자로에 비해 안전성이 월퉁히 높다. 

기폰의 원자로에서는 우라늄올 연료로 사용하는 반면에 이원자로에서는 가속기 

에서 발생시킨 중성자로 토륨232를 우라늄-233로 핵변환시켜 연료로 사용한다. 토 

륨은 전세계적으로 확인된 매장량이 약 4백만톤으로 우라늄 매장량의 약 2배 가량 

되며 우리나라에도 2만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어 현재의 전력소비량 기준으로 약 

800년올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자원의 해외의존도를 줄이는 결정적인 방안이 된 

다. 

또한 토륨연료는 시용후에 핵확산의 문제가 되는 플루토늄이 생산되지 않으며， 

또한 경수로의 핵연로는 핵확산금지규약에 따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농축기술이나 

재처리기술이 있어야만이 핵연료 주기상의 완벽한 독자기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불안전한 핵주기기술올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가속기를 이용한 토륨 미임계원 

자로에는 핵주기상에 이러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완전한 핵주기의 국산화가 성취 

될 수 있올 뿐만 아나라 핵비확산에도 합치되는 기술이 된다. 

이 외에도 입자자가속기는 각종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과 방사선올 이용한 암 

및 종양치료 퉁에 이용되어 현재의 의료용 방사선의 사용올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여건올 마련함과 동시에 연구를 거쳐 치료의 성공률올 높이며 또한 양질의 방사선 

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게 되므로서 의료분야에서 국민의 건강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 

다. 

한편 기폰의 정수 · 폐수처리나 초청정 공기정화 살균 및 살충올 가속기를 이용 

하여 획기적으로 개량할 수 있어 고도의 산업 사회가 직면하는 오염 문제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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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이 제시됨으로서 환경분야에서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은 환경 속에 삶을 영 

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가속기는 독가스 분해， 광역 살균 • 살충 풍 생 · 화학무기에 대한 방어기술과 화 

약류의 검색 퉁 방위산업기술개발의 필수 장비로 이용됨으로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데에 일익을 담당한다. 

또한 선진국의 독점물이 되다시피 해온 가속기를 이용한 핵물리실험， 핵자료 생 

산， 중성자 및 중간자물리연구， 고에너지 물리실험 풍의 수행이 국내에서 가능하게 

되어 선진국과 대퉁한 학술 연구경쟁올 할 수 있는 국민적 자긍심을 일깨울 수 있 

다. 

가속기는 초강도 플라스틱의 개발， 초정밀 가공， 정밀제품의 내구성 향상， 비파’ 

괴검사 동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용됨으로서 산업 분야에서 획기 

적으로 경쟁력올 제고시킨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가속기를 이용한 토륨 연료의 원자로는 현재 원자력계가 안 

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인 원자로의 안전성과 원자로의 운영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 

리문제에 대해 국민들로부터의 합의를 쉽게 득할 수 있고 또한 핵비확산 및 자원의 

해외의폰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되어 원자력분야의 활로를 창게 될것으로 전망 

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인 파급효과도 대단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가속기기술이 

의료， 환경， 국방， 학술， 산업， 에너지 풍 많은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올 

미치는 것올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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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철 안보기술 파급 측면 

보면적 의미로 국방 또는 안보기술이라함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기술 

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의 모든 첨단 기술의 특성이 어떤 특정기 

술만의 발전으로는 개발될 수 없다는 점올 인식할 때 다양한 첨단 기술의 개발 효 

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속기야 말로 그 자체가 간접적인 종합 안보기술의 개 

발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주파， 초전도 새로운 재료개발 둥은 곧바로 군 전력 

중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고주파 기술의 경우 현재 모든 선진 군사대국에서 그 규모의 크기는 있지만 충 

분한 자체 개발기술 및 시설올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아직 대부분의 

고주파원올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현대의 전자전에 고주파 기술 

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커다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고 하겠다. 가속기 기술 개발로부터 얻어지는 고주파원 제작기술의 확보는 이러한 

취약점을 상당부분 해소시켜줄 수 있올 것이다. 

현대 전장의 환경이 다양한 종류의 기기들에 의한 기술전쟁의 특성을 갖게 되면 

서， 그에 대옹하여 그러한 기기들의 동작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동형 전원 개발 

이 매우 중요한 잇슈가 되었다. 미래형 전원 개발에 요구되는 가장 필수적인 기술 

중의 하나가 초전도체 개발이다. 초전도 가속관 개발로부터 얻어지는 초전도 기술 

은 향후 에너지 저장장치 둥과 같은 새로운 전지 개발에 크게 활용될 수 있올 것으 

로 기대된다. 

가속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업자들은 새로운 재료개발에 활용될 뿐만 아니 

라 그 자체를 기존의 재료에 투입하여 신재료를 생산할 수 있다. 보다 가볍고 경 

도가 높은 채료들의 개발은 이동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하는 고중량의 중화기들 

올 경량화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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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절 기초과학의 육생 측면 

1. 대용량 양성자가속기의 학술적 이용 가능성 

대용량 양성자가속기 계획은 1 GeV 20mA의 대전류 양성자빔올 이용한 강력한 

파쇄중성자원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편 이러한 대전류빔 양성자 가속기는 에너지 

생산이나 핵종변환 시설로서 뿐만이 아니라 대전류의 캉점올 살려 기초과학 연구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중간 에너지 영역에서 아주 독특하고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기구가 될 수 있을것이다. 이 양성자빔은 중성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이차빔들， π， U, v 빔둥， 그리고 다량의 방사성동위원소빔을 생산할 수 있다. 강력 

한 이차빔올 사용할 경우 우주물리로부터 소립자물리， 물성물리 퉁의 전물리분야를 

망라하는 분야에서 세계 일류 최첨단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광범위한 

기초과학 연구에 지대한 역할올 하게 될 것이다. 대전류의 중성자빔은 물성과학의 

첨단 기초기술 연구에서 없어서는 안될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빔의 시간구조 조 

정올 가능케하는 Compressor / stretcher를 부설할 경우 세계적으로 그 학술적 역할 

이 인정되는 훌륭한 시설이 될 것이다. 

2. 핵과학기술 기초연구의 중요성 

대전류 고에너지 시설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되는 분야는 고에너지 

내지는 핵과학기술 관련 분야 들이라고 생각되며 이들 분야의 육성올 위한 사업은 

21세기를 맞는 현시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성올 갖는 

다. 이제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인류의 번영과 생폰이 관계되는 세기적 문제로 제 

기될 것이다. 특히 에너지 부폰자원이 전무하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더욱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언류의 번영은 어 

떻게 에너지 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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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21세기에 

세계의 일원으로 지도적 국가로서의 역량올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 

로 독렵할 수 있는 능력올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오는 

세기는 과화의 세기로 국가 자립 능력의 발판이 바로 과학적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은 WHO 체재의 출범과 함계 국가간의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바이다. 

특히 핵과학기술은 에너지 환경문제의 해결올 위해 필수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바이나 아울러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핵과학기술 역량올 축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비핵선언올 하므로서 핵의 평화적이용만올 추구 

하고 있으나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가 선언올 한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 

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핵과학과 핵기술 역량올 확보하 

는 것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핵과학 기술 능력의 축적은 국가 

위기 상황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국가 전략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환경 및 국가안보의 세기적 상황올 고려할 때 핵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의 중요성은 국가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학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이들 기초과학연구를 위 

한 지원올 확대함과 아울러 새로운 세대의 홍미와 창의력올 촉발할 수 있는 연구 

분야와 과제를 개발 육성하므로서 새로운 세대의 창의력있는 우수두뇌들올 발굴， 

유치 육성하는 것이 무엿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3. 대용량 양성자가속가와 핵과학기술 가초연구 

이러한 시점에서 대용량양성자가속기 개발 계획의 추진은 매우 의미있고 적절한 

사업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기초과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올 

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 전략적 기초과학이라 할 수 있는 핵과학기술 기초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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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축적을 위한 경쟁력있는 연구환경올 제공하고 우수한 두뇌를 유치할 수 있 

는 독창적인 연구과제의 수행올 가능케하므로서 이들 분야 연구인력의 저변올 확 

대하고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 될 것이다. 

4. 결론 

대용량 양성자가속기의 대전류 능력은 기존의 가속기들에 비해 월둥하며 따라서 

학술연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쳐 한편으로는 불가능하였던 실험과 용용올 가능 

케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실험 데이터의 전반적인 향상올 가능케하여 국제 

적으로 과학 학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종 기초 학술연구 

분야에서 경쟁력있고 국제적인 공헌올 할 수 있는 첨단으로서의 가능성이 풍부한 

시설이 될 것이다. 21세기가 과학의 세기가 되고 과학경쟁력이 결국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될 것입올 생각할 때 우리의 과학적 능력에 대한 자신과 자긍심올 갖고 나 

아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개발계획은 과학계 전반에 걸쳐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충분한 국제 경쟁력올 갖춘 연구 환경올 부여할 수 있올 것이며， 또 다 

른 면으로는 우리나라 과학 발전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줄수 있는 야심적인 시설이 

라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과학적 역량올 충 

분히 발휘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올 바로 세워 선진국에 걸맞는 역할올 담 

당할 수 있는 발돋음이 될 수 있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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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5 절 환경적 측면 (양성자 가속기) 

1. 문채점제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1995년도에 출범한 이후 세계질서는 빠른 속도로 

세계화와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이와함께 한 국가의 과학기술경쟁력이 그 

국가의 경쟁력올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지 못하였던 국가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은 이를 잘 중명해 주 

고 있다. 더우기 곧 다가올 21세기에는 환경에 바탕올 둔 자연환경친화적 과학기 

술에 대한 강한 요구가 예측되며， 이는 인류의 생폰과 직결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는 우리나라는 물론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현재 우리가 전력생산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발전방식은 환경적측면 또는 

현실적측면에서 각각의 문제점올 안고 있으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올 아래에 간단 

히 기술한다. 

가. 원자력 발전 

1995년 12월말 현재 운전중인 핵분열 원자로는 우리나라의 11기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43771 이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 안전성문제 풍의 문제를 안고 있어 

발전소부지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보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반대로 어 

려움올 겪고있다. 이외에도 핵폭탄무기의 원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현 

재 계획 중인 원자로가 세계적으로 총 59기에 이르는데 이를 계획 중인 나라에 미 

국， 독일， 영국 및 캐나다 퉁의 선진국들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위의 문제점들올 

잘 대변해 준다. 

1) 방사성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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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환경 및 자연상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용후 핵연로에 폰재하는 방사선적 독성이 강하면서 동시 

에 반감기가 매우 긴 장수명 핵종이다. 1994년도말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 핵연 

료 저장량은 2，381톤이며 원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올 수 있으나 예상 저장포화 

년도가 2000년도를 넘기지 않는다. 설사 핵폐기물 저장부지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준위 장수명물질올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10만년이상올 

저장하여야 하는데 이기간동안에 지작변동 또는 지진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고와 

방사성폐기물 보관용기 퉁의 산화사고퉁으로 환경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고시 누출되는 물에 잘 용해되는 핵종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환경 및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2) 안전성문제 

가동중인 원자로의 안전성에대한 문제점은 1979년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쓰리 

마일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꾸준히 제기되고있다. 특히 1986년도 구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대형 원전사고는 방사능 오염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많은 인명피해 및 심각한 환경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교훈올 주고 있 

다. 

3) 핵무기원료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플루토늄은 재처리과정올 거쳐 핵폭탄무기의 원 

료가 되기때문에 군사적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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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력발전 

재래식 화석연료는 이미 부폰량의 한계뿔만 아니라， 환경적측면에서도 많은 문제 

점올 갖고있다. 석탄올 이용하여 1000 MWe의 전기를 생산할 1시간당 384톤의 석 

탄이 태워지게 되며 l초당 4.7x105 리터의 배기가스를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탄 

소， 질소， 황의 산화물이 포함되어 지구온난화와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또한 미국 

에서 석탄올 때우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에 의하여 폐질환으로 한해 

동안 수만명이 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다.기타 

가벼운 원자핵들이 핵융합반용올 할 때 발생되는 핵융합발전은 미래의 꿈의 에 

너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핵융합에 의한 상업발전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올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핵융합에의한 발전가능시기 까지의 대안이 필요하다. 

2. 양성자가속기의 환정적측면에 대한 I파급효과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종변환장치에 대한 연구는 미국， 유럽， 일본과 러시아 

를 중심으로 약 30년의 역사를 갖고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환경보호운동과 함 

께 자연친화적 기술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1896년 A. H. Becquerel에 의해 방사 

능이 처음 발견된 이래 꼭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하여 방사 

성 폐기물올 처리하고， 자연친화적 청적에너지를 공급하며 또한 환경올 정화하기까 

지 하는 기술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매우 돗깊은 일이다.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하여 앞절에서 제기된 문제점올 해결하므로써， 환경적측면에 

파급할 효과를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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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성 혜기물 또는 핵물질의 안전처리 

1)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높은 에너지로 가속된 양성자빔이 표적물질 원자와 충돌하는 핵반용에서 발생되 

는 다량의 중성자를 이용하여 고준위 장수명의 방사성폐기물올 안전하거나 반감기 

가 짧은 원소로 변환시킨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10만년이상 동안 예측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만하는 비현실적인 기존의 

방법에서 발생할 방사능오염에의한 자연상태계 파괴의 가능성올 궁극적으로 해결한 

다. 

2) 핵의 비확산성 

양성자 가속기빔을 이용한 발전은 주로 토륨 사이클올 이용하기때문에 핵폭탄의 

원료가되는 플루토늄이 거의 생성되지 않음은 물론이며， 냐아가서 기존 핵폭탄용 

플루토늄올 완전 소각하는데에도 옹용할 수 었다. 따라서 핵의 비확산성은 물론이 

며 핵의 투명성까지 보장한다. 

나. 방사성물질 및 화학적 유해물질을 배출하지않는 자연친화척이며 

장기적인 에너지원 

1) 방사성 폐기물 및 화학적 유해가스 배출 안합 

가속기구동 미임계로를 이용하여 발전시 방사성 폐기물이냐 화학적 유해가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에의한 많은 오염문제와 이와 동 

반되어 발생하는 대기온난화 퉁 환경적 측면에서의 단점올 극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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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 보장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가속기발전은 임계값이 0.95인 미임계로이며， 출력이 가 

속기의 빔전류에의해 전자식으로 임의 제어되므로 매우 안전한 가동올 보장한다. 

또한 냉각재가 대기압 수준의 압력올 유지하므로 경수로에서 대형원전 사고의 원인 

이 되는 냉각수 손실사고에 안전하다. 

3) 기술이 확립된 장기적 에너지원 

양성자 가속기(또는 중이온 가속기)는 이미 미국의 1271를 포함하여 전세계에서 

총 54기가 이미 운전되고 있다. 가소기의 설계， 제작， 유지퉁은 비록 고도의 기술올 

요구하지만 이미확립되어 있는 기술이며 폐기물소각， 전력생산둥올 하기위한 부대 

시설올 위한 기술 역시 이미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양성자빔올 이용하는 방사성폐 

기물처리와 전력생산은 실용화까지 그리 긴 시간올 요구하지않는다. 또한 토륨올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보장한다. 

다. 2차오염없는 환경정화， 살균 및 방충 

가속기를 이용한 2차오염이 없는 공기 정화， 폐수 처리， 슬러지 처리퉁의 환경정 

화 방법이 이미 용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옹용될 전망이다. 

또한 가속기를 이용한 살균 살충방법은 에틸렌 옥사이드와 메틸 브로마이드와 같이 

세계적으로 사용이 규제되는 기폰 화학적 방법올 효과적으로 대체할 자연 친화적 

기술이다. 이외에도 생화학 무기에 오염된 환경올 정화하고 복원시키는 데에 웅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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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양성자 가속기 기술은 이미 매우 성숙하여 짧은시간의 연구개발로 앞서 열거한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올 강조하면서， 이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파급효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방사성 폐기물 또는 핵물질의 안전처리. 

둘째， 방사성물질 및 화학적 유해물질올 배출하지않는 자연친화적이며 장기적인 

에너지원. 

셋째， 2차오염없는 환경정화， 살균 및 방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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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6 절 환경적 측면 (가속기-미엄계로) 

양성자 가속기를 개발하여 용용되는 분야 중에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 

는 원자력 분야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양성자 가속기는 미임계로와 

결합되어 새로운 차원의 원자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방사성폐기물 중의 핵종올 

변화시켜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올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 퉁이다. 이 

러한 기술은 그 원리를 놓고 볼 때에 환경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제한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시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의 연구를 하지 못한 채， 제한된 문서를 통하여 가속기의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 

어나 그 원리밖에는 검토할 수 없었다. 

기폰의 원자력 발전은 환경적 측면에서 안정성의 문제， 핵폐기물의 문제， 온배수 

의 문제， 주변 환경의 방사농 오염의 문제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핵확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위해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안정성의 문제 

였다. 실제로 미국의 TMI 원전 사고나，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입계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불행히도 현실화된 사고였다. 그 사고의 피해 정도는 입장 

에 따라 다르게 주장되고 있으나 기폰 원자로의 치명적인 문제점임은 두말할 나위 

가 없다. 그런 점에서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미입계로가 실용화된다면， 원리적으 

로 확고한 안정성올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원전 

이 차지하는 전력 공급의 비율이 50% 에 육박하고， 앞으로도 더욱 그 중요성이 높 

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의 확보는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다수 

의 원전이 일부 지역에 밀집해 있음으로 오는 전력 공급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올 

고려하더라도 안청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더욱 중요하다. 

지금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이 

며， 환경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특히나 반감기가 긴 핵종의 경우는 반영 

구적인 처리시설올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양성자 가 

속기를 이용하여 핵종 변환올 할 수 있다면， 기존의 원전에 의하여 발생한 Pu-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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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핵분열물질뿔만 아니라 반감기가 대단히 긴 초우란원소들과 핵분열생성물 

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리적으로 가능 

한 것으로 알려진 핵종 변환이 실용화 될 수만 있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기여 

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핵폭탄올 해체할 때에 파생되는 Pu-239를 처리하 

기 위하여， 이를 소각하는 원자로를 개발하여 핵종 변환과 전력 생산을 겸한 장치 

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매우 고무적이다. 

한편 양성자 가속기구동 미임계 원자로를 개발하여 실용화한다면 사용후 핵연료 

의 폐기물 처리 문제는 훨씬 쉬워질 것이며， Pu-239 의 생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 

에 핵확산의 염려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미임계로가 위에서 살펴본， 기존의 원자로가 가지고 있는 안전의 문제， 핵폐기물 

의 문제， 핵확산 둥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차원의 원자로라고 불릴 만 

하다. 기존의 원자로가 가지고 있는 온배수의 문제나， 방사능의 환경오염 문제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적은 비중올 차지하는 것이다.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원자력 분야의 기술 웅용에 대한 환경적 평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기는 의문은 인간이 파괴한 환경올 인간의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올 

까 하는 점이다. 첨단과학기술이 지금까지 인간에게 궁극적인 행복올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것이다. 원자력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인 

간에게 막대한 에너지나 군사력올 제공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결국 인간의 욕망올 

더욱 크게 해서 인간의 문명이 되돌아 올 수 없는 길을 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양성자 가속기 원자로의 핵연료로 쓰일 수 있다는 토륨의 매장량이 800년이 되기 

때문에 우라늄보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80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의 과학은 어디까지 갈 수 있올까? 이러한 질문은 과학기술 시대 

를 사는 모든 현대인이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원자력 이용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보다 안전한 양성 

자 가속기구동 미입계 원자로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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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유혹되지 않고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환 

경에게도 유익한 과학기술올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은 결국 그 분야의 

전문가가 양심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동시에， 과학자와 환경론자의 부단한 토의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까운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고， 또 첨단 과학기 

술이 실용화되는 과정에서도 경험하듯이， 개념적으로는 매우 이상적인 기술이 실현 

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양성자 가속기가 개발됨 

으로 환경적으로 궁극적 파급효과가 있올 것이며， 또 그 외에 다른 웅용기술분야에 

서도 기여도가 클 것으로 여겨지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진일보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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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양성자가속기 몇 연구시설 부지 선정에 

대한 기준 검토 

채 1 절 서언 

원자력발전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에너지와 전력수요의 충족올 위한 국가 

에너지수급에서 닥아오는 21세기에도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공급 

원 확보는 국가 생폰과 국민복지 증진에 불가결한 요소로서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 

로 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은 기술의존형 에너지생산기술로서 국가경제와 산 

업에 파급효과가 크며， 에너지의 대량공급과 에너지산업의 육성과 대외경쟁력확보 

가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자력발전에서의 극복해야 할 문제는 앞서의 안전의 확보와 경제성확보 

외에도，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로서의 사회적 수용성올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향후 중 

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폰의 원자력발전기술외 

에도 환경친화적인 개념이 부가된 21세기형 신원자로 개념의 개발과 상용화가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발전 개념은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억제와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감 

소를 통해서 국토환경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개념은 입자가속기를 이용한 핵종변환과 이와 동시에 발생하는 에 

너지를 이용하는 가속기구동 핵종변환로 개념이 검토가 되고 있다. 현재단계로는 

이기술은 핵파쇄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가속기의 기술확보와 핵종변환기술이 기본 

적으로 되며， 핵종변환장치의 설계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핵종변환로의 

운전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술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핵종변환기술의 연구개발은 지난 20여년동안 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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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제기되어 

왔던 전략핵무기 감축협정에 따른 핵무기급 잉여플루토늄의 연소와 관련 사용후핵 

연료의 관리에서의 악티나이드 원소의 핵종변화에 의한 방사성페기물의 처분방법개 

발에 높은 관심올 보여주고 있다. 

핵종변환기술은 원자력 이용에서 안고 있는 문제중 하나인 방사성페기물관리의 

효윷적인 관리대안으로서 돌파구를 만들어 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방사성페 

기물관리를 단기적으로 가시화시키고 이에 따른 경제성평가의 유효성의 제시로 원 

자력이용의 경제성향상에 크게 기여하며 기술적으로는 새로운 발전방식과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를 가시적 기술로 보여주게 되므로써 사회적으로 기술의 신뢰성올 확 

보해주는 데 기여와 나아가 환경친화적인 원자력 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제고 시켜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와 부지확보를 위한 전제 

가속기 및 관련 연구시설들이 건설될 부지조건올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1) 양상자빔가속장치와 이의 옹용 및 이용시설， 2) 미임계핵종변환로와 연계시의 

원자로건물 및 부속시설， 용융염형 연료의 재순환주기시설과 3) 이에 따른 방사성폐 

기물관리시설 퉁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이를 위한 부지선정은 국가 원자력이용 정책과 국가장기연구개발의 추진계획 

과 연계 문제， 향후 예상되는 인허가상의 입지조건과 지질 조건 그리고 사회적 조 

건퉁이 검토어야 할 것이다. 

5) 시기적으로는 현재의 기술개발 상황과 현재의 국토이용계획의 국내상황올 고 

려하는 단기적 방안이 고려 될 수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통일이후의 국내외 여건， 통일이후의 국토이용계획， 원자력이용정책의 

전개， 국내외의 원자력사회적 여건， 국내원자력계의 국제적 기여 측면， 마지막으로 

원자력시설 부지확보에서의 제기되는 문제와 연계 퉁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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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에 따른 시나리오의 마련과 종합적 

이고 전반적인 측면올 고려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올것으로 보인다. 

6) 대형 원자력 연구시설의 향후 인허가 강화 전망올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 

다.， 당 과제분야는 국내는 물론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 

진되고 있다. 현재의 원자력 상용시설의 규모와 인허가 동향올 볼 때， 안전확보와 

이에 따른 인허가 규제수준은 제반 추진과정에서 상용원전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7) 부지학보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지역정서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정의 추진 

여부 또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투표 퉁의 의사결정 정부의 입지확보를 위한 정책추 

진， 연구개발의 정책수행상의 중요성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재 3 절 기술적 검토 

1. 장치건설과 부대시절에 펼요한 부져의 소요량 규모(30-40만명) 

1) 양성자가속기 건설부지 : 총길이 1.5 km, 폭200m(10만평) 

양성자가속기는 크게 이온주입장치， 전단가속단계， 중간가속단계， 최종 가속단 

계， 부속 연구 및 이용 시설 퉁이 포함된다. 

2) 미임계 핵종변환로 부지 :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12만평) 

2. 부지 션정기준 

。 지반조건 

동 부지 선정은 가속기와 원자로， 방사성페기물관리 및 저장시설에 관련되는 기 

술적 사항과 인허가에서의 요구조건이 만족되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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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와같은 시설은 시설규모나 지반조건(지진발생 문제 포함) 퉁 기술적 요구 

조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원자력시설 인허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며， 가속기 시설 

은 장치의 정밀설치와 운영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지반이 안정적인 암반 지역이 

요구됨. 내진문제는 시설설계시 일차적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있으나 일차적으로 

폭 넓은 암반지역으로 지진 발생이 최소로 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용수문제 

가속기시설과 미입계핵종변환로는 시설과 장치의 운전에서 냉각수 퉁이 많이 요 

구되므로 지역주변에 강이나 바다가 인접한 지역이 요구됨. 또한 용수의 안정공급 

올 위한 저수지나 인공댐의 건설이 가눔한 지역이어야 할 것입. 가속기의 경우 

40-50MW열방출 냉각눔력올 갖는 용수공급이 확보 필요함. 

- 원자력산업용 가속기 출력 용량 : 20MW 

- 에너지 변환 효율 : 약 30% 내외 

- 냉각열 방출율 : 40-50MW 

。 전력공급 

가속기시설과 미임계 핵종변환로는 시설운전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 

적임. 특히 미입계로부지는 시설의 안전확보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운전안전에서 전력의 안정공급이 전체 되어야 할 것입. 이문제는 후보부지의 선정 

에서 전력송배전계통에서 연계가능성 검토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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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4 절 정책적 검토 방향 

1. 부지 션정과 확보시기 

부지선정과 확보는 연구개발의 추진상황이나 정부의 국토이용 계획둥 정부의 정 

책에 크게 화우 될 수 있는 문제입. 

이러한 요소는 현재의 과제의 추진계획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면 다음의 요소들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엄. 

。 원자력이용개발정책 : 계획의 연기 또는 조기 문제 

。 연구개발 추진단계와 추진목표 : 건설 시기 결정요소 

- 국제적 기여(예를 들면 국제연구센타로 역할 또는 국제기구 

유치둥) 

。 정부의 국토이용 계획 : 부지 매입 시기 결정 

- 부지 구입올 위한 관련 법의 검토 

- 주민 보상문제 둥 

。 통일올 고려한 경우 

- 국가원자력이용개발 정책 

- 국토이용계획 반영 

- 후보지의 선정 지역 

。 건설대상의 연구시설의 범위 

- 해당과제 연구개발목표 : 부지 선정/규모 결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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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부지로의 추가가 고려되어야 하는 다른 연구계획 프로그램 

(예를 들면 중소형원자로 건설 둥) 

。 상용원자력시설과의 연계 문제 

- 원전부지， 사용후핵연료저장， 방사성페기물처분장둥과 연계 가능성 

。 추진전략/시나리오의 설정 : 장기/단기적 대안마련 

또한 일반적 인 사항으로는 

。 필요한 부지 구입올 위한 예산 확보 규모와 계획 

。 후보지역의 선청과 부지 특성 조사， 심의 그리고 최종후보지 결정 

。 관련지역에서의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과 합의 

。 부지 정리 및 주요 및 부대시설의 건설기간 추정. 

。 거주 환경조건 

- 배후도시 유무 

- 교통， 문화， 교육환경퉁 인문사회환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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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5 절 결론 및 건의 사항 

산업용가속기 과제의 연구 목표에 따라 부지선정을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 

다. 이 경우 가능한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할 수있다. 

1) 원자력산업용 가속기의 건설과 성능실증 

이 경우 가속기 설계와 건설 그리고 이시설올 이용한 관련 연구와 

응용 연구 

- 소요부지는 가속기 건설부지와 부속이용시설부지만 필요하며 

(10만평내외)， 필요한 용수와 지반구조를 고려하여， 연구소부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있읍. 

- 일반적으로 필요한 인허가규제조건 전력계통은 엄격한 수준이 

요구되지는 않올 것으로 생각됨. 이는 포항방사광가속기 수준의 

안전성 검토와 전력수급문제의 검토 수준에서 결청될 수있다고 

판단됨-

- 가속기 건설 시공방법에서 야산올 매입 지하동굴에 시설건설도 

검토가가능 

- 후보지: 연구소내， 별도 부지 선정 및 구매 

- 예산 : 정부예산반영 또는 연구과제 예산에 포함 

2) 핵종변환로 설치와 운영의 경우 

가속기종단과 연결， 미임계로 건설과 전력/에너지생산， 폐기물발생과 

취급시설， 핵종변환대상 물질(사용후핵연료 동) 의 수납， 처리， 운반， 

저장 시셜 

* 정책적 검토 방향올 장기적이고 종합적￡로 심충 검토가 요구됩 
3) 장기적인 경우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부지 소요를 일괄적으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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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개발 전략 

채 1 절 장치 재원의 선정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 장치기술과 빔 이용기술올 원자력에너지 개발과 원자력산 

업기술에 활용코져하는 개발전략 안올 마련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전 

제 조건들올 설정하여 보았다. 

전제 1 (목적성) ;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는 원자력에너지 개발 및 원자력산업 

분야 활용올 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주요한 활용분야로는 핵자료 생산， 노재 

료 개발， 동위원소 생산， 중성자 이용， 핵종변환 연구 및 실중， 토륨 미입계로 퉁 신 

에너지원 개발올 포함한다. 또한 부차적 목적으로 기초 및 학술연구， 의료분야에의 

이용， 산업적 이용도 고려하여 21세기 전반의 국제적인 원자력 기반기술개발올 선 

도할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한다. 

전제 2 (실현성) ; 개발계획은 가용개발 투자비， 인력수급， 소요기술 획득변에 

서 실현 가능하고도 적절한 안이어야 한다. 

전제 3 (시기성) ; 가속기 개발 및 건설완료 시기는 원자력기술의 국제경쟁력 

의 차원에서 이미 같은 분야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의 원자력 선진국과 

수년내 이내의 시차로 추적한다. 

전제 4 (경제성) ; 가속기 개발 건조 및 활용에 따른 파급효과가 높아， 직. 간 

접적으로 가속기 개발 이용에 따르는 이득이 투자규모를 능가하여야 된다. 

전제1에 의하여 건셜될 양성자 가속기의 에너지， 빔전류， 기종， 부대시설 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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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가속된 양성자에 의하여 효율적인 핵파쇄 중성자를 

생산하고 이로서 가속기-미입계 시험로 (Pilot Plant)를 구동할 경우 양성자 에너지 

는 1 GeV 이상， 빔전류는 최소 10 mA 이상， 빔전력 10 MW 이상은 되어야 하므 

로， 이 정도의 빔전류를 낼수있는 가속기형으로는 선형양성자가속기(Linear Proton 

Accelerator)7t 유일하다. 따라서 가속기 용량올 1GeV, 20mA, 20 MW 설정하는 경 

우， 핵종변환시 경수로 약 4.4 7]분에서 방출되는 장수명핵종을 변환하는 농력을 갖 

게 되고， 토륨 미임계로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시 1000MWt의 미임계로를 구동하여 

약 300-400 MWe의 전기생산까지를 구현하여 신 에너지원의 경제성평가 까지를 마 

칠 수 있게된다. 그리고 범 전류가 1mA 비교적 낮은 전류를 가지고 이용하는 분 

야인 학술용，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용일 경우 가속기의 적절한 설계를 채태하므로 

서 부차적인 목적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즉 양성자 및 H-올 동시에 가속하여 중 

간에서 H-빔을 인출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가속기 중간 부분에서도 소량의 빔 인출 

올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부차적인 다목적 이용도 만족하게 되어 여러분야의 사용자 

를 만족시킬 수 있다. 

전제 2는 가용 개발 재원의 투자와 인력 투입 소요기술의 획득 방안 관련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기술개발 투자비는 1995년도 기준으로하여 총 GNP의 3%로 약 9 

조원이며， 이중 원자력분야의 개발비는 년간 4아%억원 정도로 추산되므로 가속기 

분야의 연간 400-500억원 투자는 10%를 상회하는 그리 많지 않은 양이다. 더구나 

가속기 개발 프로그램을 산업체의 기술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행할 경우 건설 

개발비의 20-30%를 산업체로 부터 충당이 예상되므로 정부측의 투자규모는 그 

만큼 감소되게 된다. 

가속기 건설시 총 투입인력온 가속기 기종， 규모， 인적구성에 따라 차이는 있으 

나 약1 ，200 Man-Year 청도로 추산된다. 가속기 건설은 종합과학의 특성을 띄므로 

투입구성원의 전문분야로는 가속기공학， 전기제어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핵공학， 

건축 토목 둥의 다양한 인력이 요구되나 비교적 소수의 전문가 인력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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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 공학， 고주파공학， 전자석기술， 진공기술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 즉 

기계구조， 열수력， 원자로재료， 방사선차폐， 보건물리， 조종제어， 부대설비 퉁 기존 

원자력 플랜트 엔지니어링 건설과 유사하여 기존 원자력분야 플랜트설계의 기술올 

공유할수 있을뿐 아니라， 경험인력을 상당수 활용할 수 있다. 최대 인력수요는 가 

속기 건설시 약 220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건설후 운영요원은 약 180여명으로 추산 

된다. 이중 70 - 80%의 대다수가 운영요원 및 빔이용시설의 연구지원 인력으로 잔 

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가속기공학， 고주파공학 퉁 순수 가속기기술관련 전문 

인력은 기존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방사광가속기 건설. 운전팀을 상당부분 활용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양성자가속기 건설에 관련된 소요기술의 획득방법은 기반기술로는 국내 특히 원 

자력연구소의 이온원/ 입사기 기술은 이미 확립되어 있으며， 가속동공， 고주파， 전자 

석， 전원기술은 포항가속기연구소에 선형전자가속기 건조하면서 확립된 유사기술로 

부터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초전도 및 극저온 기술은 현재 진행중인 국가핵융합연 

구장치인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KSTAR" 건설 프로젝트의 초전도기술에서 상당 

부분 제공 받올수 있올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속기 핵심기술인 RFQ , CCDTL 

및 SL퉁의 초전도 동공(Su않rconducting Cavity)의 경우 관련셜계기술 및 장치경험 

이 전무하여 이 기술올 보유하고있는 선진국 연구소인 미국의 LANU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ANL(Argonne National Laboratory) , 유사한 가속 기 프로그 

램 인 Neutron Science Project를 진행중인 일본의 ]AERI 포는 일본 고에너지물리 

연구소， 독일의 TESLA, 유럽공동체 연구소인 CERN풍 기술협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전제3은 가속기 개발의 적절한 시기성에 대한 판단이다. 원자력선진국 미국， 일 

본， 프랑스， 러시아 더나아가 유럽공동체에서 운영하는 CERN 에서는 침체된 원자 

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90년대 들어 가속기구동시스탬 (ADS; 

Accelerator Driven System)을 그간 십도있게 연구한 바 있으며， 이들 연구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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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실현할 수 있는 개발 프로그랩올 준비하고 있다. 그 대 

표적인 일예로 미국 LANL의 APT 및 ADTT 프로젝트， ORNL 중심의 NSPS 

(Spallation Neutron Source) , 일본원자력 연구소의 Neutron Science Project 및 고에 

너지물리연구소(KEK)의 JHF(Japanese Hardron Project), 유럽 CERN의 Energy 

Amplifier와 ESS(European Spallation Source)퉁이 었다. 이렇한 프로젝트는 목적은 

약간씩 다르지만 지향하고자하는 목표는 가속에너지 1 GeV 빔전력 MW 이상의 대 

전류 양성자 가속기와 이를 사용한 핵파쇄 표적개발 프로그랩이다. 가속기 기술은 

상기 선진국에서는 이미 확립된 기술이지만， 국내의 관련 가속기의 전반적인 기술 

이 없는 우리로서는 대형가속기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위험부담을 줄이며， 보다 확 

립된 가용기술 홉수를 위하여 수년전부터 수행중인 상기 선진국의 선도 프로젝트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고 보여진다. 

전제4는 가속기 건설후의 장치의 수명 30-40 여년에 걸친 가속기의 효과적인 이 

용과 활용계획 관련이다. 이 가속기는 주목적이 원자력분야의 이용올 목표로하고 

있다. 이 가속기가 에너지생산용 토륨 미임계로를 구동할 경우， 잉여전력올 

300MWe 정도를 생산할 수 있어 막대한 이득올 얻게 된다. 또한 가속기 장치개발 

시 확립될 초전도기술， 극저옹 기술， 대용량 고주파원 기술의 국내 확보로 수업에만 

의폰하던 관련부품올 국산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기술올 적용한 신기술개발에의 

용용에 따른 수입대체 및 신상품개발 효과도 크다. 또한 앞서의 빔 이용분야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양성자가속기는 원자력에너지 개발분야 이외에도 일반산업， 동위 

원소 생산， 의료적 이용둥 다양한 활용분야가 있으므로 이들 또한 국내 전반적인 

산업기술 및 의료적 이용의 제고 측면과 이용자 및 기업유치의 측면에서도 고려하 

여야 된다. 이 부대 목적올 실현하려는데 있어서 다행히 선형가속기는 구조상 유리 

하다. 즉 전체가속기는 여러개의 부속가속기로 나누어지며 이들의 출구로부터 독립 

적으로 빔올 인출할수 있어， 예로서 RFQ의 3MeV, CCDTL의 20MeV, CCDTL의 

lOOMeV, SL(n의 250MeV의 빔올 연속적으로 낼수있게하여 빔에너지에 따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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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분야 및 이용자 그룹을 형성할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전제조건올 포괄하는 몇가지 개발 시안올 설정 검토하였다. 표 

6.1은 개발시안의 요약올 비교한 도표이다. 

제1선택은 현재 추진중인 미국의 에너지성 주관으로 추진되고있는 삼중수소 생 

산 가속기 (APT ; Accelerator Production of Tritium) 프로그램 용 가속기 규모 

(1.7GeV, 100mA) 보다 약간 작은 가속기 급 이다. 이 경우의 가속기의 최종목표는 

기존 상용로급의 열출력 및 전기출력올 낼수있는 가속기-미임계로 Full Test와 

Plant 가동용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 가속기는 상용 제1호의 가속기구동 원자로 

의 부분으로 사용올 전제， 전력생산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차 핵융합로가 가동 

될 경우 그 원료인 삼중수소를 생산할 Plant로도 고려할 수 있다. 무엿보다도 초당 

핵파쇄 중성자 속이 1017 n/초 인 초강력 중성자원으로서 고속로/핵융합로 재료개 

발， 중간자 이용， 물질의 물성연구 퉁 강력 중성자원이 요구되어 이제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였던 산업 및 학술분야의 첨단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속기 

-미임계로 구동올 전제로 할때 규모가 기폰 원자력발전소 장치규모 이므로， 건설 

부지가 장치 냉각수 공급올 고려한 임해지역이어야 하고， 중간단에서 빔올 인출 다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비경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제2선택은 산업용 겸용 연구용 장치급이다. 이급의 장치는 현재 일본 원자력연 

구소의 초우란 핵종변환 프로그램의 일환， 즉 Neutron Science Project로 건설중인 

양성자가속기 (1.5Ge V, 5.3mA)급의 가속기이다. 이로서는 상용 가속기-미입계로의 

Full Power Test는 어려우나 이것의 약 1/3 규모의 Pilot Plant 시험은 가능하다. 

또한 중간단에서 빔올 다양하게 연속적으로 인출할수 있어 여러 산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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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각 선택안의 비교 

비교 항목 제 I선택 제2선택 비 고 

총투자규모 6,500 4,800 건설비 

(억원) (부지비용제외) 

가속기 제원 lGeV, 60mA 1 GeV, 20mA 

(60MW) (20MW) 

가속기 기종 Proton Linac Proton Linac 

미임계로 구동농 3α)()MWt lα)()MWt keff = 0.95 

운영비(억원/년) 350 250 

운영요원 220 180 연구지원 

인력 포함 

건설소요기간 9-10 년 7-8년 

투자효과 비교 상용로급 미임계로 τ ;;;z.경‘성외츠표"1 미임계로 

시험， 1200MW전력 시험， 300MW 전 

생산농 력생산농 

이용/활용능 - 강력 파쇄중성자원 - 파쇄중성자원 

비교 - 삼중수소 생산 - 다양한 에너지의 

- 소전류를 이용한 범인출 

용용 및 연구제한 - 연구 및 이용에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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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용및 학술적 이용에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다. 장치의 부지 문제도 냉각용수 

및 전기수전용량에 크게 지배받지 않고 선택할수 있어 기존의 관련연구소 부지동에 

도 건설이 가능하여 추가의 부지구입 비용 절약 된다. 또한 원자력시설의 건조에 

따른 국민이해 활동도 감소할 수 있다. 

이외에 연구용 내지는 학술용 장치의 규모의 가속기 이다. 가속기형올 원형가속 

기로 선택할 경우 우선 장치가 간결하게되어 부지 및 건물비용의 괄목할만한 절약 

올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적은 수의 고주파관올 사용하므로 운전경비 

와 이에따른 전반적인 운영경비가 적게든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이 급의 장치기술 

로는 스위스 PSI 연구소의 O.8GeV. lmA의 장치가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원형가 

속기는 원리적으로 수 mA 이상의 대전류를 가속하기에는 빔 불안정성(Instability) 

문제로 곤란하여 빔 전류에 확장에 문제가 있어 전류를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의 연 

구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가속도중의 중간단에서 빔올 연속적으로 인출이 어렵다. 

따라서 CERN의 Energy Amplifier 프로젝트와 같이 가속기-미임계로 원리시험 및 

요소기술 시험용으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Pilot Plant의 전반적인 시험올 위하여는 

상당한 제한올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핵파쇄 중성자를 이용한 학술연구용 

으로는 빔 전력은 충분하다. 

이상 전류가 다른 2가지 가속기형에서 볼때 제1선택은 신형 발전로의 개발 관점 

에서 미임계로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나， 규모가 기존 상용발 

전로 정도이므로 설치장소의 제한， 투자규모의 다대함， 운영비의 퉁올 고려할때 비 

경제적으로 보여진다. 

제2선택은 장치가 산업용 및 연구용의 중급 규모이며， 여러 용용 및 활용의 다양 

성올 겸비할 수 있는 장치의 구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용 투자규모， 가용 운영 

비， 운영인력， 장치의 용용성을 고려할때 제2선택의 중급 규모의 양자선형가속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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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정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채 2 절 전략 절정 근거 

현대 산업국가로서의 한국은 아래로는 저노입 국가들의 추격과 위로는 고품질 

선진국의 압박하에 매우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여 있다. 국제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나는 국가 기반 기술의 허약성올 점차로 심화하는 추세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양성자 가속기는 공학， 의학， 옹용과학 및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기술의 세계적 수준올 지향하기 위하여 이의 개발 및 활용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형 양성자 가속기는 전자 가속기에 비하여 

개발 경비， 부지， 활용 · 유지， 인력 측면에서 훨씬 대규모이므로 사업의 성공적 추 

진올 위하여 그 당위성이 보다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국내 최초의 대형 가속기 

인 포항 전자가속기가 준공된 지 불과 수년만에 정부와 산업계의 지원 및 관심올 

유지하는 데 어려움올 겪고 있다는 사실올 볼 때， 보다 더 활용 계획의 사전 정립 

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활용 계획 및 당위성의 정립올 위하여 제일 먼저 개발에 재정 지원 주체가 누구 

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 전략은 재정 지원 주체를 산업체 consortium 

으로 가정하였다. 그 근거로써 1) 약 5，000억원 규모의 개발 과제에 정부 지원 도 

출 어려움， 2) I산업용」 에 초점올 맞춤으로써 지속적 활용 동기 유지， 3) 설계 

및 건설이 산업체 참여없이 불가능함， 퉁올 들 수 있다. 현재 해외의 경우， 산업과 

격리된 대형 양성자 가속기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올 겪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

산업용 양성자 가속기」 로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읍올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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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개발 전략 

1. 활용 방안 

산업용 가속기의 테두리 내에서도 활용 목적 및 재정 지원 규모에 따라 가속기 

의 설계 및 건설 규격이 조정된다. 이 조정 활용은 완성 후의 성공적 활용올 위해 

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산업용 가속기의 건설 이전까지의 개발 활동을 

맡올 조직으로 가칭 「가속기 활용 기획단」 올 창설한다. 활용기획단은 산 · 학 · 

연의 가속기 기술 및 활용 전문가들로 구성될 수 있다. 활용기획단은 중점 활용 

분야를 결정하고 세부 과제별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도출된 상세 계획올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책임올 맡는다. 그림 6.1에 개발 추진 방법을 보였으며， 활용 

기획단의 역할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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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 활용기획단 

중점 활용 분야 설정 

활용 Master Plan 수립 

산업체 지원단 평가 순위， 예산， 

일정 승인 

가속기 공학 설계 및 사양 

상세 셜계 및 건설 

운영 및 셜비 개선 

그림 6.1 산업용 가속기 개발 전략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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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획단의 중점 활용 사업의 방향 설정에서 「산업용 가속기」 의 기능올 고 

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서 「산업적 Processing 또는 생산」 기능이 일 

차적 목표가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반 기술 및 연구 분석 기능은 이차적 목표가 

된다. 산업적 Processing 또는 생산 기능의 관점에서 적합한 사업으로서，1) 장수 

명 방사성 핵종 변환 및 에너지 생산 연구， 2) 방사선 치료， 3) 산업 공정 및 4) 동 

위원소 생산 둥올 들 수 있다. 활용기획단이 세계 유수의 양성자 가속기 활용 실 

태를 토대로 국외 수요를 파악하여 국제 공동 활용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수요가 불충분할 경우에 바람직한 추진 방향이 됨다. 

2. Master PJan 

세부과제별 Task Force Team 은 각 활동 과제에 대하여 심충 연구를 수행하여 

타당성 입증， 추진 계획 수립 및 가속기 설비 기본 요걷올 수립한다. 또한， 과제별 

일정， 인력， 예산 및 시설 요건이 산정된다. 

Task Force Team 이 심충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체 지원단」 올 구 

성하여 연구 결과를 심의하도록 한다. 활용기획단은 Task Force Team에서 수립 

된 세부 계획올 종합하여 Master Plan올 민들고 이로서 산업체 지원단의 최종 평가 

및 조정올 마친다. 산업체 지원단은 이에대하여 예산올 확정하고 각 참여 회사를 

분담 지분 및 내역올 수립한다. 

3. 가속기 건설 사업 

활용기획단 및 산업체 지원단이 재구성되어 가속기 건셜단 및 기획단으로 조직 

된다. 건셜단온 가속기에 대한 제원 및 일정올 근거로 상세 셜계 및 부품 발주률 

착수하며， 부지 및 건물의 시공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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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속가 운영 및 설벼 개선 

가속기 준공과 시운전 완료 후， 상주 운영단이 설치되고 후속 활용을 위한 과제 

별 전문 지원반이 조직될 수 있다. 전문 지원반은 활용 측면의 전문성올 갖춘 인 

력으로 외부 활용자와 상주 운영단 사이의 상호 연계의 역할도 수행한다. 산업계 

의 활용올 적극 지원하기위한 방안으로 전문 지원반은 전원 산업계의 재청 지원으 

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사 관리 변에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산업계의 필요에 대한 활용 계획올 수립 · 추진하고 그 대가로 

재정 지원올 지속적으로 보장받올 수 있다. 

가속기 운영 도중의 설비 개선은 주로 전문 위원반의 기안에 따라 추진된다. 상 

주 운영반의 자체 설비 개선은 통상 운영비 한도 내로 국한한다. 

재 4 절 추진방식 

대형 가속기건조 사업의 접근방식은 다음 몇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방식 1) 국내기술올 사용하여 국내장치 제작 빛 건설 

방식2) 국외 설계기술올 도입한후 국내에서 장치 제작 및 건조 

방식3) 국외 부품올 구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설치 

방식 4) 국외 완성품올 Turn-Key방법으로 도업 설치 

퉁올 고려해 볼수 있으며， 이중 어떻한 방법이 적절한지는 프로젝트 사업예산 규 

모 및 조달방법， 사업기간， 국내 기술적 여건， 국외 기술협력 여건， 부품의 상용화 

정도， 유사프로그램과의 기술적 연계성 퉁으로 결정된다. 

이중 결정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사업예산의 규모 빛 조달 방법일 것이다. 이 사 

업이 상당부분 정부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이므로， 제한된 예산으로 사 

업 파급효과의 극대화올 추구하여야만 될것이다. 다음 비용산출항에서 논의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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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방식에 따른 사업비의 비교 평가의 "Case Study"의 경우 방식 1의 사업비용이 방 

식4의 사업비용의 30-35% 수준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는 여러 유사 프로젝트에서 

확인된 자료이다. 방식 1은 사업의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또한 기업참여를 유도 활 

성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다만 이올 추진하려면 국내에서 상당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기술이 미약하더라도 최근의 국제적인 

여건상 국제협력을 잘 활용하면 상당부분의 기술은 여러방법 및 통로를 통하여 습 

득 및 획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속기 사업예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려면 가능한 방식 1 또는 방식2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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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재원 조달 계획 

재 1 절 추정 소요 재원 

1. 프로책트 전체 비용 

표 7.1은 프로젝트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한 것이다. 비용산정은 프로젝트의 

W8S(Work 8reakdown Structure)를 토대로하여， 각 요소에 대하여 설계비， 제작 

비， 검사비， 조립 및 시험비를 각각 고려하여 계상하였다. 특히 비용의 절감과 기 

술의 국산화 및 관련기술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추진방식올 국 

내 전문연구소가 기술을 개발 제공하고 국내 기업체가 제작올 하는 방식으로 설정 

하여 비용을 계상하였다. 전체 소요되는 비용은 1997년 11월 현재 약 4，881억원 정 

도로 추정된다. 전체 비용 중 가속기 개발 및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비용의 

약 53.9%를 점유하고 있다. 상세한 소요재원 산정 기준 및 방식， 세부내역은 본 보 

고서 2편 7절에 수록하였다. 

표 7.1 전체 효로젝 E 비용 

(단위빽만원 Ma“ 
항 i-a1 자본비 소요인력 인건비 소계 점유율 

1. 가속기장치 건조비 239,150 678 23,730 262,880 53.9 

2. 이용기반시설비 56，αm 415 14,525 70,525 14.4 

3. 건물 및 부대시설비 150,764 113 3,955 154,719 31.7 

445,914 1,206 42,210 48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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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속가 건조 버용 

가속기 건조비용은 WBS를 요소틀올 앞에서 제시된 개발전략올 토대로하여 산 

정하였으며，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연구인력의 인건비 계상은 별도로 하였다. 

표 7.2 가속기부 건조 비용 

(단위:백만원. Man-Year) 
항 E-a-1 자본비 소요인력 인건비 소 계 누적합계 

(단계별) 

1.1 입사기 650 8 280 930 
1.2 RFQ 6,200 40 1,400 7,600 
1.3 CCDTL(I) 16,600 50 1,750 18,350 26,880 

1.4 CCDTL(II) 31 ,200 90 3,150 34,350 
1.5 SL(D 49,500 180 6,300 55,800 117,030 

1.6 SL(II) 135,000 310 10,850 145，잃O 262,880 

합 계 239.150 678 23.730 262.880 

3. 이용시절 벼용 

양성자 가속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도 광범위하다. 따 

라서 어떠한 특정분야에 이용올 목표로 한다면 이에 맞는 시설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용용분야를 포함한 시설올 계획하기보다는 우선 이용에 필 

요한 기본설비의 구성에 초점올 맞추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도출된 

이용시설은 아래와 같다. 

- 164 -



。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 반도체 및 플라스틱류의 MeV 이온주입올 위한 

조사시설， 폭발물 및 마약류 탐지장치 개발연구에 사용될 기본 설비， 기타 산업적용 

용올 위한 기초시설 빛 4개년 동안의 시설 운영비 계상 

。 RI 생산시설 ; 빔 수송계， 빔 분배 계통， RI 생산용 4-5개의 표적계， 시료 

자동운송계， 원격조작계 및 소규모 Hot Cell 설비， 운영비 계상 

。 고속중성자 이용시설 ; 빔 수송계， 중성자원 표적， 중성자 수송관， 기본적 

인 중성자 계측시설비 계상 

。 의료용 이용시설 ; 양성자빔 수송계， 빔 전류 분배 및 조정과 기본 방사선 

계측시설 계상 (양성자선 치료 Gantry는 별도) 

。 핵변환 연구 기반시설 ; 빔 수송계 및 표적 시설 계상 

。 핵파쇄 중성자 이용시설 ; 핵파쇄중성자원 역시， 빔 수송계， 기본적인 표 

적시설과 중성자 3-4 개의 중성자 빔라인 및 차폐시설 계상 

。 중간자 빔 이용시설 ; 빔 수송계， 중간자 발생 표적계 및 차폐시설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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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이용기반시셜 비용 

(단위:백만원. Man-Year) 
항 E-E1- 자본비 소요인력 인건비 소 계 누적합계 

(단계별) 

2.1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7.500 65 2,275 9,775 

2.2 동위원소 생산시설 9,500 75 2,625 12,125 21 ,900 

2.3 고속중성자 이용시설 5,000 45 1.575 6,575 

2.4 의료용 이용시셜 6.500 55 1,925 8,425 

2.5 핵파쇄 중성자 이용시설 18α% 90 3,150 21 ,150 

2.6 핵변환연구 기반시설 5，α% 55 1,925 6,925 64.975 

2.7 중간자빔 이용시설 4,500 30 1,050 5,550 70,525 

합 계 56α% 415 14,525 70,525 

4. 건물벼용 

건물비용 산정올 위하여 우선 소요되는 가속기 터널 및 부속건물올 포함한 이용 

시설， 부속시설별로 크기 및 건물에서 요구되는 전력， 운반하역장비의 수요를 파악 

하였으며 그 자료는 표 7.4에 수록하였다. 건물 건설비용산출은 오랫동안 원자로 및 

동위원소 시설의 설계 및 시꽁에 관여해온 한국원자력연구소 건셜기술실의 그간의 

시설 시공에 관련된 가격자료를 토대로하여 ‘97년도 11월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 

여 계상하였다. 

- 166 -



표 7.4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 시설 건설비 산출총괄 

(단위 : 백만원) 

NO. 건 설 비 내 역 소요예산 

1 건물비 - 연건평 17，852평 117,361 ’ Main 건물 ( 입 사기/TunneVGallery) 5，036평 33,088 ’ Plant 시설(이용시설/실험시설) 8，377평 62,848 

’ 기타 시설 4，439평 21 ,445 

2 | 부지 조성비 (조경비 포함) 8,000 
(부지 40，α)()평 기준/대 지 15，000평 해 당) 

3 냉각 설비 (3,000USRT x 5대 기준 : Main 건물해당) 6,023 

4 I HVAC 설비 (Main 건물 해당) 4,920 

5 전기 설비 (l54KV 110MVA 기준) 10,400 

6 운반하역 설비 (19Set 기준) 4,060 

합 계 15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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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원자로 및 방사광가속기 둥 

대형시설의 운영비 및 발생 경비 항목올 계상하여 추정하였다. 표 7.5는 연간 180 

여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가속기시설의 운영비를 산출한 것이다. 가속기 보수 유지 

비의 상당부분은 RF전원의 Klystron 관의 교체에 할당될 것이다. 연간 소요운영비 

의 50%가 전기사용료로 충당되어질 것이다. 

표 7.5 연간 운영비 

(단위:백만원) 

향 프-E1L 소요량 단위비용 소계 

인건비 180명 35!M.Y 6,300 

전기사용료 때MW.Y 500!MW.Y 20.000 

(75% 평균출력， 10개월 연속운전) 

가속기 보수 및 유지비 8,200 

시설관리비 3,000 

이용시설 보수 유지 및 활용 4,000 

운영비 합계 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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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언력 수급계획 

채 1 절 추정 소요언력 

프로젝트의 소요인력은 추진방식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제시된 추진방식하 

에서 전문연구소에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체에서 기술이전을 통하여 제품을 

제작 조달하는 체제를 가정하면， 연구소는 장치개발에 소요되는 연구인력을 보유하 

여야만 된다. 표 8.1은 프로젝트 추진시 소요인력올 직종별， 연차별로 구분 정리한 

자료이고， 그림 8.1은 이자료를 도식화한 것이다. 연구원의 전문분야로는 가속기 

기본설계 (물리학， 응용물리학， 핵공학)， 가속기 공학설계 (기계공학， 전기공학)， 

장치제작 및 시험 (기계공학， 물리학， 전기.전자공학)， 장치 제어 (전기전자공학， 컴 

퓨터 프로그래머)， 이용시설 건설 (핵공학， 재료공학， 생물 및 생명공학， 화학 및 화 

학공학， 물리학， 건축학)， 건물 및 부속시설 건설 (건축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전 

기공학， 핵공학) 등이 소요된다. 기능직으로는 배관공， 전기공， 기계공， 조립공 퉁이 

소요된다. 

표 8.1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 Proiect 소요인력 

(단 위 : Man. Year) 
회계년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소계 

단계별 1단계 2.1 단계 2.2 단계 
연구직 8 10 15 20 50 75 80 90 100 105 553 
행정직 2 4 5 7 10 15 20 20 25 25 133 
기능직 4 5 8 10 35 55 80 90 70 50 407 
건설직 3 4 5 6 12 18 20 20 15 10 113 
합 겨l 17 23 33 43 107 163 200 220 210 190 

116 470 620 1.20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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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국내.외 협 력 방안 

제 1 절 개요 

100MeV급 이상의 대형 양성자가속기 개발 및 건설에 대한 국내의 경험은 가속 

기 전단부의 이온원 및 입사기 청도에 국한되여 있고， 선형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다. 따라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올 위하여 선형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광범위한 개발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국내외 협력방안 구축이 절실히 요구 

된다. 국내에서 건설되어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포항 방사광가속기는 선형 전자가 

속기 및 저장링올 모체로 하므로 양성자가속기와는 가속기 기술면이나 이용변에 많 

은 차이가 나지만， 가속기의 전반적인 범주에서는 유사하므로， 이 가속기 사업올 통 

하여 개발된 가속기 기초기술과 양성된 기술인력의 양성자가속기 개발에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국내의 미확보 기술을 국제협력올 통하여 획득하는 것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 

채 2 절 국내협력 방안 

국내 양성자가속기 기술 관련현황으로는 한국원자력 연구소는 저 에너지 양성자 

및 중이온 가속기 개발 및 산업적 이용에 많은 경험과 관련 연구인력올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자체 건조한 Van de Graaff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속기 및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국내 가속기 전문인력 배출에 많은 공헌올 하고 있다. 또한 

과기원은 최근 가속기 및 플라즈마 용용분야에 많은 관심과 노력올 기울이고 있다. 

한편 산업체로서는 가속기사업의 경험과 있는 삼성중공업， 한국중공업 퉁이 가속기 

제작과 이용/활용사업에 관심올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협력방안으로는， 

1) 포항공대， 서울대， 과학원 둥 학계， 연구계로부터 공동연구개발올 통해 

장치 설계 인력과 요소 기술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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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중공업，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둥과 같은 산업체로부터 공동으로 

장치설계와 제작올 수행하며， 

3) 기타 국내 미확보 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 퉁 연구소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하여 확보하는 계획올 수립해볼 수 있다. 

또한 협력 활성화되면 다음의 연구공동체， 즉 아래와 같은 산학연 컨소시엄올 구 

성 사업 추진하는것도 좋은 방안중에 하나일 것이다. 

관련연구기관 : 포항가속기(연)， 국과(연)， 기초지원(연)， 표준(연)， 자원(연)， 

원자력병원， 서울대， 과기원， 고려대， 연세대 둥 

관련 산업체 : 한국 중공업， 삼성 중공업， 현대 중공업， 포스콘 

그림 9.1은 이를 도식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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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국가적 연구개밟 역량의 조직화로 추진 

~ 、、

연구J/〕와12: 

X노 __"’ 

그림 9.1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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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총괄 
·가속기 설계 개발건설 이용 
·연구 수행 주체간의 활동조정 

총괄주곤!연구기관 
-3뻐V(스법계) 
-20~'씨때업계， 의료계) 
-1α뼈아원^f력계， 학계) 
-25야Ae'액의료계， 학겨1) 

그림 9.2 가속기 개발 역할 분담 

채 3 철 국외 협력 방안 

1. 국외 협력의 펼요성 

국내에서 경험하지 못한 대형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올 위하여 

- 174 -



이미 이 분야 가속기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오랜 경험올 가진 선진 관련 연구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는 미 확보된 가속기 관련기술의 국내 확보측면에서도 중요 

하다. 협력 예상기술로서는 가속기 핵심기술인， 대전류 양성자가속기 설계기술， 대 

전력 고주파기술， 초전도 동공 기술 초전도 전자석 기술 퉁 소위 첨단기술 영역에 

해당되는 기술일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법주는 첨단기술영역으로서 기술 자체로서 

지니고 있는 기술력의 산업적 잠재력을 보유하므로， 기술확보에 대한 기업체의 관 

심도가 높올 수 있어 프로젝트를 위한 기업체 유치의 좋은 유인 조건이 될수있다. 

더구나 대강도 양성자 가속기 기술개발은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90년대 이후에 시작 

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로서 상호 기술협력에 대한 넓은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외국과의 기술협력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2. 국외 관련기술 현황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성자 가속기 프로젝트를 그립 9.3에 도시하였다. 현 

재 양성자 가속기 기술 및 웅용 분야 기술올 보유하고 있는 외국 연구소는 표 9.1, 

9.2와 같이 들수 있다. 각 기관의 보유기술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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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r 훌훌 

뿔 S날뜰〉 
뿔 TRISPAL( 끄) 

APT(미) 

고〈그# 
10.00 KOMAC川 KOMAC川} 뿔 JAERI(일) 

균 
빔 PSI(λ). 

NSNS(미) 뿔 
뽕 ESS(n) 

전 
2 1.00 • LANSCE(미) -rr 

(mA) ISIS(영). • KEK(일) 

0.10 • 훌 :계획 
TRIUMF(긋n 

.:운전 

0.01 
0 0.5 1.5 2 

양성자에너지 (GeV) 

그림 9.3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성자 가속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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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 핵심 가속기 기술 보유 기관 현황 

가속기 기술 주요 기술 보유 기관 (국명) 

이온원/입사기 
ANL(미)， LANL(미)， LBNL(미)， JAERI(일)， CERN 

(유럽)， CEA( 효)， RAL(영)， PSI(스)， ITEP(러) 

ANL, LANL, BNL( 미)， LBNL, FNAL(미)， JAERI, 

RFQ KEK(일)， RIKEN(일)， CERN, GSI(독)， ITEP, IHEP 

(러)， Saclay( 효) 

DTL 
ANL, LANL, BNL, JAERI, KEK, CERN, ITEP, 

Saclay 

CCDTL LANL, JAERI, CEA 

CCL LANL, Comell (미 ), CEBAF(o]), ANL, DESY(독) 

표 9.2 주요 빔 이용 연구 수행 기관 현황 

빔 이용 기술 주요 기술 보유 기관 (국명) 

LANL(미)， ANL(미)， BNL(미)， ORNL(미)， JAERI 

원자력 분야 (일)， CEA(프)， CERN(유럽)， RAL(영)， ITEP(러)， 

Dubna( 러) 

BNL, FNAL(미)， ANL, LANL, KEK( 일)， RIKEN 

학술(물리) 분야 (일)， CERN, DESY(독)， RAL( 영)， ITEP, Dubna, 

Saclay( 효 ), IHEP(중) 

국방분야 LANL, ANL, CEA, ITEP 

의료분야 LBNL, FNAL, HIMAC(일)， ITEP 

산업 분야 JAERI, CERN, Dub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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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방안 

l단계 장치 종합설계 과정에서 가속기 기술 및 이용 분야의 전문가 그룹올 활용 

하여 국내 미확보 기술을 검토하고 이의 확보방안올 마련한다. 필요시 국내 미확 

보 기술에 대해 각 기술별로 국외 연구 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필요 기술을 확보 

토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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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언. 허가 

채 1 절 개요 

국내 최초의 대용량 양성자가속기의 국내건설이 계획된다면 이 시설의 건설과 

운용에 대해 작업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방사선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올 받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본 장에서는 양성자가속기의 건설과 운용의 언.허가에 관계되는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적절한 인허가절차와 이에 수반되어 고려해야하는 방사선안전 

성에 대한 검토항목올 간추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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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건설기관 원저혁안천기술원 I I 과학기술처 | 
---+ 

자료보완요구 

허가증/신고필증 발급 

• | 신청사항 검토 및 

• | 결과 통보 

• | 사용개시신고 접수 

: I 규제및감톡 l 
정기보고서 접수 

정기검사실시 

수시검사 실시 

---+ 

‘-

그림 10.1 양성자가속기 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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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언. 허가 관련규정 검토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8 조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옴의 것올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용도 및 용량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크로트론 
3. 신크로트론 
4. 신크로사이크로트론 

5. 션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 
7. 반 • 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 • 왈톤형 가속장치 
9. 기타 하전입자를 가속하여 방사선올 발생시키는 장치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것 

그리고 과학기술처는 방사선방생장치의 허가대상에 대한 용도 및 용량을 원자력 

법 시행규칙 79조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79.조의3 (방사선발생 장치 의 사-용신고대상) 

법 제65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용량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사업소마다 자체 차폐된 방사선 

발생장치로서 최대사용전압이 170킬로볼트이하이고， 차혜체 외부표변에서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0.75빌려렌 

트겐이하의 것올 말한다. [본초신설 96'4.2] 

따라서 양성자가속기는 원자력시설 중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8조 9항의 방사선 

발생장치로 분류되며 양성자가속기 건설기관은 과기처의 위탁기관인 원자력안전기 

술원에 심.검사를 요청하여 실질적인 심.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서는 심.검사 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과학기술 

처장관은 신챙기관에 건설/운용을 허락한다. 방사선발생장치의 인허가 업무는 사용 

허가 심사， 사용전 검사， 시설검사 퉁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각 심.검사의 관련 

규정온 다음과 같으며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 관계법령의 전문을 발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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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허가 심사 

- 원자력법 제 65 조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둥 허가) 

- 원자력 법 제 66 조 (허가기준) 

- 원자력법 시행령 제 192 조 (사용허가의 신청) 

- 원자력법 시행령 제 202 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동) 

- 원자력법 시행령 제 208 조 내지 제 213 조(시설기준) 

-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84 조 (기록의 비치) 

- 과학기술처 고시 제 94-7호 (방사선선량 둥에 관한 규정) 

2. 사용전 검사 및 시설검사 

- 원자력법 제 67 조 (검사) 

- 원자력법 시행령 제 197 조 (시설검사) 

- 원자력법 시행령 제 198 조 (시설검사 신청) 

- 원자력법 시행령 제 209 조 (사용시설) 

- 원자력법 시행령 제 79 조 (계측장치) 

- 원자력법 시행령 제 80 조 (경보장치) 

- 원자력법 시행령 제 298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08 조 (측정) 

재 3 절 양성자가속가 언. 허가절차 

앞서 언급한 법규에 따라 가속기건설기관에서는 건설계획단계에서 운용단계까지 

다음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그림 10.1에 도식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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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허가신청 

시설공사 착공전에 가속기건설기관에서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근간으로 하여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사용허가를 신청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안전성을 

심사하며 필요시 자료보완올 가속기건설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과학 

기술처에 보고한다. 과학기술처는 이를 바탕으로 가속기건설기관에 사용허가를 한 

다. 

2. 시설검사 둥 신청 

가속기건설기관에서는 과기처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후 시설공사를 시작하고 공 

사완료 후 사용전 시설검사신청， 안전관리규정승인신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신고 

둥올 다시 안전기술원에 한다. 안전기술원에서는 신청사항올 검토하여 안전관리규 

정 승인하고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신고 필중올 교부하며 시설검사 결과를 통 

보한다. 

3. 사용개시 신고 

가속기건설기관에서는 안전기술원에서 시설검사 합격올 통보받은 후 가속기가동 

올 시작하며 사용개시일 30 일 이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사용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4. 정기및 수사 점검 

가속기사용 중 과학기술처와 안전기술원의 규제와 감독아래 정기보고서를 안전 

기술원에 제출해야 하며 정기 및 수시점검올 안전기술원으로 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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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4 절 방사선 안전생 검토 

양성자가속기의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언급한 인.허가절차에 따라 시설착공 

이전에 설계와 병행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안전성분석보고서는 

양성자가속기를 셜치/운영함에 있어서 작업종사자 빛 이용자들의 방사선 안전성 확 

보를 위하여 설계/시공된 제반 시셜 및 장치 둥과 관련 운영절차가 법규 및 제반 

기술적 관점에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분석.평가할 수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항목올 살펴보았다. 

1. 방사션환리분야 

가. 방사선위원회가 구성되어 방사선안전책임자가 선임되는 조직올 가짐올 셜명 

함 

나. 방사선준위에 따른 구역구분이 되며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임올 자동적으 

로 알리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올 제한하는 시설이 설계에 포함되어 있음올 기술 

다. 방사선구역의 경계에는 사람의 출입올 제한하는 울타리 둥의 시설이 설치되 

고 방사능표지가 부착되어 있음올 기술 

라. 방사선구역에서 방사선선량율올 측정항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방사선작업자의 

피폭선량을 측정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올 기술 

2. 방사션차빼혜적분야 

가. 양성자가속기의 차폐체 외부에서의 방사선량이 운전중과 사고시 구역셜청기 

준에 만족하는지와 계산과정의 타당성 여부 

나. 빔 dump 구역， 빔 전송라인， 입사영 역 그리고 저장링 둥의 차폐체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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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사선량이 운전중과 사고시 구역설정 기준올 만족하는지와 계산과정의 타당성 

여부 

바. 누설된 방사선이 skyshine 현상에 의해 대기중의 방사선 피폭이 구역설정기 

준올 만족하는지와 계산과정의 타당성 여부 

사. 빔 라인의 차폐체 외부에서의 방사선량이 구역설정기준올 만족하는지와 계산 

과정의 타당성여부 

3. 방사션혜기물관리분야 

가. 예상방사능올 충분히 신뢰성있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작업자의 방사선피폭과 

방사능오염올 방지하고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올 합리적으로 가능한 

정도로 낮게 유지함올 보여야함 - ALARA 규정 

나. 환경으로 방출되는 기체 또는 액체 방사성폐기물의 농도가 과기처 고시 제 

94-7호 “방사선량 퉁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최대허용농도 제한치를 만족하 

는지 보여야 함 

다. 시설외부로 반출되는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표면오염도는 과기처 고시 제 

94-7호에 제시되어 있는 허용표면오염도의 1/10이하로 유지함 

라. 발생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올 수집， 보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올 가지고 

USNRC Reg. Guide 1.143 의 요건에 맞도록 셜 계 되 어 야 함 

4. 개인안천연동계통 분야 

가. 계 통의 단일고장으로 인 하여 개 인 안전 연동계 통(Personal Safety & Inter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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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PSIS) 기능이 상실되지 않으며， 단일고장에 대해서 계통 기능의 적절한 수 

행이 저해되지 않읍올 보여야 합 

나. 단일고장에 의해 계통 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계통의 선뢰성올 높이며 시험 

및 보수유치를 위해 다중성올 갖추고 있음올 보여야 함 

다. 계통운전 및 정지시간 중에도 계통성능을 확인 가농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라. 부품 및 모률은 고장율이 낮은 품질이어야 하며 설계요건과 제작， 품질관리 

및 검사 둥의 관리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가 유지됨올 보여야 함 

마. 계통설계는 각 부품 고장시에 안전한 상태로 기능이 발휘되도록 설계됨올 보 

여야합 

재 5 절 참고자료 

-http://www/most.go.kr/ 과학기술처 웹 홈페이지 

-방사성동위원소퉁의 사용 및 판매에 관한 안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97 

년 

-포항 방사광가속기 시설 사용허가 관련 안전성심사 및 시설검사 종합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995 년 

재 6 절 관련법규 발훼 

원자력법 
원자력법 제 65 조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풍 허가) 

원자력법 체 66 조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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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제 67 조 (검사)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 84 조 (기록의 비치) 

과학기술처 고시 제 94-7호 (방사선선량 풍에 관한 규정) 

제 65조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풍 허가)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이를 판매하는 사업올 하고자 하는 자는 대 

통령령이 쩡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올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용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훌 신고하여 

야 한다.<개 쩡 86 . 5 . 12, 95 . 1 . 5>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신고한 사항올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86.5.12> 
@ 제 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제2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청서에 총리령 

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3조의 규정은 제 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 13조제3호중 ”제 17조”는 1껴1168조”로 본다. 

<개 정 86 . 5 . 12, 95 . 1 . 5> 
제66조 (허가기준) 

제65조제 1항의 허가기준은 다옴과 같다.<개정 95. 1 . 5> 
1. 사용시설둥의 위치 · 구조 및 셜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할것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올 것 
3,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비파괴검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호 및 제2호외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 67조 (검사) 

@ 제65조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환 자(이하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둥”이 

라 한다)는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나 판매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 

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과학기술처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다옴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둥 

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용 명할 수 있다. 

<개정 95' 1 . 5> 
1.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 

2. 제 70초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3. 기 타 이 법 에 위반한 사실 이 있올 때 

원자력법시행령 

원자력법 시행령 제 79 조 (계측장치) 
원자력법 시행령 제 80 조 (경보장치) 

원자력법 시행령 제 192 조 (사용허가의 신청) 
원자력법 시행령 제 197 조 (시설검사) 
원자력법 시행령 제 198 조 (시설검사 신청) 
원자력법 시행령 제 202 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션엄둥) 
원자력법 시행령 제 208 조 내지 제 213 조(시설기준) 
원자력법 시행령 제 209 조 (사용시셜) 
원자력법 시행령 제 293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08 조 (측정) 

제 79조 (계측장치) 

원자로시설에는 다옴의 사항융 계측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직접 계측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항올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95' 10.19> 
1‘ 노심의 중성자속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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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봉의 위치 및 액체제어재를 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농도 

3. 1차냉각재에 대한 다옴의 사항 

가. 방사성 물질 및 불순물의 농도 

나. 원자로압력용기 입구 및 출구의 압력 • 온도 및 유량 

4. 원자로압력용기(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기)의 내부 및 중기발생기의 내부의 수위 

5. 증기발생기의 출구에서의 2차냉각재의 압력 • 온도 및 유량과 2차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6. 배기풍의 출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있어서의 배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7. 배수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있어서의 배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8. 관리 구역 안의 방사선량률 

9. 원자로시셜이 위치한 장소의 풍향 및 풍속 
10. 원자로시설제한구역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제80조 (경보장치둥) 

@ 원자로시셜에는 그 기기들의 기능상실이나 잘못된 조작퉁에 의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현저한 지장올 미칠 우려 

가 발생한 때 또는 제79조제6호및 제7호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동조제8호의 방사선량률이 현져하게 상송한 때 

에 이들올 확실하게 검출하여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시셜하여야 한다.<개정 95.10. 19> 
@ 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와 l차냉각계통 및 방사성폐기물올 처리하는 셜비에 관련되는 주요 기기들의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 192조 (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65조제 l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이 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 

퉁”이라 한다)흘 사용(소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공장올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별로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2조의2 (비파괴검사업 λF용허가기준) 

법 처116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 사용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둥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기준은 다옴 

과 같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l억원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l억원이상인 자로 한 

다. 

2. 방사성동위원소퉁올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셜 · 장비 및 기술인력둥에 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셜 
95.10. 19] 

제 197조 (시설컴사) 

CD 법 제 67조제 l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그 λF용시설둥을 셜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당 

해 사용시설퉁에 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겁사훌 받아야 한다. 다만， 다옴 각호의 l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 10.19> 
1. 허가사용자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저장시젤의 변경 또는 폐기션원율 제외한 방사성폐기물의 보 
관시설올 허가받아 변경한 때 

2. 신고λF용자가 시-용시셜둥올 변경한 때 

3. 일시적인 사용장소에 사용시셜둥올 추가설치하거나 신고한 내용올 변경한 때 

4. 허가λF용자가 법 처1165조제2항의 규청에 의한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퉁올 추가설치하거나 변경한 때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률 실시함에 있어서 그 시-용시셜둥의 셜치 또는 변경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법 제 104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올 포합한다)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에 적합한 때 

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93. 10.18] 
제 198조 (시설검사의 신청) 

제 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셜둥에 판하여 검사흘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2조 (방사선안전판리책 임자의 선임퉁) 

- 188 -



CD 허가사용자 또는 법 제65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 1항 

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사업소(일시적인 사용장소를 포함한다)마다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적인 사용장소가 동일 시 또는 군과 그 인접 시 · 군에 3개소이하인 경우에는 l인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할 수 있다.<개 청 95. 10. 19> 
@ 신고사용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청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사업소마다 다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청 95.10.19> 
1. 법 제91조제2항제5호 내 지 제7호의 면허소지자 

2. 과학기술처장관이 청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둥의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올 이수한 자 
@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총리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 사용장소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에는 법 제 65조제 l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에 이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5' 10.19> 
@ 제 l항 및 제2항의 규청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9 . 6 . 16] 

제208조 (위치) 

방사성동위원소풍의 사용시설둥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때9조 (사용시설) 

CD 방사성동위원소풍의 사용시셜의 구조 및 설비에 판한 기술기준은 다옴과 같다. 
다만， 정전 또는 사용기기의 고장둥의 발생시에 대비하여 제반 안전장치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청 한다.<개 정 89 . 6 . 16, 95 . 10 . 19> 
1. 사용시설둥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사용시설둥에는 다옴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 기타 차폐물 

올 설치할 것 

가. 사용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피폭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3.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옴에 의하여 작업실올 설치할 것 
가. 작업실 내부의 벽 · 바닥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 

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첨투하기 어렵고 내식성이 강한 재료로 할 것 

나. 작업실에 설치한 후드 • 글로브박스둥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용 방지 하는 장치는 배기설비에 연결시 

킬 것.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이 청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4.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옴에 의하여 오염검사실올 셜치할 것. 다만， 과학 

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가. 오염검사실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사용시설의 출입구부근퉁 방사성물질둥에 의한 오염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오염검사실 내부의 벽 · 바닥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3호 가목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 오염검사실에는 세청 및 탈의설비를 하고， 오염검사를 위한 방사선측청기 및 오염제거에 필요한 기채률 갖출 
겨 
/、

5.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중 총리령이 청하는 수량이상의 것올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시셜의 출입구에 방사성동위 

원소의 사용중임올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6. 방사선구역의 경계에는 사람의 출입용 제한하는 올타리둥의 시설용 할 것 

7. 방사성동위원소둥의 사용시설 · 오염검사실 및 방사선구역의 경계에 셜치한 올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 

는 시설에는 총리령이 청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할 것 

@ 제 l항의 규정은 누수의 조사， 곤충의 역학적 조사， 원료물질의 생산공정중 이동상황의 조사둥을 위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광범위하게 분산· 이동시키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l항제1호 • 제2호 • 제5호의 규청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시로 이동시켜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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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l항제4호의 규정은 인체 및 작업복 · 선발둥 인체에 착용하는 것의 표면이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장치안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 

는 종류 및 수량의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l항제6호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둥올 사용하는 시설안에서 사랍이 피폭할 우려가 있는 피폭방사선량이 제1 

항제2호 가목에 의한 선량한도이하가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차폐벽 기타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개정 95' 10. 19> 

제 298조 (측정)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둥에 의한 오염상황올 측정하여야 한다.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시설에 출 

입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올 측정하여야 한다.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 l항 및 제2항의 측정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 • 보폰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10.1어 

원자력법시행it칙 
제 108조 (측정) 

@ 영 제29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둥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장소 및 시기는 다옴 각호와 

같다.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 • 분배 • 저장 및 폐기시셜:방사선작업의 전 · 후 및 매주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안에 있는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매월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 처리 및 처분시설:매일 

라. 방사선구역 또는 관리구역.매주 

마.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원 장소:누출된 때마다 

2. 방사성물질둥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방사선구역 또는 관리구역에 있어서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농도와 오염원 물질표연의 방사성물질오염도: 

작업하는 때마다 

나- 방사선구역 또는 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반출하는 때마다 

다. 배기구 및 배수구:배기 및 배수하는 때마다 

라.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누출된 때마다 

@ 영 제2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대상 및 시기는 다옴 각호 

와같다. 

1. 피폭방사선 량의 경우 

가. 종사자‘당해 업무에 종사하기전 및 종사기간중 

나. 방사선구역 또는 관리구역의 수시출입자:출입할 때마다 

다. 방사선시설의 일시출입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할 우려가 있는 자:출입할 때마다 

2. 방사성물질둥에 의한 오염상황의 경우 

가. 종사자의 손 • 발 • 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작업올 종료한 때마다 

나‘ 방사선구역 또는 관리구역 수시출입자의 손 • 발 · 작업복 및 보호구의 표면이나 기타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위 

의 표면:출입할 때마다 

@ 제 l항 및 제2항의 측정방법은 다옴 각호와 같다. 

1. 방사선량 및 오염상황은 방사선측정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측정할 것 

2.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은 공기중 또는 옴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및 양올 측정하거나 필요한 정밀 

검사를 통하여 산출할 것 [전문개정 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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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장치 시 절 전반적 운용 계 획 및 

사용자 프로그램 수립 

채 I 절 부속시절 운용 

가속기를 운전한다는 것은 가속기로부터 생산되는 빔올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양성자가속기로부터 여러 가지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빔이 생산된다. 이들 빔을 직， 

간접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용목적에 맞는 부속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양성자가속기 계획과 관련하여 건설 예정인 주요 부속시설로서는 저에너지빔 시설， 

동위원소 생산시설， 고속중성자 이용시설， 의료용 이용시설， 핵파쇄 중성자원 시설， 

핵변환시설， 고에너지빔 이용시설 퉁이 있다. 본 항에서는 각 시설별 운용특성올 

설명하고자 한다. 

1. 저에너지범 시설 

가. 시셜특성 

• 3MeV 양성자가 인출됨. 

• 인출 범전류는 용도에 따라 가변적임. 

나. 시설용도 

양성자 이온주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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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운용특성 

이온주입 (ion implantation) 이란 가속기를 이용하여 수 keV - 수(십) MeV 

의 에너지를 갖는 이온올 고체시료의 표면에 침투시키는 도핑 (doping) 방법의 일 

종이다. 

이러한 이온주입기술은 반도체， 초전도체， 자기기록매체， 경화합금， 폴리머 퉁 

수많은 분야에 용용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래의 열확산법 C thermal diffusion 

technique) 올 대체하는 저에너지 (수 keV - 200 keV 급) 이온주입기술이 국내，외 

의 산업계에서， 특히 반도체 분야 (예를 블어 DRAM, CMOS 퉁 VLSI 분야) 에서 

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이에 비하여 고에너지 이온주입법은 고도의 기술과 고가의 장비를 요하기 때 

문에 국내에서는 소수의 DRAM 생산업체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고에너지 이온주입법은 소재산업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공헌올 할 수 있는， 미래에는 기반기술화 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기술의 하나로서， 

그 기술개발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 RF CRFQ, DTL) 가속기들의 특정은 정전압형 가속기에 비하여 매우 큰 전류 

(10 mA 정도)를 얻올 수 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량의 이온주입올 필요로 하는 경 

우 매우 유용하다. 

고에너지 이온주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시료의 특정깊이에 주입하고자하는 이 

온올 정확히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에너지 이온주업의 활용 또한 

대부분 이 특정올 이용하고 있다. 소자 개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기술이 3차원 

의 소자제조에 용용될 수 있다는 것올 의미한다. 현재까지 이 고에너지 이온주입법 

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는 역시 반도체 분야이다. 

역사적으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이온주입기술이 bipolar IC 제작에 이용되기 

시작한 이래 저에너지 이온주입기술은 산업적￡로 완전한 활용단계에 있으며， 1980 

년대부터는 Me V implantation 올 이용한 deep level implantation 기술이 속속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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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온주입기술이 금속소재의 경도 (hardness) 와 내마모도 (wear resistance) 

향상에 이용되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시기이며 최근에는 고에너지 이온빔의 mixing 

효과를 이용한 이종계변의 접착기술로도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폴리머 재료의 이 

온빔에 의한 sClsslOn 및 cross linking 현상을 이용한 개질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요업재료， 광학재료， 초전도재료， 자기기록매체 둥 수많은 분야에서 

고에너지 이온주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 동위원소 생산시설 

가. 시젤특성 

• 20MeV 양성자빔 제공 

• 빔전류는 가변적임 

나. 시젤용도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단반감기 방사성 핵종을 생산 

새로운 의학용 단반감기 핵종개발 

다. 기타 운용특성 

• 원자로는 여러 핵종올 동시에 생산할 수 있지만 가속기에 의한 동위원소 생 

산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생산 단가측면에서 불리하다. 

•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빔전류를 높이거나 표적의 순도(농축도)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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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사용되며 이 경우 표적에 발생하는 열올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냉각기 

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동위원소가 중성자 과잉 핵종인 데 비하여 양 

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핵종은 양성자 과잉 핵종으로서 원자로를 이용한 

생산은 불가농하다. 

의학적 진단 목적으로는 이들 양성자과잉 핵종이 보다 많이 사용된다. 따라 

서 향후 새로운 의학적 옹용올 위한 동위원소 개발 및 생산에 본 시설이 사용될 수 

있다. 

3. 고속중성자 이용시설 

가. 시설특성 

• Pulse형 lOOMeV 양성차빔 

• 중성자 생성을 위한 표적 

• 표적냉각장치 

나. 시설용도 

주요 핵종별 반옹단면적 측정 

다- 기타 운용특성 

• 단면적 측정은 time-of-flight 방법이 적용되므로 Pulse 빔이 요구된다. 

중성자 생성 표적으로는 저 질량(1ρw Mass) 또는 고질량(Heavy Mass) 물질 

이 사용될수 있으며 저질량의 경우 고에너지의 중성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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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서 고에너지 중성자 반용단면적 측정에 유리하다. 

• 반면에 고질량의 표적은 evaporation, 핵파쇄 둥에 의해서 중성자를 생성하며 

생성 중성자는 1MeV 내에서 pe삶를 갖는 중성자 에너지 분포를 가지게 된다. 

• 저질량의 표적물로서는 Li, Be를 고려할 수가 있다. Be표적의 경우 1-2kW 

청도의 빔출력에서는 대개 입사 입자를 정지시키기에 충분한 두께의 금속 Sheet 한 

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빔전류가 높은 경우 냉각문제가 발생하므로 회전 표적을 

고려할 수 있다. Li의 경우 용융점이 낮으므로 높은 전류의 빔에 대해서는 고체형 

태로는 적합하지 않고 대신 액체형태를 채택하게 된다. 

•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핵자료는 주로 발전용 경수로설계/운용에 적 

합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에너지범위도 열에너지에서 수 MeV이하의 전단면적， 

산란단면적， U-235의 핵분열 단면적 및 핵분열 특성 (fission spectra, delayed 

neutron fraction) 둥에 대해서만 신뢰성이 있다. 

• 그리고 고속중성자 관련 thorium-232 사용 핵주기와 핵파쇄 source 에 대한 

핵자료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핵파쇄 source 에서 필요한 2 

GeV 이하， 100 MeV 이하의 에너지영역에서는 중성자뿐아니라 감마， 양성자， pi- , 

K-중간자에 대한 수송론 해석에 사용할 핵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핵자료는 기폰 

경수로， 고속로 핵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했던 원자로나 전자가속기에 의한 중 

성자반옹 측정설비의 이용이 어려우므로 실측자료가 거의 없으며 단지 이론적인 예 

측만올 하고 있올 뿐이다. 

• 따라서 양성자가속기 설계， 미엄계로 퉁 빔 이용 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고에너지 분야의 핵자료평가 코드개발과 아울러 실측 설비의 건설이 필수적이다. 

핵자료중 단일에너지를 사용하는 양성자 반용， 핵파쇄 (spallation) 단면적퉁은 양성 

자가속기를 직접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분야로서 LANL 퉁에서 시도 중이다. 또 

한 유도되는 100 MeV 근처의 중성자， K-중간자 반용 단면적은 전자 가속기에 의 

한 giant dipole 공명 에 의 한 1 MeV peak 중성자원으로는 구할 수 없으므로 중수 

소(deuteron) 퉁올 가속하는 고에너지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100 MeV 근처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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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1 GeV 근처의 pi- , K-중간자 반웅단면적 측정이 필요하다. 

4. 의료용 이용시설 

가. 시젤특성 

• 250 MeV 양성자 빔 생산 

• 빔에너지 가변장치 (치료 부위 특성에 따라 감속시컴) 

나. 시셜용도 

• 양성자선올 이용한 종양 치료 

다. 기타 운용 특성 

• 양성자빔은 암 및 이러한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확하고 목표부위만 조사할 

수 있는 독특한 성질올 가지고 있어， 정상 조직의 방사선 손상 및 그 빈도를 지금 

까지의 방사선 치료와 비교해 훨씬 감소시키고 보다 많은 양의 방사선을 치료 부위 

에만 집중시킬 수 있어서 치료율올 높일 수 있다. 

• 양성자선 치료에 있어서 선두 역할올 하고 있는 미국의 LBL과 UCSF의 발 

표에 의하면 눈， 안와， 두개저， 부비통， 비강인두， 척추부근， 후복막， 뼈， 연조직 그리 

고 전립선에 대한 양성자선 치료가 탁월한 효과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양성자선 치료를 최적화하고 다른 종류의 종양에도 적용하여 더 많은 환자들 

올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및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병원용 양성자 가속 

기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국립 암 연구소(N ational Cancer 

Institute)의 경우， 이와 같은 가속기 시설올 확장하고 양성자선 치료에 대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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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입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고에너지의 양성자가 어떠한 물질에 입사되면， 양성자는 그 물질을 이온화시 

키면서 운동 에너지를 잃게 되고， 따라서 속도를 잃게 된다. 양성자가 지나가면서 

단위 길이당 잃게 되는 에너지 (specific energy 10ss)는 양성자의 속도가 감소할수록 

증가하며， 따라서 그 양성자가 완전히 흡수되는 비정에 도달하면 이온화가 급작스 

럽게 증가하여 최대치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 위치에서 양성자선의 나머지 에너지 

를 모두 방출하여 예리한 peak와 같은 선량 분포가 형성되는데 이를 Bragg peak라 

한다. 단일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선을 환자에게 조사하게 되면， 그 깊이에 대한 선 

량 분포가 피부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비정 부분에서 뾰족하게 증가하게 된다. 

양성자의 비정은 양성자의 에너지를 조절하여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Bragg peak가 환자 신체내의 원하는 깊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필터를 사용하여 양성자의 에너지 분포에 변화를 줌으로써 peak의 폭을 종양 

의 크기에 따라 넓게 해서 종양에만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x-선이나 감마선， 속중성자선과 같이 전하를 갖지 않는 방사선은 환자 신체 

를 통과하면서 그 선량 분포가 깊이에 따라 지수함수의 형태를 보이므로 치료하고 

자 하는 표적 부위보다는 깊이가 얄은 피부쪽에 더 많은 방사선량이 조사되는 단점 

을 갖고 있으나， 양성자선올 사용하면 Bragg peak의 특성 때문에 이와같은 문제점 

이 해결된다. 또한 x-선 퉁은 표적 부위를 지난 뒤 선량이 점차적으로 줄게 되어 

표적 부위 뒤편에 있는 정상 조직이나 주요 기관에 어느 정도의 선량올 주게 되지 

만， 양성자선의 경우 Bragg peak 이후에는 선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표적 부 

위 이후에 있는 정상 조직을 보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성자선올 이용하면 선 

량을 원하는 표적 부위에만 국한시켜서 조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암의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 입자선 치료의 효시는 속중성자선 치료로서 한때는 전세계적으로 크게 성행 

한 적이 있었으나， 선량분포가 미홉한 것이 최대의 단점이 되어 결국 주역은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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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중간자 치료는 속중성자선 치료와 마찬가지로 높은 생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에 비해서 우수한 선량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당초 지나치다 

고 생각될 정도의 기대가 모아졌는데， 세계의 3개 시설에서 엄상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생물 효과와 선량분포 모두 중이온에 미치지 못하고， 또 적웅 질환에 대해서 

도 결정적인 것올 찾아내지 못한 채 엄상 연구가 중단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양성자선은 X선 CT 의 발전에 의한 영상 진단법의 뒷받침으로 근 

래에 급속히 주목받게 되었다. 양성자선 치료는 기폰의 불리학 연구용 가속기를 

이용해서 비교적 용이하게 개시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이미 세계의 17개 시설에서 

실시되어 가장 실용화에 접근한 입자선 치료라고 할 수 있다. 

5. 핵파쇄 중생자원 시설 

가. 시설특성 

• 1.0 GeV 양성자 빔 수송시스템 

• 다양한 특성의 중성자를 생산하기 위한 표적 시스템 

• 중성자 에너지 변환장치 (감속재 둥) 

나. 시셜용도 

• 중성자 산란 시험 

• 중성자 Radiography 

• 중성자 Integra1 Experiment 

• 핵융합 재료시험 

• 고에너지 중성자 방사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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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운용 특성 

• 감속재 풍의 설치방법에 따라 기폰의 원자로에서 보다 훨씬 높은 중성자속올 

달성할 수 있다. 

•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는 물질올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과 특정한 반웅올 일으 

킨다. 특히 열중성자는 그 에너지 및 파장이 고체나 액체의 여기 에너지 (Exitation 

Energy) 와 원자간 거 리 Onteratomic Distance)에 근접 할 뿐만아니 라， 전하를 가지 

고 있지 않으므로 "Bulk" 시료에 깊이 침투할수 있어 개개의 원자들의 위치 및 운 

동에 대한 정보를 정밀하게 제공할 수 있다. 

• 중성자의 자기모멘트는 짝지위져 있지않는 전자(Unpaired Electron)와 상호작 

용을 하므로 이제까지 다른방법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웠던 자성체의 미세구조를 연 

구하는데 매우 이상적이다. 따라서 산란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산란각도 분포 및 시 

간거동을 측정 분석하므로써 모재 물질의 미세구조 및 원자의 배열 퉁올 알수 있 

제 된다. 

물론 x-선도 물질의 미세구조를 밝히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중성자는 

x-선이 미치지 않는 영역의 정보를 제공해주므로 서로 보완적이라 하겠다. 특히 원 

자로에서 발생되는 중성자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반면 가속기 발생 중성자는 짧은 

펄스형이기 때문에 원자로에서와 같이 중성자를 Monochrometor를 사용하여 단색화 

하지않고 “Time of Flight" 방법올 사용할수 있어 장치가 간단하고 정확하게 측정 

할수 있다는 특정 이 있다. 

옹집물리， 고분자화학， 분자생물 퉁 기초연구분야에 중요한 이용 및 용용의 

예로는， 고온 초전도체의 구조 및 여기상태， 폴리머 구조 및 상호작용， 신 촉매의 

구조 및 반옹역학， 폴리머와 금속 계면의 상태， 상 변위 및 구조 퉁이 있다. 그리 

고 공학적 용용으로서는 금속， 세라밀의 잔류웅력， 반도체의 표면의 불순물 분석， 

구조재 합금의 취화 현상 규명 폴리머의 부착력， 세라믹의 소결 풍 기초 및 재료특 

성 연구에 그 활용도가 매우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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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선은 매질올 통과할 때 원자의 궤도 전자들과 상호작용올 일으킨다. 따라 

서 어 떤 물체를 투과할때 감쇄율 (Attenuation Coefficient)은 주로 그 물질의 밀도 

와 구성원자의 원자번호에 따라 완만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므로 밀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구분이 쉽지않다는 약점이 있다. 

• 그러나 중성자는 구성원소의 원자핵과 상호작용올 하므로 핵종에 따라 감쇄 

율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재료내에 수분이 함유되어있을 경우 물의 감쇄계수 

는 매우 크므로 적은량이라도 구별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이용은 기 

폰 x-선 비파괴 방법으로는 곤란하였던， 항공기 엔진 터빈블레이드 검사， 항공기 

알루미늄 구조재의 부식 검사， 화약류 및 폭탄류의 검색， 용접부위 수소 취화 측정， 

구조물의 유기 접착층 검사， 구조물 내부의 수분/물 합유량 측정 동에 매우 효과적 

이다. 

6. 헥종변환 시설 

가. 시셜특성 

1.0 GeV 양성자 빔 생산 

• 핵파쇄표적 (중성자속 - 1018n/sec) 

• 열출력 5MWth 급 미임계 81anket 

• 핵물질 순환시설 

나. 시셜용도 

•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에 내재한 장수명 핵종 핵변환 시험 

• 토륨연료를 이용한 새로운 에너지 생산장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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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운용 특성 

경수로 사용후 핵연료의 최대 현안 문제는 그 자체가 포함하고있는 장수명 

핵종에 의한 환경 문제이다. 본 시설은 원자력 에너지의 환경적 문제점올 해결하 

기 위해서 건설되는 시설이다. 

중성자를 이용한 장수명 핵종 변환방법으로서는 현재 운전중인 경수로 또는 

고속로에 장전하여 변환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들 엄계 원자로를 이용할 경우 원자 

로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장전량과 방법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 

• 가속기와 접목된 미입계로가 현재 각광올 받는 이유는 입계로에 비해 원자로 

의 탄력성이 매우 커서 변환시키고자 하는 장수병 핵종올 보다 자유스럽게 장전할 

수 있으며 안전성 또한 뛰어나기 때문이다. 

• 건설될 시설의 규모는 Full Scale 핵종변환 기술 및 시설 개발에 대비한 모의 

시험장치 수준이다. 그러나 일단은 핵물질이 취급되므로 일반 원자력 시설이 만족 

해야하는 안전 규제요건은 모두 만족해야할 것이다. 

• 핵종변환 시험시설은 그 자체가 시험장치이므로 그 장치의 결과를 분석평가 

하는 부속시설을 요한다. 예를들어 핵물질 시편올 측정하고 그 변화 퉁올 분석하 

는 핫셀 퉁의 추가 부속시설이 동시에 폰재하여야 한다. 

• 핵물질 순환 시설은 여타 다른 시설과는 달리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설 

로서 IAEA 보장조치 퉁과관련 매우 엄격한 시설 통제가 요구된다. 

7. 고에너지 양성자범 이용시설 

가. 시셜특성 

• l GeV 양성자 빔 생산 

• Muon (Pion) 생 산올 위 한 Carbon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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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용도 

• 기초 물리현상 연구 

• 재료시험 및 연구 

• Muon-Catalyzed 핵융합 연구 

다. 기타 운용 특성 

뮤온은 직접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고에너지 양성자를 Carbon에 충돌시켜 그 

결과로 Pion올 생산하고 이들 Pion이 붕괴하여 뮤온이 된다. 

양성의 뮤온은 채질(material)의 Spin올 쉽게 극화(Polarize) 시키므로서 재질 

이 가지고 있는 자기화적 특성올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음의 뮤온은 쉽게 ionic DT molecule올 형성하므로서 핵융합 반웅올 촉진시 

킨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l개의 뮤온은 2 microseconds에 약 100개의 

핵융합반옹올 촉진시킨다. 

• 보다 효과적인 실험올 위해서는 처장령이 필요하다. 

제 2 절 사용자 프로그햄 

전술한 바와 같이 가속기는 그 자체가 목적물이 아니고 주변의 이용시셜이 최 

종적인 산물올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속기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 주변의 이용시설들올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 설비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항에서는 사용자 편의 및 

사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랩이 준비되어야하는지를 시설 및 제도적 측면 

에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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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 프로그햄 

• 사용자가 이용시설올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문제는 시설의 

사용료， 사용기간 동안의 체재비 퉁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특히 대학 퉁 

과 같은 학계쪽에서 사용할 때 이러한 문제는 보다 크게 부각될 것이다. 사용료의 

경우 국내 가속기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시설운전비의 일정부분올 국가 

가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사용료를 학계， 연구계， 산업계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해 차퉁올 두 

고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들의 체재 편의를 위해 “사용자 

호텔” 퉁과 같은 숙박 편의시설올 가속기 개발과 병행하여 건축하고 실비로 사용자 

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형가속기는 그 특성상 약간은 교통이 발달한 지역으로부터 소외 

된 지역에 위치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는 "Shuttle Bus" 퉁과 같은 대중 교통 편의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용시설을 처음 접하게된 사용자의 경우 사용상의 기술적 문제가 많올 수 

있다. 이러한 초보 사용자를 위한 사용안내 팀올 육성하여 누구든 사용하고싶올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각 이용시설에 충분한 여유공간과 연구실올 설치하여 사용자가 실험과 동시 

에 결과정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하며 각 연구실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통신망 

올 확보하여 둠으로서 외부와 자료전송퉁올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 

다. 

2. 째도 프로그햄 

• 시설사용의 편의성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용자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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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올 조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의 교육과정은 실험보다는 이론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시설도 문제지만 실험 

에 소요되는 예산부족도 그중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가속기를 이용하 

여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 테마를 개발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한다. 

• 지속적으로 가속기 이용 관련 기술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학 

과를 육성하고 이를 장려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예를들어 가속 

기 연구소가 자체의 대학원 과정올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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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국민이해 증진계획 

채 1 절 개요 

인류역사에서 에너지가 문명발달의 필수요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에너지 이용기술의 발전은 문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에너지 사용은 급격히 늘어났으며 21세기에는 정보와 통신은 물론 보다 

향상된 삶의 질올 위해 더욱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류 

가 편리하게 사용해왔던 화석에너지 자원으로 자원의 한계성 때문에 머지 않아 고 

갈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는 화석에너지자원의 고갈로 인한 인류문명의 대전 

환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때문에 인류는 오래 전부터 화석에너지자원올 대체 

할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자원의 개발에 몰두하여왔다. 그 결과 원자력올 현실적인 

에너지원(홈)으로 받아들여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많은 노력 

올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한 원자력의 위력은 불행하게도 원자폭탄이었 

다. 그러므로 아직도 대다수 일반대중들은 원자력에 대하여 파괴적이며 위험하다 

는 심각한 거부반웅올 갖고 있는것도 숨길수 없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있었던 

세계적인 대형 원전 사고는 일반대중의 원자력에 대한 거부반옹을 한충 심화시켜준 

것이었다. 

원자력은 심각한 에너지문제를 타결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방 

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은 산업， 농업， 그리고 특히 의료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이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원자력올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국민복지향상올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대다수 일반대중은 원자력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올 지니고 있으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큰자에 들어와서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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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폐기물처분시설올 위한 부지확보가 일반대중， 특히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 

쳐 난항올 겪고 있음올 고려할 때 가속기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또한 인근 지역주 

민의 무조건적이고 비논리적인 반대에 부딪칠 염려도 있다. 따라서 가속기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슨 역할올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득은 정부의 예산당국， 원자력시설의 인.허가를 맡고 있는 규 

제당국， 그리고 사업수행올 지원.감독하는 정부관련부처 둥에 대하여도 필요한 사항 

이다. 특히 언론올 통한 사업홍보는 언론이 일반대중의 여론형성에 지대한 영향올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우선 홍보의 대상올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사업에 대한 홍보대상그룹은 

대체로 다음의 범주로 나눌수 있다. 

첫째， 원자력종사자이다. 원자력연구기관의 직원， 원자력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의 

직원들을 말한다. 이들이 우선 산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앞서서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연구소의 경우， 가속기 사업에 관 

여하는 직원들 뿐아니라 연구소 경영진과 간부급 직원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 

하여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며 연구소의 전체 소원들이 십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의 가족들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러므로서 파급효과를 기할수 있는 

것이다. 사업참여 직원들이 합심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올 이해하지 못하며 아울러 

대외적으로 공감올 얻을수 있도록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더욱 많은 난관을 

자초할 것이다. 따라서 홍보대상의 가장 우선되는 순위는 당연히 참여자 자신들과 

연구소원 전체이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교수 및 중.고둥학교 교사들이다. 이들은 차세대 인력의 교육올 담당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학생들에게 원자력이용과 원자력과 

학기술의 진보를 위한 연구노력올 올바르게 교육시킬수 있도록 부단의 홍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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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교수 또는 고퉁학교 전문교사를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 

함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셋째， 학생틀이다. 학생들은 다읍세대 다음 사회의 주인이 될 사람들이다. 앞 

으로 10년후면 현재의 사업참여자들 중 다수는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고 대신 새로 

운 젊은 인력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착실한 홍보는 

앞으로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넷째， 언론인들이다. 언론인이라고 하면 간단히 신문이나 방송에 종사하며 취재 

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들만올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 또는 일부 특수 

계층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디어라면 이에 종사하는 요원 모두를 언 

론인의 범주에 넣올 수 있다. 예컨대 과학전문잡지 지역신문 기관의 사외보 (社外

報)， 학교방송이나 학교신문， 소비자를 위한 뉴스 퉁퉁， 이 모든 것이 대중 미디어에 

속하는 것이다. 그중 에서도 중앙 일간지와 전국채널의 방송은 특히 영향력이 지 

대하므로 이러한 미디어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퉁올 가시적으로 홍보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전달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부관련 부처 공무원들이다. 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실로 수많은 정부 

부처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부지를 매수하고 지질조사를 하며 환경조사를 하는데에 이르 

기까지， 그리고 시공에서부터 시운전올 거쳐 정상운전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으로 거 

쳐야 할 기관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 미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의 폭올 넓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 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로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처를 비롯하여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문교부， 환경부 퉁올 꼽올 수 있다. 이들 부터 담당부서에 대하여도 

미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이 사업에 대한 협조적 통반자가 되도록 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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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여섯째， 지역주민을 고려하지 않올 수 없다. 가속기가 새로운 부지에 건설되든， 

또는 기폰의 연구소 구내에 건설되든， 이 사업은 인근지역 주민의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일반적으로 원자력계에 대하여 불안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는 이 새로운 시설에 대하여도 역시 궁금증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위화감과 이질감올 갖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 기공식을 가지거나 기타 중요 행사를 가질 경우， 지역주민 대표를 초청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가속기 사업이 되도록 충분히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반핵단체를 염두에 두지 않올수 없다. 초기의 우리나라 환경반핵단 

체들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반대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왔으나 80년대 

말부터 고조된 민주화의 물결에 편숭하여서는 실제적인 원자력사업을 반대하여 오 

기 시작했다. 이 같은 반대는 특히 80년대 말의 영광 무뇌아 파동， 고리 폐기물 불 

법매립사건， 월성 중수 누출사고， 울진 기형가축 사건 둥에 힘입었으며 90년대초 안 

면도 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핵 

활동이 맹위를 떨치게 된 이유를 민주화의 지역이기주의에 돌릴수도 있겠지만 한편 

으로는 생활이 풍요롭게 되자 그동안 소외했던 환경에 민감한 반웅올 보이기 시작 

했던 점도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즉 원자력도 환경오염의 주범중 하나라고 내세 

우기 시작했다. 과거 반핵주장은 정치적으로 통일， 반미， 반독재 둥에 초점을 맞추 

기도 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원전건설의 근본적인 반대하게 되었으며 또한 방사 

성폐기물의 경우에는 저준위폐기물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히 위험시하며 극렬하 

게 반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반핵의 주장이 점차 폭이 

넓어지고 있음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자파와 저량의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다. 이들은 전자파가 죽음의 존재이며 아무리 적온 방 

사선이라도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주장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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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사이로 서서히 파고들어 설득력올 갖기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혹시나 반 

핵환경단체들이 원자력올 반대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가속기 까지 포함하지 않올 

까 하는 우려를 갖지 않올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반대중이 가속기에 대하여 정서 

적으로 거부반옹올 갖지 않도록 대옹논리를 충분히 개발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여닮째， 의학인들은 좋은 홍보대상이다. 일반인들은 의사들의 말을 거의 전적으 

로 믿는다. 전자파나 저선량의 방사선의 유해여부에 대한 의사들의 유권해석은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사들이 원자력이용연구전반 뿐만 아니라 가속기에 대하 

여도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함은 중요하다. 

이 밖에도 홍보대상 그룹으로는 산업계， 금융계， 소비자 단체， 종교인， 문화예술 

인，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둥 정치계인사， 가정주부， 노동단체 퉁이 

있으나 앞에서 셜명한 8개 그룹에 비하여는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해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반대중의 원자력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960년대 1970년대에는 

기술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TMI 와 체르노빌올 거 

치는 동안 안전성에 보다 깊은 관심올 가지게 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성올 따지게 되었다. 그리고 20세기를 마무리하며 21 

세기를 바라보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모든 문제보다도 가치관， 또는 차기위주의 

관념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그림 12.1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홍보(정보제공)는 개인주의에 입각한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예컨대 가속기 산업이라고 하면， 그것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며 또 

어떤 이점올 제공해 주는지를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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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일반대중의 원자력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2000 

정보제공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 그림 12.2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대중의 

어느 그룹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그룹(집단，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 

는 기폰의 관념과 상식을 고려해야 한다. 즉， 대상 그룹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 

식과 부합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 그룹은 그 정보를 별다른 거부반옹이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기폰지식과 상이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거 

부하게 되며 한편 유사한 개념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이를 여과하여 선택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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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지식에 부합하는 
정보의 제공 

기존지식과 유사한 
정보의 제공 

기존지식과 상반된 
정보의 제공 

그립 12.2 정보제공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 

예컨대 대상그룹에 가속기에 대하여 암올 일으키는 방사선이 나오는 장치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경우 이들에게 가속기가 암올 치료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같은 내용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반면 가속기가 방사능을 

약화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그룹에게 방사성 핵종의 변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면 쉽게 수용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가속기라는 것은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 

요한 것이지만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올 생산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상 그 

룹에 대하여 과학발전을 위한 가속기의 역할， 그리고 가속기에서 생산되는 입자선 

따위는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를 여과하여 선별적 

으로 수용하든지 거부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제공 이전에 대상그룹이 어떠한 기폰 

지식올 갖고 있는지를 사전 파악하여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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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절 홍보전략 

홍보매체는 대상 그룹에 따라 성격올 달리 해야한다. 똑같은 정보를 가정주부와 

대학교수에게 똑같이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교수에게는 너무 쉽고 가정주 

부에게는 너무 어려운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상그룹별로 정보의 

내용과 정보제공의 방법이 달라야 효과적일 수가 있다. 우선 대상그룹 (Priority 

Target Group)으로 분류한 8개 그룹에 대하여 정보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1 대상그룹으로 분류한 8개 그룹에 대하여 정보의 내용과 방법 

그 룹 내 용 방 법 

1 연구소 직원 및 연구수행에 대한 자부심， 국가 Open House, 기관지， 친목 

가족 에 대한 기여 회등 

2 대학교수/학교교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소의 세미나， 워크삽， 학술지， 기 

노력 관지 등 

3 학생 미래사회의 주역， 지식의 축적 CD Rom, 인터넷 홈페이지， 

견학둥 

4 언론인 국가이익과 과학기술발전 자료화일， 참고책자， 견학 
τt=r: 

5 정부공무원 국가발전과 과학기술발전 설명회， 견학， 홍보책자 둥 

6 지역주민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 견학， 주민지원사업 동 

7 환경단체 확실한 과학정보， 세계적추세 책자동 

8 의료계인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설명회， 책자 기관지 활용 
= 
τr 

L_ 

일반적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과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내용과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컨대 학생충에게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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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는 정보의 제공이 바람직하며 대학교수들에게는 워크살과 같은 행사가 효 

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다년간에 걸쳐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별도의 홍 

보전담 부서와 요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일정 예산의 별도배정이 필요하다. 별 

도의 조직과 예산의 책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기폰의 조직과 인력올 활용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오늘날은 사업의 실패를 홍보가 가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 

이기 때문이다. 

채 3 절 홍보계획 

l차적으로 양성자 가속기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소개하는 간략한 

팝플렛올 발간하여 필요로 하는 대상 그룹에게 제공하는 일이 착수되어야 할 것이 

다. 언론사， 정부 관련부처에 제공하므로서 인식의 기반올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 

이어서 연구소 관련 직원들올 대상으로한 셜명회가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홍보대 

상 그룹의 첫 번째는 직원자체라는 것올 염두에 둔다면 연구소직원 대상의 설명회 

는 여러번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이와함께 정부각부처， 관련학회 퉁에 대 

한 사업설명회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설명은 팀올 구성하여 업무를 분담하 

므로서 홍보의 폭올 넓히도록 함이 필요하다. 학생들과 교사들올 위한 컴퓨터 File 

이 마련되어 과학시간에 활용토록 하는것도 장래를 생각하여 유용한 일이다. 가속 

기에 관한 모든 내용올 디스켓으로 정리하여 언론사 취재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일 

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연구소의 기관지를 비롯， 원자력 관련기관이나 

학회의 뉴스레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심올 물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직까 

지도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속기에 대하여 생소할 뽕만 아니라 포항방 

사광가속기를 생각하여서인지 일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시설， 그러나 별로 쓸 

모는 없는 시설， 이 시설보다는 국가적으로 더 긴급하게 예산올 써야할 곳이 많은 

시설 퉁퉁의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선입관올 

- 213 -



불식하는 것이 홍보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양성자 가속기 설계 및 건조사업 

의 타당성올 지속적으로 홍보하므로서 국민적 수용올 도출해야함이 필요하다. 이 

와 같이 계획올 단계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국제화 

국가적 수용획득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특별대상그룹에 대한 지속적 홍보 

홍보대상 그룹의 인식 변화 추구 

일반대중의 관섬유발 

그림 12.3 국민적 수용 도출올 위한 단계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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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양성자 가속기 기본절계 연구 

g빼휠XTI톨Á월뒀u훌} 
left 훌&옳쐐￥K 



제 1 장 양성자 가속기 

제 1 절 개요 

원자력 산업용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에서 요구하는 양성자 가속기 제원은 표 1.1 

과같다. 

표 1.1 대용량 양성자 선형 가속기 제원 

가속 입자 : 양성자 I H-

빔 에 너 지 : 1GeV 양성자 I 100MeV, 250MeV H
빔 전류 : 20 mA 양성자 I H-

빔 운전 모드 : 연속 

이러한 요구 제원을 만족할 수 있는 가속기는 선형 가속기뿐이므로， 원자력 산업 

용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 기종은 선형 가속기로 하였다. 

양성자 선형 가속기는 그림 1. 1 이 같은 여러 종류의 가속기로 이루어진다. 각 

가속기 종류는 각 에너지 영역에서 양성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속하도록 설계되었 

다. 이온원에서 50 keV의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퍼-를 만들어 350 MHz RFQ 

(Radio Frequency Quadrupole)에 입사하며， 이 RFQ는 3MeV까지 양성자/H-를 가 

속한다 3MeV에서 100MeV 영역의 가속에는 700MHz CCDTL (Coupled Cavity 

Drift Tube Linac)올 이용한다. 100MeV 이후에서는 700MHz 초전도 선형 가속기 

(Superconducting Linac)를 이용하여 최종 에너지 lGeV까지 가속된다. 특히 

100MeV 이후의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경우 이미 전자 가속에는 많은 이용되고 있 

으나， 아직 양성자 또는 중이온 가속에는 본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많은 선진국의 연구소에서 R&D를 하고 있다. 따라서 대용량 양성자 선형 가 

속기에서는 1차적으로 초전도 선형 가속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R&D를 진행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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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결과 및 국외 연구소의 개발 추이를 보아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이용올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만약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미 많은 

양성자 가속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전도 CCL (Coupled Cavity Linac)올 채택하도 

록 한다. 

각 가속기의 제원은 표 1.2와 같다. 

표 1.2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 구성 요소 제원 

인출 입자 : 양성자쩌-

이온원 인출 전압 : 50 keV 
인출 전류 : 30 mA 양성자 12 mA H-

도달 에너지 : 3 MeV 

RFQ 전류 : 20 mA 

고주파 입 력 : 350 MHz, 750 kW 

도달 에너지 : 100 MeV 

CCDTL 
전류 : 20 mA 

고주파 입 력 : 700 MHz, 
길이 : 200 m 

도달 에너지 : 1 GeV 

초전도 선형가속기 
전류 : 20 mA 

고주파 입력 : 700 MHz 

길이 : 550 m 

변전소 : 100 MVA 

부대 시설 
냉각 시설 : 80 MW 
액체 헬륨 시설 : 10 kW (2K) 
제어 및 보조 시설 

제 2 절 압Al-기 

양성자 가속기용 대전류 이온원으로는 아크형태의 이온원， 고주파를 이용한 

이온원， 마이크로 파를 이용한 플라즈마 이온원 둥 여러 가지 이온원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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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형 이온원으로는 오래전에 개발된 Duoplasmatron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음 

이온원으로는 Multicusp형의 구속자장올 갖는 고주파 이온원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 

며， 연속 운전 대전류 이온원으로는 최근 개발되어 그 성능이 인정되고 있는 마이 

크로 파를 이용한 플라즈마 이온원의 사용이 새로운 추세이다. 

대전류 이온원은 자장 구속 핵융합 장치의 중성 입자 빔 가열， 우주선 추진， 

재료 물성 변화용 이온 주입기， 핵융합 중성 업자 가열 장치， 입자 가속기 퉁 여러 

가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왔다. 이러한 다른 목적들은 이온원에 대해 파 

워 효율， 연료 효율， 운전의 안정성， 이온원의 충분한 선택성， 빔특성 퉁의 완전히 

다른 주요 요건들이 요구된다. 가속기용 이온원도 마찬가지로 이용 용도에 부합하 

고 제한요건을 만족하는 이온원올 선택하여 이용하여 왔다. 먼저 미입계로의 핵파 

쇠에 이용할 양성자 가속기용 이온원으로서 이용되기위해서는 운전의 안정성， 영속 

성이 중요하며， 이온 전류 밀도， 빔 에미턴스， 이온 분율 퉁이 중요 요건으로 작용 

한다. 

기타 진공계통， 냉각계통， 빔측정 및 제어계통은 적절한 설계를 통해 이온원 

장치의 건전성 보장과 연속 운전올 요구하는 양성자 가속기용 이온원에서 빔의 이 

용율이 95 %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할것이다. 

이온원의 종류는 초기에는 플라즈마 발생 방법이 음극에서 나오는 전자를 이 

용한 여러 가지 방전이 주가되어 플라즈마 구속 구조， 이온 추출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개발되었으나， 고주파와 마이크로파 둥 플라즈마 발생 방법이 다양하게 개 

발되면서 다양한 특성의 이온원틀이 개발되어， 각각의 이온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 

에 따라 여러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Magnetron, Freeman, Penning 이 

온원， Duoplasmatron, Duopigatron 퉁이 이러한 고전류 이온원들이다. 낮은 이온 에 

너지와 간단한 구조퉁의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짧은 필라멘트의 수명이 여전히 해 

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2) 고주파 이온원 : 산소 둥과 같이 반용성이 큰 기체 이 

용원의 경우 필라멘트 수명이 짧아 전극올 쓰지 않는 고주파 이온원이 긴 수명과 

적은 불순물 함량으로 반도체 공정퉁올 중심오로 널리 쓰이고 있다. 수 MHz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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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MHz의 고주파를 주로 유도코일에 흘려주어 전자들올 진동하는 고주파 전장 

으로 가열하여 플라즈마를 발생하여 이온을 인출하는 고주파 이온원은 자기장올 필 

요치 않고 비교적 낮은 파워로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 대면적 대전류 이온원으로의 

개발이 연구중이다. 영구 자석을 이용한 Multicusp 형태의 자기장 밀폐와 결합한 

bucket 이온원으로 주로 이용된다. (3) ECR(Electron Cycrotron Resonance) 둥 초 

고주파 이온원 : 자기장하에서 초고주파 방전에의한 플라즈마를 이용한 이온원은 

여러종류의 개스로 쉽게 작동할 수 있고， 수명이 길며， 낮은 에미턴스를 가지는 장 

점이 있어 그 사용 범위가 크게 늘고 있다. 초고주파 이온원은 두가지 형으로 구별 

되는데， 높은 전자온도로 다가 이온(Multi -Charged Ion)을 쉽게 얻을 수 있는 ECR 

방식과 높은 플라즈마 밀도로 고전류의 일가 이온원으로 사용되는 비공명성 초고주 

파 이온원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온원들은 홉수된 초고주파 파워를 증가시켜 플라 

즈마의 전자 밀도와 온도를 높여， 이온 전류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이온 주업 

기와 같은 산업용 이온원으로 사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류， 연속운 

전이 필요한 양성자 가속기용 이온원으로 ECR 방식의 초고주파 이온원이 새로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가속기용 이온원의 경우는 운전 모드 요구되는 이온전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이온원이 이용될수 있는데， 그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펄스형 양이온원으로 이미 

검증된 Duoplasmatron과 같은 아크 이온원과， 새로이 개발된 마이크로파 이온원이 

대상 이온원으로 고려하였다. 아크 이온원은 대전류 이온를 얻을수 있으며 운전 경 

험이 충분하고， 마이크로파 이온원의 경우는 대전류와 함께 연속운전을 할수 있다 

는 것이 큰 이점인데， 최근에는 대전류 양성자 가속기의 연속 운전용 이온원으로 

ECR과 같은 초고주파 이온원이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 원자력용 양성자 가속기의 이온원의 제원은 최종 l GeV, 20mA 

의 양성자를 목표로 50keV, 30mA의 양성자 이온 주업기를 설계/제작하고자 한다. 

양성자 분율을 75 %로 가정하변 인출 전류는 40mA가 되어야하며， 연속 운전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RFQ에의 정합동올 고려하여 정량화된 에미턴스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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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mm mrad올 넘지 않도록 설계/제작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온원의 

설계/제작의 상세 내용은 제 3 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제 3 절 Radio-Frequency Quadrupole (RFQ) 

RFQ는 1970년대 Kapchinski와 Teply삶ov에 의 해 처 음 제 안된 장치 로서 양성자 

부터 우라늄까지의 다양한 이온틀올 가속시킬 수 있는 높은 포획 (capture) 효율올 

갖는 저속， 고전류 선형 가속기의 일종이다. RFQ에 필요한 이온원은 상대적으로 낮 

은 추출(extraction) 전압과 전치 가속(preacceleration) 전압을 필요로 한다. 또한 

RFQ의 출력 에너지는 고에너지에서 이온올 가속시키는 선형 가속기의 입력 에너지 

요구조건에 잘 부합된다. 이러한 특성올 갖는 소형의 RFQ는 예전의 양성자 싱크로 

트론(synchrotron) 입사기로 사용된 바 있는 대형 Cockcroft-Walton 직류 전치가속 

기 (preacceleration)를 대체하는 장치로 쓰이고 었다. 즉 RFQ의 작동시 운전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전치업사기 (preinj ector)의 장치 크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 

라서 RFQ는 최근의 새로운 양성자 선형가속기의 설계에 필수불가결한 장치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고 있다. 

1. 설계 개요 

RFQ의 설계시 주안점은 집속(focusing) 혹은 수송( transport) 구조에 두고있고 

가속 구조는 이차적인 문제로 고려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선형가속기 형태가 집속 

(focusing) 보다는 가속 구조에 중점올 두고 있는 점과 RFQ가 크게 다른 점이다. 

이러한 RFQ의 근본적인 집속(focusing)성은 저속 입자의 가속에 많은 장점올 준다. 

RFQ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포항가속기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장치로 

이번 보고서에서는 RFQ의 개념 설계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즉， 대용량 양성자 

선형 가속기의 주목적인 핵종변환에 알맞는 RFQ의 특성 인자 설정에 중점올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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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성 인자의 설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고려된 사항들은 대용량 양성자 선형 가 

속기의 사용 목적과 이온원 및 가속기의 장치적 특성올 들 수 있다. 그러나 설정된 

특성 인자의 값들은 추후 최적화 파정 특히 공학적 설계 단계에서 변경 혹은 보완 

될 것이다. 

RFQ는 30 mA, 50 keV H(+) 빔올 접군(集群，bunch)시키고 가속시켜 출구에서 3 

MeV 의 빔올 내보내는 장치이다. 이러한 가속과 접속(focusing)은 둘다 순수하게 

전기적 특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RFQ는 저 에너지 빔 수송계 (LEBT) -50keV 빔 

올 RFQ에 수송-와 중간 에너지 빔 수송계 (MEBT) -3 MeV 빔올 선형가속기 

(linac)에 수송-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350 MHz klystron이 RFQ안에 약 400 kW 

의 첨두치 전압올 공급한다. RFQ의 길이는 3m 내외로 자유공간 파장의 약 3배정 

도이고， transverse acceptance는 0.3 π mm-mrad, rms 보다 적은 규격화된 

emittance를 갖는 빔올 가속시키기에 충분하도록 고안하였으며， 출력 빔 전류는 20 

mA 이상이고， 80% 이상의 전송 효율올 갖도록 설계하였다. 

2. 범 동력학 

RFQ 빔 동력학 설계는 통상적으로 네 부분- radial matcher, shaper, gentle 

buncher, accelerator로 나누어 진행한다. (그림 1.2 참고) 

RFQ 빔 성능에 대한 simulation은 PARMTEQM code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Simulation으로부터 얻은 RFQ의 특성인자에 대한 값들이 표 1.3에 나타나있다. 

Radial matcher 부분은 4개 의 cell (1.8 cm)로 이 루어 져 있고 빔 올 time-varying 

transverse quadrupole focusing field 안에 결합시키는 역할올 한다. shaper 부분은 

40개의 cell (42.8 cm) 로 되어 있으며 bunching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stable phase 

가 -90부터 -70까지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다음 98개의 cell (41.8 cm) 로 이루어진 

buncher부분은 stable phase가 -30까지 감소하고 빔은 550keV까지 가속되며 완전 

히 집군(葉활，bunch)된다. 마지막 58개의 cell (142.1 cm) 로 구성된 accelerator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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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빔 을 3MeV까지 가속시 킨다. RFQ는 총 1967B 의 cell로 구성 되 어 있고， 전체 

길이는 2.3m 이다. 

표 1.3 RFQ design parameters 

Particle 
Duty factor 

Resonant frequency 
Input / Output energy 
Input / Output beam Current 
Transmission 
Input emittance, transverse 
Output transverse emittance 
Output longitudinal emittance 
Vane type / voltage 

Sσucture power 
Beam power 
Total power 
Minimum aperture radius 
Length 

: H(+) 

: 100 % (CW) 

: 350 MHz 
: 0.05/ 3.0 MeV 
: 30.0 / 27.2 mA 
: 90.8 % 

: 0.3 π mm-mrad (rms. norm.) 
: 0.29 π mm-mrad (rms , norm.) 

: 0.19 deg-MeV 
: 4-vane / 110 kV 

: 380 kW 

: 88.5 kW 

: 468.5 kW 
: 2.3 mm 
: 2.3 m 

그림 1.3은 PARMTEQM에 의해 계산된 결과로 RFQ를 통과하는 입자들의 가로 

축 방향의 단면올 보여준다. 50keV의 에너지를 갖는 1000개의 입자들로 이루어진 

입사 빔이 위상공간 내에 random하게 분포한다고 설정하였다. 그림 1.3의 처음 두 

그림은 cell안에 있는 이들 입자들의 x-와 y-화표를 보여주고 있으며， 점선은 bore 

aperture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 1.3의 세번째는 통기위상 (synchronous phase)에 

상대적인 입자들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점선은 zero-current separatrix의 

phase-extent이다. 그림 1.3의 네번째는 통기 에너지 (synchronous energy)에 상대 

적인 입자들의 에너지 변화를 보여주는 것￡로， 출력에너지 3 MeV에 도달하지 못 

한 입자수가 92개로 포획 효율이 90.8 %임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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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는 RFQ의 입력단과 출력단에서 위상공간 안에 위치한 빔의 단면올 보 

여준다. 그림 1.5는 RFQ의 출력단에서 위상과 에너지 spectrum을 보여준다. 

3. 앞으로의 연구 계획 

지금까지의 계산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최적화된 특성 인자의 설정에 중점올 두 

어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물론 이를 위해 SUPERFISH code와 MAFIA code 퉁 

올 사용하여 vane과 rf계에 대한 전기적 특성 연구를 병행할 것이며， 또한 ANSYS 

code를 이용하여 vane의 냉각계에 대한 열 해석과 stress 해석도 함께 수행할 예정 

이다. 

채 3 절 CCDTL (Coupled Cavity Drift Tube Linac) 

1. 가속관 

수MeV에서 수십MeV의 양성자는 일반적으로 DTL (Drift Tube Linac)으로 가 

속된다. 이때 빔의 집속은 Drift Tube에 내장된 사극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으로 

이루어진다. 영구 자석의 경우 방사선에 의한 영구 자석의 열화로 인해 연속 운전 

모드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전자석을 이용하는 경우 사극 전자석이 Drift 

Tube에 내장되기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 (>5MeV)를 사용하거나， 공 

진 주파수를 낮추어 (<200MHz) 충분한 공간올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 

인 대형 양성자 가속기 계획에서 DTL 구조는 표 1.4와 같다. 

대용량 양성자 선형 가속기에서는 350MHz RFQ에서 3MeV의 에너지를 갖는 양 

성자를 얻게되므로 일반적인 DTL은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깨발되고 있는 CCDTL 형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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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대형 양성자 가속기 계획의 DTL 

;t.처 '-!. 

에너지 최대전류 주파수 
구조 

(MeV (mA) (MHz) 

IPNS-U 펄A (3%) 2ηo 35 425 사극전자석 

NSNS 펄스 (6%) 2.5/100 Z7.7 402.5/805 
SmCo 사극영구자석/ 
사극전자석 CCDTL 

ESS 펄A (6%) 5/70 100 350 펼A 사극전자석 

TRISPAL η‘lA;」{， --x41-- 5/100 40 350 사극전자석 

NSRP f‘1JA-f: --i41-- 2/100 17 200 사극전자석 

APT r‘LJi객1'= λ41-- 7/100 100 700 사극전자석 CCDTL 

CCDTL의 장점은 1) π/2 구조에 의한 장 안정성， 2) 외부 사극 자석 형태이므 

로 높은 주파수에서도 사극 전자석 이용， 3) 제작 기술이 이미 많은 기술 축적을 이 

룩한 CCL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1) 벽면 증가로 인한 고주파 효율 감 

소， 2) 횡집속 주기의 증가로 인해 빔 크기의 증가를 들 수 있다. 

CCDTL의 대략적인 구조는 그림 1.6과 같다. 에너지에 따라 공동 내에 1개 내 

지 2개 의 Drift Tube를 가지 며 , Drift Tube를 지 지 하기 위 한 2개 의 Stem으로 냉 각 

수를 흘려 Drift Tube를 냉 각한다. Drift Tube 내부에 전자석 이 들어 가지 않으므 

로， CCL과 같이 션트 입피던스를 높이기 위해 Drift Tube를 Nose Cone 형태로 한 

다. 각 공동은 결합 공동을 통해 서로 결합되며， 이 결합 공동올 통해 진공 배기된 

다. 

CCDTL은 RFQ에서 나옹 3MeV, 20mA, 연속 양성자 빔올 100MeV로 가속하여 

초전도 선형 가속기에 입사한다. 따라서 CCDTL 동작 주파수는 RFQ 동작 주파수 

의 정수배이어야 한다. CCDTL은 제작 방법 퉁이 CCL과 거의 홉사하므로， 동작 

주파수도 CCL과 비슷한 영역이 가장 이상적이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연속 대출력 

고주파원을 고려하여 700MHz의 동작 주파수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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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TL의 공동 설계 기준은 표 1.5와 같다. 연속 운전 및 제작의 용이성올 감 

안하여 비교적 보수적인 설계 기준올 마련하였다. 연속 운전의 경우 공동의 공명 

주파수는 동작 온도를 제어하여 고주파 주파수와 일치시킨다. 

표 1.5 CCOTL의 공동 설계 기준 

동작 주파수 : 700 MHz 
사극 전자석 공간 : >8cm 
Real Estate Eo : <lMV/m 
최대 표면 전압 : <0.9 Vkp C25MV/m) 
동기 위 상 : -60 - -30 도 

동작 온도 : 30 0C 
횡접속 : 8ßλ FOOO 
구경 : Acceptance > 횡 방향 Emittance x 2 

CCDTL의 개구 반경은 사극 전자석 공간이 표 1.5의 기준올 념도록 그림 1.7과 

같이 결정하였다. 이 그림에서 rms 빔 반경은 빔 광학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그린 

것이다. 이러한 기준올 가지고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SUPERFISH 코드를 이용하여 CCDTL 공동올 설계하였다. 설계된 CCDTL 공동 

의 대표적 예를 그림 1.8, 1.9, 1.10에 보인다. 

양성자 속도에 따른 공동 션트 임피던스 및 Real Estate ZTT는 그림 1. 11과 같 

이 계산되었다. 이러한 션트 엄피던스 곡선은 일반적인 DTL의 션트 엄피던스 곡 

선과 유사하다. 

공동의 제작은 고전도도 무산소동 (OFHC Copper)를 CNC 선반과 밀링올 이용 

하여 가공하고， 수소로에서 은납랩 조립하는 일반 CCL의 제작 공정올 그대로 따른 

다. 공명 주파수 조정도 CCL 공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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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 광학 

앞에서 얻어진 공동 설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DTL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PARMILA 코드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로 가속기 전체 구조 및 빔 광학올 

계산하였다. 사극 전자석은 표 1.6과 같은 제원올 갖는 것으로 하였다. 

표 1.6 CCDTL 사극 전자석 제 원 

GL : 2.6 T 

구경 : 2.6 cm 직경 

자극 길이 : 6 cm 

자극당 암페어턴 : 3 kAT 

RFQ와의 종방향 정합은 그림 과 같이 처음 2개 공동올 Buncher 공동으로 이용 

하고， 이후 공동올 RGDTL (Ramped Gradiant DTL)로 이용하였다. 별도의 공동을 

두지 않아 시스템이 간단한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공동간의 결합올 조절하여 

전장 강도 분포를 만들어야 하는 점이 있다. 횡방향 정합은 CCDTL에서는 이미 

사극 전자석올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전자석올 사용하면 된다. (그림 1.12) 

이러한 데이터를 넣어 빔 례적올 구한 것이 그림 1.13이다. 그림 1. 14는 이때의 

에미턴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동의 전장 분포를 조절하여 에미턴스의 증가가 최 

소가 되도록 한다. 횡방향 에미턴스는 거의 중가하지 않으며， 종방향 에미턴스는 

약 20 % 증가하였다. 

계산 결과를 종합하면 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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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CCDTL 

3 - 20 MeV 20 - 100 MeV 

구조 
2 gaps / 3 gaps 

4 gaps CCDTL 
CCDTL 

길이 29.8 m 94.2 m 

사극전자석수 130 173 

PCu / Ptotal 1.15 / 1.49 MW 3.43 / 5.03 MW 

횡방향 에마턴λ (norm. rms) 0.032 π cm. mrad 0.032 π cm. mrad 

종방향 에니턴λ (norm. rms) 0.057 π cm. mrad 0.060 π cm. mrad 

3. 고주파원 

CCDTL에서 요구되는 고주파 출력은 고주파 전달 효율 및 출력 여유를 고려하 

면 표 1.8과 같다. 

표 1.8 CCDTL 고주파 제원 

3 - 20 MeV 20 - 100 MeV 

주파수 700 MHz 700 MHz 

고주파출력 2 l\1W 6MW 

동작모드 연속 연속 

700MHz대에서 연속 대출력을 얻을 수 있는 고주파원으로 Klystron과 Klystrode 

가 있다 Klystron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주파원으로 현재 가동중인 

최대 용량은 유럽 CERN 연구소에서 사용중인 352MHz. 1.3MW 연속 출력이 최대 

이다. 또한 현재 미국 로스알라모스에서 개발되고 있는 APT CAccel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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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of Tritium) 양성자 선형 가속기에 사용될 700 MHz, 1MW 연속 출력 

Klystron이 개발이 완료 단계에 었다. 따라서 Klystron올 이용하는 경우 1MW급을 

기본으로 하여 고주파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lystrode의 경우 높은 효옳， 낮은 빔전압， Circulator 불필요 둥 많은 장점이 있 

으나， 현재까지 개발된 최대 용량은 캐나다 CRNL 연구소에서 사용된 267MHz, 

250kW 연속 출력이다.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APT를 위한 고주파원 

으로 1MW급올 현재 개발중에 있으나，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250kW급을 기 

본으로 하여 고주파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의 고주파원을 이용하는 경우의 고주파 회로는 그림 1.15와 그림 1.16과 같 

다. 특히 Klystrode를 이용하는 경우 고주파 회로는 아주 간단해지므로， 20MeV 이 

하 영역에서는 이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예상된다. 고에너지 영역에서는 방사선 

차폐 문제로 고주파원을 터널 내부에 둘 수 없으므로 그림 1. 15와 같이 1MW급 고 

주파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고주파 회로는 후술되는 초전도 선형 

가속기에서도 통일하다. 

고주파 회로중 설계에 제한올 주는 요소는 고주파창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연속 

출력 고주파창은 250kW (미국 Cornell 대학교)가 최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였 

다. 

4. 전공계통 

CCDTL에서 요구되는 진공도는 1x10-7 torr 이하이다. 따라서， 복잡한 구조와 

넓은 표면적을 갖는 CCDTL은 기존 CCL과 같이 결합 공동을 통하여 진공 다지함 

(Manifold)에 연결되어 배기된다. 진공 다지함과의 결합은 벨로즈와 탈착 가능한 

프랜지로 이루어져 장치 정렬 및 보수가 용이 하도록 한다. 진공 다지함은 500 

Vmin 이온 펌프로 배기되며， 이온 펌프 상부에 게이트 밸브를 두어 이온 펌프 보수 

시 가속관이 대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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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절 초전도 전형 가속기 (Superconducting Linac) 

1. 가속판 

현재 100MeV 이상의 양성자 가속에는 대부분 CCL (Coupled Cavity Linac)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제퍼슨 국립 연구소의 CEBAF에서 초전도 선형 가속 

기를 이용한 전자 가속에 성공한 이후， 대부분의 새로운 선형 양성자 가속기는 초 

전도 선형 가속기의 이용올 목표로 하고 있다.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장점은 1) 높 

은 고주파 효율， 2) 낮은 빔 손실， 3) 짧은 가속기 길이 둥이다. 특히， 연속 운전 

모드인 경우에는 주로 1)과 2)의 장점으로 인해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채택올 고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선형 양성자 가속기를 건설한 예가 없으므로， 

앞으로 많은 R&D가 요구되고 있다. 

대용량 양성자 선형 가속기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CCDTL에서 가 

속된 양성자 / H-를 초전도 선형 가속기로 1GeV까지 가속하는 구조로 R&D를 추 

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성자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미 선진국에서 건설 경험이 풍부한 CCL로 1GeV까지 가속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 

이다. 

가속관 구조의 결정은 고주파 공급 방식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대형 고주파원에서 나온 고주파 출력을 나누어 공급하는 형태가 가격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고주파의 분배는 2n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모든 공동 

에서 같은 에너지 이득올 얻올 수 있도록 하다. 

양성자 가속기에서는 에너지에 따라 공동의 형태가 달라지나， 초전도 가속 공동 

에서는 CCL과 같이 에너지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 

서 몇 개의 에너지에 맞추어 초전도 가속 공동올 설계한다. 구간이 많아질수록 가 

속기 길이가 짧아지고， 가속 효율이 약간 올라가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매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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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많은 R&D를 필요로 하고 제작 비용이 상승하는 단점이 있다. 

초전도 선형 가속기는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표 1.9와 같은 설계 기준올 가지고 

설계하였다. 

표 1.9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공동 설계 기준 

동작 주파수 : 700 MHz 
o 구간 :3 
에너지 이득 : 2.5 MeV I 공동 
최대 표면 전압 : 20MV/m 

동기 위상 : -30 도 
동작 온도 : 2K (혹은 4K) 
Cryostat : 4 공동 I Cryostat 
횡접속 : 6.1 m 단위 길이 상전도 사극 전자석 Doublet 

POISSON 코드로 계산된 각 구간의 공동은 그림 1.17, 1.18, 1 .19와 같다. 이 때 

에너지에 따른 Transit Time Factor 및 최대 표면 전압 분포는 그림 1.20과 같다. 

가속 공동의 제작 방법은 현재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Nd 판올 이용하여 

Spinning , Drawing 퉁의 제작 방법으로 만드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Cu로 공동올 

제작한 후 표면에 Nb 필름을 코팅하는 방법이다. 미국 제퍼슨 연구소의 CEBAF에 

서 이미 사용되는 전자 초전도 가속기는 전자의 방법으로 제작되었고， 유럽 CERN 

연구소에서는 후자를 이용하고 있다. 전자의 장점은 제작 공정이 간편하다는 장점 

이 있으며， 후자는 재료비가 저렴하고， 자기 차폐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아직 양성자 가속기로 이용되는 초전도 가속 공동은 시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현재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Cryostat 및 연속 대출력 고주파 회로에 대해서는 이미 제퍼슨 연구소 빛 CERN 

에서 충분한 시험 결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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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 광학 

횡방향 집속은 상전도 사극 전자석 Doublet으로 하였다. 초전도 전자석을 사용 

하여 초전도 가속 공동과 같은 Cryostat에 넣어 Singlet으로 하는 것이 빔의 집속에 

가장 바람직하나， 사극 전자석에서 발생되는 누설 자장 차폐 둥 많은 문제가 있으 

므로， 이 방법은 제외하였다. Triplet으로 하는 경우 빔이 원형 단면올 가지게 되므 

로 빔 손실 변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극 전자석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구성은 그렴 1.21과 같다. 

모든 구간의 초전도 가속 공동의 길이가 동일하므로 빔 광학에서 계산하는 단위 

길이는 모두 동일하다. 동일 길이에서 빔을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 증가할수록 사극 전자석 강도를 증가시 켜 야 한다. 

TRACE-3D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가 100MeV에서는 그림 1.22와 그림 1.23, 

1GeV에서는 그렴 1.24와 그렴 1.25. CCDTL과의 정합 구간에서는 그림 1.26과 그림 

1.27과 같다. 표 1. 10은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표 1.10 초전도 선형 가속기 
~---_._-’←· 

100 - 140 MeV 140 - 260 MeV 260 - 1000 MeV 
{•-

구조 6 셀 /공동 5 셀 / 공동 4 셀 / 공동 

Cryostat 4 12 74 

공동수 16 48 296 

고←X「파」ιt 'fJ 려 -, 50 kW / 공동 50 kW / 공동 50 kW / 공동 

Klystron 수 1 3 9 

24.4 73.2 451.4 

3. 진공 계통 

SL에서 요구되는 친공도는 5x10-8 torr 이하이다. 진공 배기 구조는 비교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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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므로， 사극 전자석 사이에 진공 배기구를 두어 배기된다. 진공 펌프는 300 

Vmin 이온 펌프이며， 이온 펌프 상부에 게이트 밸브를 두어 이온 펌프 보수시 가속 

관이 대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범 인출계 

H-에서 전자를 하나 분리하여 원자 수소로 만드는 방법으로는 1) Stripping 

Foil, 2) Lorentz Stripping 3) Laser Stripping 방법 이 있다. 1)은 탄소 박막을 이 용 

하는 것으로 빔 궤도상에 두어야 하므로， 빔 에미턴스 증가 및 탄소 박막의 수명에 

따른 교체 문제 둥 단점이 있으나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2)는 

100MeV 이상에서 lT 정도의 자장에 의해 전자가 확률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사용 

하는 방법으로 빔과 직접 접촉이 없으므로 수명은 영구적이나， 빔 궤도 변화로 인 

한 Mismatching의 우려 가 있다. 

3)은 Nd:YAG 레이저를 사용하여 전자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때의 반응은 

Photodetachment 반응이며 광자의 Threshold 에너지는 0.78 eV이다. 광자와의 반 

응이므로， 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분리되는 빔은 레이저의 시간 구조와 동 

일하므로， 펄스 형태로 일부 빔을 인출하는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에너지에 따 

른 변화가 없으므로 모든 에너지 영역에서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 

다. 

빔 인출은 아래의 두가지 방법올 R&D를 통해 선택하도록 한다. 

- H- 이 온원 + Laser Stripping 

- Proton/H- 이 온원 + Stripping Foil 

그림 1.28과 그림 1.29는 각 방법의 개념도이다. 

특히 Laser Stripping을 사용하는 경우， 음이온을 주빔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단 

점은 있으나， Laser의 강도， 펄스폭 및 Duty를 조절하여 원하는 시간 구조를 갖는 

양성자 빔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연속 대출력 양성자 빔에서 일부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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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큰 장점이 있다. 

그림 1.28과 그림 1.29와 같이 이온올 분리하기 위한 범프 궤도는 초전도 선형 

가속기의 횡방향 집속 1주기 이내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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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대용량 양성자 선형 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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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2 RFQ functional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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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3 RFQ radial, phase, and energy pro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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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4 The beam ellipses in the phase-space at the input cell 
and the output cell in the R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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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CDTL 공동 
(2 Gaps) 그 림 1.9 CCDTL 공동 (3 Gaps) 

그림 1.10 그 림 10 CCDTL 공동 (4 G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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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SCL 공동 (100MeV - 140MeV) 

그림 1.18 SCL 공동 (140MeV - 260MeV) 

그림 1.19 SCL 공동 (260MeV - 1000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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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Stripping Foil올 이용한 빔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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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빔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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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표적계 

재 1 절 표적개요 

생성되고 가속된 양성자빔올 이용하는데 있어 양성자빔올 직접 이용하는 경우와 

양성자빔올 표적에 조사시켜 생성되는 2차빔올 이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차 

빔은 중성자가 주이고 그외에 핵 및 입자물리 실험용으로 파이온， 뮤온， 뉴트리노 

퉁의 입자도 포함된다. 그림 2.1에 가속기로부터 나오는 빔을 이용하는 개략도를 나 

타내었는데 최종 에너지에서는 물론 중간 단계의 에너지에서도 빔올 이용할 수 있 

다. 그림 2.1에서 양성자빔올 직접 이용하거나 또는 2차빔올 만들어 이용하거나， 빔 

올 이용하는 부분올 넓은 의미에서 표적계라고 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개발 

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2차빔 생성 시스댐에 한해 언급한다. 

繼觀鍵뿔짧 

양성자빔 또는 

2차빔 이 용 station 

1: 2차빔 생성 표적 
廳廳뿔 

血血血예 
醫題樂

그림 2.1 빔이용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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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종류， 표적의 그림 2.2는 단순화된 2차빔 생성 과정인데 사용되는 표적물질의 

부수적인 사스렘의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2차빔의 종류， 양， 에 퉁의 가， 냉각방법 

너지， 빔형태 (pulse빔의 경우에는 pulse의 형태， 즉， pulse width Y- pulse빔의 decay 

time퉁) 둥이 달라진다. 따라서 표적올 설계하기 전에 먼저 사용자 측에서 요구하는 

2차빔의 특성올 파악해야 한다. 

특성올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표적 시스템올 설계하는데， 사용자측에서 2차빔의 

요구하는 2차빔올 생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외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열발 

적합성퉁이 주변물질과의 및 냉각， 방사화 정도， 표적물질과 용기나 빔창 퉁의 생 

있다. 아무리 사용자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최적의 2차빔올 생성한다 하더라 

도 열발생이 너무 심해 냉각에 어려움이 있다던지， 방사화에 의해 위험한 동위원소 

가 생성되거나 방사열이 심하다던지， 표적불질이 용기를 쉽게 부식시킨다던지 하면 

건전성 유지가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이루어 져야 

~ 2차빔 (중성 자) 

(파이온，뮤온，뉴트리노) 

/ 
、、

양성자빔 

시스템의 표적 

한다. 

처
 「

효
 
” * 

그립 2.2 양성자빔으로부터 2차빔 생성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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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분야별로 요구되는 2차빔의 특성 

앞에서 언급한대로 표적설계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2차빔올 

생성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이용분야별로 어떠한 특성올 갖는 2차빔이 필요한지 알 

아야한다. 

파이온， 뮤온， 뉴트리노동은 학술실험에만 사용되어 지지만 중성자는 그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중성자빔 특성이 다른데 표 2.1에 중성자 및 파이 

온， 뮤온， 뉴트리노별로 사용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빔특성올 정리하였다. 표 2.1에 

요약된 2차빔 특성은 각 이용분야별로 사용되는 빔의 일반적인 특성이므로 같은 이 

용분야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특성올 갖는 빔올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 

사화분석에는 보통 열중성자를 사용하지만 특수한 원소 검출올 위해서는 MeV급의 

중성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용분야별로 요구되는 2차빔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중성자 

1) 미임계로 

미임계로 중성자원은 미임계로를 steady하게 운전하기 위해 cw빔이 요구되고， 

유효중배계수가 0.95일때 대략 1015 n/cm2.s 정도의 중성자가 요구되고 이는 1018 

n/s 정도의 중성자원올 필요로 한다. 미임계로 개념 도입 초기에는 미국의 LANLoJl 

서 열중성자 형태도 고려했지만 [1] 현재는 Minor Actinide를 소멸처리하는 것올 

주목적으로 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고속로 형태의 노심올 개발하고 있는 경향이므로 

생성되는 중성자는 MeV 정도의 에너지를 갖도록 해야한다. 

2) 고체물질 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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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구조분석올 위해 필요한 중성자는 분석 목적에 따라 cw빔올 사용하기도 하 

지만 pulse빔올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가속기를 이용해 만들어짐 중성자를 물질 

구조분석에 이용할 때는 가속기가 pulse빔 생성에 원자로에 비해 뛰어난 장점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pulse빔을 요구한다. pulse는 보통 수십 Hz에 μsec 정도 

의 duration올 갖고 중성자양은 pulse 당 대 략 10∞ n/s, 평 균 1018 n/S 정 도가 요구 

되는데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중성자양이 많을수록 좋다. 고체물질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열중성자가 많이 사용되나 cold1-} ultra cold 중성자도 사용된다. 

3) 중성자 단면적 측정 

중성자의 단면적 측정올 위해서는 time-of-flight에 의한 중성자의 에너지 측정 

이 필수이기 때문에 pulse빔이 요구되고 pulse는 수백 Hz에， nsec에서 μsec 정도의 

duration을 갖는다. 중성자양은 많을수록 좋은데 보통 pulse 당 1018 n/S 정 도의 중 

성자를 사용한다. 중성자의 에너지는 초기에는 열중성자 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핵 

자료를 얻기 위해 열중성자를 필요로 했으나 최근에는 고속로나 핵융합과 관련된 

핵자료를 얻기 위해 MeV급의 중성자도 필요로 한다. 

4) 핵융합 재료시험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4 MeV 중성자에 의한 핵융합로 물질의 손상 정도를 

시험하기 위해 비슷한 조건의 중성자를 가속기를 이용해 생산한다. 연구용 원자로 

에서 나오는 중성자는 에너지가 2 - 3 MeV 정도로 핵융합 재료시험에 요구되는 

14 MeV 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가속기를 이용한 10 MeV 이상의 중성자 생산이 

필수적이다. 핵융합 재료에 중성자를 조사하는 실험이므로 cw빔이 요구되고 중성 

자양은 많올수록 단기간에 조사 시험올 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나 보통 1Ol5 n/c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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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이상은 되어야 한다. 

5) 암치료 

중성자를 위한 암치료를 위해서는 가능한한 단시간에 필요한 양올 조사하는 것 

이 필요하므로 cw빔올 사용해야 하고 중성자양은 적어도 1012 nls 정도는 되어야 

한다. 중성자에너지는 피부나 장기를 통과해야 하므로 10 MeV 이상 수십 MeV 정 

도까지 필요로 한다. 

6) 동위원소생산 

중성자흡수에 의해 neutron-rich 형의 동위원소를 생산하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중성자흡수 단면적이 큰 열중성자를 활용한다. 중성자양은 특 

별한 제약없이 필요로 하는 양의 동위원소 생산을 할 정도면 되고 측정이 아니고 

생산이 목적이므로 cw빔올 필요로 한다. 

7) radiography 

중성자를 비파괴 검사 대상물질에 조사시켜 홉수나 충돌에 의한 중성자 통과량 

이 물질간에 차이가 나는 특성올 이용해 결함올 조사하는 것이므로 흡수나 충돌반 

옹이 잘 일어나는 열중성자를 이용하고 cw빔올 요구하며 중성자속은 대략 106 

rνcm2.s 정도 이상이면 된다. 

8) 방사화분석 

미량원소를 방사화에 의해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방사화가 일어나는 중성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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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옹퉁올 높여주기 위해 주로 열중성자를 이용한다. 단， 열중성자의 반용단면적이 

작은 N, 0 , F 퉁은 (n,p) 반옹에 의한 방사화 유도를 위해 10 MeV 이상의 중성자 

를 조사시켜 주어야 한다. 방사화 분석의 경우 중성자양의 제약은 크게 없으나 양 

이 많올수록 미량원소 분석이 용이하므로 cw빔올 사용한다. 

나. 파이온， 뮤온， 뉴트리노 

실험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건의 빔이 요구되는데 data 측정올 필요로 하므로 

pulse빔을 사용하고 입자의 양은 많을수록 측정오차를 줄일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미국 LANL의 meson factory인 LAMPF에서 생성한 파이온과 뮤온은 대략 107 입 

자/초 정도였고 에너지는 수십 - 수백 MeV 정도였다 [2]. 

표 2.1 이용분야별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2차빔 특성 

줄정좌 

파이온‘ 뮤온. 뉴트리노 

2. 범양성자 조사시 표적물질내의 헥반용 

1에서 각 이용분야별로 요구되는 2차빔의 특성올 알아봤는데 그러한 특성의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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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생성하기 위해 어떤 빔양성자 에너지와 표적물질이 적합한가를 알기 위해 빔으 

로 사용되는 양성자가 에너지별로 물질과 일으킬 수 있는 반옹에 대해 알아야 한 

다. 표 2.2에 양성자빔 에너지가 수 MeV, 수십 MeV, 수백 MeV에서 표적물질과 주 

로 일어날 수 있는 핵반용을 요약했다. 

표 2.2 양성자 에너지와 물질의 질량번호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주요 핵반옹 

out, charge exchange 

π π 

일반적으로 양성자가 핵반옹올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질핵의 Coulomb barrier를 

극복해야 하므로 보통 MeV 이상은 되야한다. 양성자와 물질과의 핵반옹은 양성자 

의 에너지뿐 아니라 물질의 질량번호에 따라서도 어떤 경향을 가지는데 이를 알아 

보기 위해 보통 저질량번호 물질 (A<25) , 중질량번호 물질 (25<A<80) , 고질량번호 

물질 (80<A)의 3 가지로 구분하는데 표 2.2에서는 저질량번호 물질과 고질량번호에 

대한 반응만 표시했고 중질량번호 물질의 경우는 중간의 경향울 보인다고 볼 수 있 

다. 표적이 충분히 앓으면 빔양성자와 표적물질과의 1차반옹만 일어나지만 두꺼운 

표적에서는 1차빔에 의해 생성된 입자가 표적물질과 반옹을 일으키거나 1차반용한 

양성자가 다시 반용을 하는 2차반옹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 수 MeV 양성자와 물질과의 반용 

양성자 에너지가 수 MeV 정도 일때는 핵반옹 종류가 표적물질의 질량번호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 수 MeV 에너지에서는 입사하는 양성자가 표적물질 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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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reaction올 일으켜 기본적으로 탄성 및 비탄성 충돌외에 홉수반용이나 

(p,n) 반옹둥이 일어날 수 있다. 표적물질의 질량번호가 작올때는 (p， α) 반용도 일 

어날 수 있다. 

나. 수십 MeV 양성자와 물질과의 반용 

양성자빔 에너지가 수십 MeV 정도 이상에서는 양성자와 핵과의 compound 

reaction 보다는 양성자가 핵올 구성하는 중성자나 양성자 둥의 핵자와 직접 반옹하 

는 direct reaction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저 질량번호 물질의 경우에는 양성자와 반 

옹한 핵의 핵자가 같은 핵내의 다른 핵자와 이어지는 반옹올 일으키기 보다는 핵밖 

으로 나가는 knock-out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방출되는 핵자는 입사양성자 에너 

지와 근사한 에너지를 갖을 수 있고 빔입사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방출되는 경향을 

가진다. 저질량번호 물질에서는 이외에 양성자가 중성자와 전하를 교환하는 

charge-exchange 반용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역시 양성자빔 에너지에 근접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중성자가 생성되는데 기여한다. 고질량변호 물질의 경우에는 양성 

자와 반웅한 핵자가 같은 핵내의 다른 핵자와 반용올 다시 일으킬 확률이 저질량번 

호 물질보다 높아 빔에너지에 근접하는 고에너지 입자 방출보다는 핵의 여기가 일 

어나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저에너지 핵자가 방출되는 

evaporation 반옹이 일어난다. 양성자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핵자가 방출되 

는데 양성자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1 - 2 개의 핵자가 방출되는 반옹 확률 

이 크고 에너지가 커지면 3 개이상의 핵자가 방출되는 반옹 확률이 중가한다. 수십 

MeV의 양성자 에너지에서 단위 양성자당 핵자 방출량은 저질량번호 물질이 고질 

량번호 물질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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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백 MeV 양성자와 물질과의 반용 

저질량변호 물질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반옹은 수십 MeV 에너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웅과 동일하나 방출 핵자의 에너지는 빔에너지가 증가하므로 따라서 증 

가하게 된다. 고질량변호 물질에서는 양성자와 반용한 핵자가 같은 핵내의 다른 핵 

자들과 연쇄반웅을 일으키면서 핵차를 방출하는 intranuclear cascade가 발생하고 

이어서 여기된 핵이 evaporation올 일으키는 반웅인 핵파쇄반응이 주를 이룬다. 핵 

파쇄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입자수는 양성자에너지와 표적물질의 질량번호에 대체로 

비레한다. 생성되는 중성자의 경우는 1 MeV 근방에서 peak를 갖는 에너지분포를 

보인다. 핵파쇄반응의 evaporation 단계 대신에 확률은 작지만 핵분열이 일어날 수 

도 있다. 수백 MeV 양성자빔 조사시에는 빔에너지가 파이온의 질량인 140 MeV 

보다 클 경우 파이온도 생성시킬 수 있다. 생성된 파이온이 붕괴하면서 뮤온을 얻 

올 수 있고 파이온과 뮤온이 붕괴하면서 뉴트리노도 생성된다. 

라.2차반응 

두꺼운 표적에 양성자빔이 조사되면 1차반용을 일으킨 양성자가 에너지가 작아 

지면서 작아진 에너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반웅올 일으킬 수도 있고 생성된 중 

성자， 양성자 동의 입자가 표적물질과 2차반웅을 일으킬 수 있다. 생성된 입자중 양 

성자는 앞에서 언급한 반옹올 일으키고 양성자외에 큰 영향올 끼치는 2차반웅올 일 

으킬 수 있는 다른 입자는 중성자이다. 잘 알려진대로 중성자도 에너지에 따라 수 

십 MeV 이하에서는 탄성， 비탄성， 흡수， 핵분열， (n,p), (n,xn) 퉁의 반응을 일으키 

고 수십 MeV 이상에서는 양성자와 같이 evaporation, spallation 둥의 반응올 일으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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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이용분야별 2차범 생성에 적합한 양성자 에너지와 표적물질 

본 항에서는 2차범중 중성자의 생성에 적합한 양성자 에너지와 표척물질에 대해 

알아본다.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의 가장 궁극적인 이용분야언 미엄계로는 표 2.1에 나타난 

것과 같이 1018 n/S의 MeV 중성자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양의 중성자를 생성하 

는 방법은 2에서 설명한 핵반응중에서 수백 MeV 이상의 양성자빔올 고질량번호 

물질에 조사시켜 핵파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유일하다. 적정한 양성자빔 에너지 

를 알아보기 위해 지름 30 cm, 높이 50 cm의 W, Pb 실린더 표적에 0.5, 1.0. 1.5, 

2.0, 2.5 GeV 양성자빔올 조사하는 시률레이션을 LCS (LAHET Code System)를 

[3] 이용해 수행하였다. 

그림 2.3은 빔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중성자 생성량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빔에너 

지 가 0.5 GeV에 서 2.5 GeV로 중가하면 생 성량은 W의 경우 10 n/p 에 서 80 n/p 

정도로 Pb는 10 n/p 에서 60 n/p 정도로 중가한다. 빔에너지가 중가할수록 생성 

량도 중가하나 증가세는 둔화됨올 얄 수 있고 이로부터 단위에너지당 중성자 생성 

량은 1.0 - 2.0 GeV 사이에 최대치가 있음올 알 수 있다. GeV급 양성자 가속기로 

수십 mA 정도의 전류를 얻올 수 있고 그 정도면 미입계로에서 요구하는 중성자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의 제원이 1 GeV , 20 mA로 결정되었다. 

고체물질 구조분석의 경우에도 가능한한 많은 중성자를 요구하므로 1 GeV 양성자 

빔올 고질량번호 표적물질에 조사시켜 핵파쇄 반웅에 의해 생성된 중성자를 이용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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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n energy (G빼 proton energy (용씨 

그림 2.3. 빔에너지 변화에 따른 중성자 생성 변화 

(표적 지 름二30 cm, 표적 높이 =50 cm) 

:z; 

핵융합 재료시험이나 암치료에 사용되는 중성자는 표 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십 MeV 고에너지 중성자를 요구하므로 2에서 설명한 핵반웅 중에서 저질량번호 

물질에 수십 MeV 대의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빔을 조사해 knock-out 퉁에 의해 발 

생한 고에너지 중성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위원소생산， racliography, 방 

사화분석 풍의 목적에는 많은 중성자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MeVt!l의 양성자빔올 

(p,n) 반옹단면적이 큰 물질에 조사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금까지 설명한대로 

중성자의 각 이용분야별로 적정한 양성자 에너지와 그에 맞는 표적물질을 대략적으 

로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속기의 건설과정과 양성자빔을 직접이용하는 것까지 

고려하여 표 2.3에 이용 용도별 사용할 양성자 에너지와 대략의 표적물질올 요약하 

였다. 

4. 표적설계 

보다 구체적인 표작물질 선정올 위해서는 2차빔 생성특성외에 열발생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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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화， 주변 구조물질과의 적합성둥 모든 조건이 고려되야 한다. 일단 표적물질이 

선정되면 그에 맞는 표적크기， 냉각방법， 주변구조물질， 교체 및 수리방법 둥올 설 

계해야 한다. 표적시스템은 크게 다음과 같은 부분시스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순표적 (bare target) 

- 냉각시스템 

- 주변구조물질 (용기 및 빔창둥) 

- 기타 : 감속재 및 냉각재둥 (필요시) 

가장 효율적인 표적구성올 위해 각 부분 시스템들의 재질 및 제원올 결정해야 

하는데 이의 결정올 위해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기본특성들올 시률레이션이나 검증 

실험올 통해 연구해야 한다. 

- 2차빔 생성 특성 

- 열발생 및 전달 

- 방사화 

- 기타 : 소모율， 안전성， 교환， 수리， 재사용， 사용중 및 후처리 풍 

지금까지 이용 분야별로 적합한 양성자 에너지와 표적물질의 대략적인 선정 및 

표적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올 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표 

적시스템들에 대해 각 이용분야별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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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각 이용분야별 2차 중성자빔 생성에 적합한 양성자 에너지와 표적물질 

20 MeV 

100 MeV 

25:> MeV * 암치료 

1000 MeV 

* 암치료 
* 중성자 단면적 측정 

* 고체물리 

로 

노조L 묵최 
그'" '- 도프 t코 

저질량번호 물질 

저질량번호 또는 

고질량번호 물질 

제 2 절 3 MeV 양생자범 이용 중생자 생생 표적 

3 MeV 양성자빔 이용시에 중성자를 생성시키는 반옹은 (p,n) 반응인데 (p,n) 반 

응의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Li7을 표적물질로 고려할 수 있다. Li7의 경우 생성되 

는 중성자는 1 MeV 이하가 다수를 이루므로 수 MeV 정도의 보다 고에너지 중성 

자가 요구될 경우에는 H3를 사용한다. 3 MeV의 양성자빔을 이용해 생성된 중성자 

는 동위원소생산， radiography , 방사화분석퉁 주로 열중성자의 형태로 이용되므로 

감속재를 이용해 중성자의 에너지를 낮추어야 하는데 MeV 정도의 중성자가 요구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생성된 중성자를 그냥 이용하거나 적절한 감속 

이 요구될 수도 있다. 따라서 3 MeV 양성자빔 이용 중성자 생성 표적의 경우에는 

이용 용도에 따라 다른 표적올 사용하기 보다는 필요로 하는 중성자 에너지에 따라 

MeV 정도의 고에너지 중성자는 H3 표적올 사용하고， 열중성자의 경우에는 Li7 표 

적을 감속재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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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7 표적 

Li\p,n)Be7 반웅이 일어나기 위한 threshold 에너지는 1.88 MeV이고 

중성자 방출이 Be7의 ground state와 1st excited 

양성자빔 

에너지가 2.37 MeV를 초과하면 

state에서 발생해 2개의 monoenergetic 중성자 생성이 이루어진다. 양성자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중성자가 Be7의 ground state에서 5.5 MeV 정도 까지는 90% 이상의 

이러한 방출 중성자중 양성자빔과 같은 방향인 forward 방향으로 발생 그림 2.4에 

하는 중성자의 에너지별 생성 단면적이 나타나 있다.0.6 MeV 정도에서 peak를 보 

이고 생성되는 중성자의 양은 일반적인 Li 고체 표적 사용할 경우에 forward 방향 

에서 대략 107 n!sr.μA 정도가 생성된다 [ 4]. 

Li 표적은 보통 양성자빔의 전류가 크지 않을 때는 evaporation시킨 후에 W, Al, 

Ag퉁의 backing에 부착시켜 사용하나 대전류에서는 열발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있고 고체로 사용할 때에는 회전올 시키거나 수
 
’ 보

 
E Li 표적도 고려해 액체 므로 

backing물질올 공기나 물로 냉각시키는 것올 고려해야 한다. backing 물질로는 열 

전도가 좋고 background 중성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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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각 핵반웅시에 forward 방향으로 생성되는 중성자의 에너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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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3 표적 

그림 2.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H3(p,n)He3 반옹에 의해 생성되는 중성자는 Li 

표적올 사용했올 경우보다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생성하는데， peak는 2 MeV 정 

도에 있음올 알 수 있다. H3(p,n)He3 반용의 thresho1d 에너지는 1.15 MeV이고 양 

성자 에너지가 8.35 MeV 정도일 때 까지는 monoenergetic 중성자를 생성한다. 생 

성되는 중성자의 양은 일반적인 표적을 사용했을 때 forward 방향에서 107 
- 108 

n/sr.μA 정도가 생성된다 [ 4]. 

H3를 표적으로 이용시에는 gas 형태로 사용하거나 titanium 둥에 홉수시킨후 Li 

표적의 경우와 같이 열전도가 좋은 backing 물질에 evaporation 시 켜서 사용하는 2 

가지 방법이 었다. 

evaporation 시켜 사용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Li의 경우와 동일하나 그 

외에 수소가 흡수물질로부터 outgasing되지 않도록 온도를 어느한도 이내로 유지시 

켜야 한다는 것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흡수물질이 titanium의 경우에 제 

한온도는 250 oC 정도이다. 

gas 형 태 로 사용할 때 에 는 beam window와 beam stop이 필요한데 beam stop 

물질로는 backing에 사용되는 물질들이 이용될 수 있다. gas 표적의 경우 가장 중 

요한 부분이 아am window 인데 보통 빔전류가 수십 μA의 경우 수 μm 두께의 

Mo, Ni, W, Havar (al10y of Co, Fe, Cr, Ni) 퉁이 사용된다. beam window는 

beam 10ss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한 앓으면서도 견고함올 유지해야 하는데 대전류일 

경우에는 열발생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므로 beam window를 냉각시키는 방법도 고 

려해야 한다. 표적 gas자체를 냉각시킬 수도 있고 여러충의 beam window를 만들 

어 사이사이에 냉각수를 유입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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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 철 20 MeV 양성자빔 이용 중성자 생성 표적 

제 1 절 3에서 설명한대로 20 MeV 양성자빔올 이용해 생산한 중성자는 핵융합 

재료 테스트나 암치료에 사용되므로 모두 10 MeV 이상의 고에너지 중성자가 요구 

되나 전류는 핵융합 재료 테스트의 경우 수십 mA가 필요한 반면， 암치료의 경우는 

수십 μA 정도도 사용이 가농하므로 이에 따른 열발생 차이에 의한 표적 시스템의 

차이가 있올 수 있다.20 MeV 양성자빔올 이용해 고에너지 중성자를 생산하기 위 

해 앞서 설명한대로 저질량번호 물질이 유리한데 주로 Li과 Be를 사용한다. 

그림 2.5에 [4] 23 MeV양성자빔을 2 가지의 다른 두께를 갖는 Li, Be 표적에 조 

사했올 때 forward 방향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의 양올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로 나타 

내었다. 두 표적에서 유사한 중성자 spectrum올 볼 수 있으며 중성자 에너지 10 

MeV 근방까지는 중성자 강도가 감소하고， 10 MeV부터 최대 에너지까지 영역에서 

는 거의 일정한 강도를 보임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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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23 MeV 양성자빔올 2 가지의 다른 두께를 갖는 Li, Be 표적에 

조사했올 때 forward 방향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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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켜 2.6은 [4] 35 MeV와 46 MeV의 양성자 빔을 두꺼운 Be 표적에 그렴 

， 45。 에 , 15。양성자빔 방향과 이루는 각이 O. 얻은 중성자의 에너지 spectrum올 

잘보 중성자가 방출각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올 고에너지 서 나타낸 것으로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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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켜 표적에 Be 두꺼운 닙1 ..Q.. 
p E. 양성자 

얻은 중성자의 에너지 spectrum 

MeV의 46 MeV와 35 2.6 그림 

2 MeV 이상의 에너 [4] 두꺼운 Be 표적에 양성자빔올 조사했올때 2.7은 그림 

에너지의 함수로 양성자빔 평균에너지를 ~l 

^ 0。 에서의 생성량 지를 갖는 중성자의 

나타낸 것 인 데 다음과 같은 emprical expression으로 추정 할 수 있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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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에너지의 단위는 Me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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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두꺼운 Be 표적에 양성자빔올 조사했을때 2 MeV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의 00 에서의 생성량 및 평균에너지 

Be 표적의 경우 1-2 kW 정도의 빔 power에서는 대개 입사 업자를 정지시키기 

에 충분한 두께의 금속 sheet 한 장으로 구성되는데 20 MeV 정도의 빔이면 수 

mm 정도의 두께이면 충분하다. 이 표적은 대개 수냉식 backing에 부착하여 냉각된 

다. 빔 전류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냉각이 문제가 되므로 회전 Be 표적올 고려할 

수도 있다. 계산에 의하면 (4] 직경 32 cm, 회전수 6000 rpm의 내부냉각형의 Be 

wheel은 직경 1 cm 정도인 빔의 경우 빔출력 3 MW 까지 사용 가능함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Be의 경우는 고체 형태이지만 빔 power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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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의 경우는 2절에서 언급한대로 낮은 빔 power에서는 backing에 evaporation 

시키는 동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낮은 녹는점으로 인해 높은 빔 전류에서 

고체로 사용하기는 적합치 않다.MW 수준의 빔 power에서는 그림 2.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Li jet 표적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2.8은 3-10 MW에서 사용가능한 개 

방형 액체 리륨 표적 (windowless liquid Li target)의 개략도이다. 

그림 2.8 빔창이 없는 액체 Li 표적의 개략도 

채 4 절 100 MeV 양생자빔 이용 중성자 생생 표적 

100 MeV 양성자빔에 의해 생성된 중성자의 주요 용도는 중성자 반웅단면적 측 

정이므로 time-of-flight 방법에 의한 중성자 에너지 측정올 위해 pulse 빔이 요구 

된다. 100 MeV 양성자빔 표적으로 저질량번호 또는 고질량번호 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데 저질량번호 표적물질의 경우는 3절에서 설명한대로 양성자빔 에너지인 100 

MeV 까지의 에너지를 갖는 고에너지 중성자들올 상대적으로 많이 얻올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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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에너지 중성자의 반웅단면적 측정에 유리하게 된다. 반면에 고질량번호 표적 

물질의 경우는 evaporation, spallation에 의해 중성자가 생성되므로 1 MeV 정도 내 

외에서 pe없를 갖는 에너지 분포를 보여 저질량번호 표적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얻게 된다. 중성자의 에너지는 감속재를 이용해 낮출 수 

있으므로 이것까지 고려해서 측정올 하려는 중성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표적물질과 방법올 선택해야 한다. 

저질량번호 물질올 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3절에서 언급한 Li, Be를 이용하 

는 방식과 기본적으로 같은데 빔에너지가 100 MeV로 20 MeV보다 5 배 높으므로 

이에 따른 열발생 증가를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고질량번호 표적물질올 이용하는 방식은 역시 열발생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 

외에는 250 MeV, 1 GeV 빔의 고질량번호 표적물질 이용 방법과 같으므로 6절에서 

기술될 pulse 중성자빔 발생 표적에서 설명되어 진다. 

제 5 절 250 MeV 양생자빔 이용 중성자 생생 표적 

250 MeV 양성자빔의 주요 용도는 양성자빔올 이용해 암치료를 하는 것과 핵파 

쇄반응올 이용해 중성자를 생성해 그 중성자를 고체물질 구조분석이나 미엄계로에 

이용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1 GeV 빔올 이용해 생산한 중성자를 고체물질 구조 

분석이나 미엄계로에 이용할 것이므로 250 MeV 양성자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낸다는 의미외에 1 GeV 빔올 이용하기 전 단계 

의 시험이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250 MeV, 1 GeV 양성자빔올 이용한 중성자 

생성 표적올 각각의 에너지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따로 설계할 수도 있지만 설계에 

투자되는 인력과 노력 퉁올 감안하면 1 GeV 빔에 적합하게 설계된 표적을 250 

MeV와 1 GeV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0 MeV 빔에 맞추어 설계한 

표적은 1 GeV에서 이용하기에는 전류가 같다면 빔에너지 차이에 의해 빔출력이 4 

배가 차이가 나므로 냉각 퉁의 문제로 어려울 것이나 보다 높은 에너지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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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한 표적올 낮은 에너지의 빔에서 이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따라서 250 MeV 

빔 이용 중성자 생성 표적은 1 GeV 빔 이용 중성자 생성 표적과 같이 사용한다. 

제 6 절 1000 MeV 양성자빔 이용 중성자 생생 표적 

1 GeV 양성자빔올 이용해 중성자를 생산해 고체물질 구조분석이나 미엄계로에 

사용하는 것은 핵파쇄 반응을 이용해야 하므로 표적물질의 질량번호가 클수록 많은 

중성자를 생산할 수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중성자 생성외에 다른 면도 고려해야 

하므로 일단 원자번호 70 이상인 물질을 고려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들 중 기본 

적으로 구하기 쉽고 비싸지 않은 것들을 표적물질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2.4에 

이러한 물질들과 그들의 기본 물리 특성올 나열하였는데 실제로 이들 물질은 기폰 

의 핵파쇄 중성자원 표적물질로 사용되었거나 사용을 고려중인 것들이다. 

표 2.4 핵파쇄 중성자원 표적물질들의 기본 물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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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에서 나열한 물질들중 미임계로와 고체물질 구조분석에 적합한 물질을 선 

정하고 표적물질외에 표적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도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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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업계로 

가. 표적물질 

표 2.4의 표적물질 중에서 U의 경우는 중성자생성 측면에서는 좋으나 열발생이 

많고 고온， 고준위 방사능 환경에서 손상이 심해 빔출력이 높은 미입계로의 중성자 

표적으로는 적합치 않고 Hg의 경우는 중성자 홉수 단면적이 커 중성자 생성양이 

많올수록 좋은 미입계로와 같은 CW source의 액체표적물질로는 Pb, Pb-Bi에 비해 

부적합하다. 표 2.4에서의 중성자 홉수 단면적은 열중성자의 경우이나 고속로 형태 

의 미임계로에서 중요한 keV 범위에서도 Hg는 Pb, Pb-Bi에 비해 높은 홉수 단면 

적올 갖는다. U, Hg를 제외하면 남은 후보 물질은 고체형태인 (W, Ta)와 액체형태 

인 (Pb, Pb-Bi)로 나누어지고 이들은 표 2.5에서 나열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표 2.5. 고체 (Ta，W) 및 액체 (Pb，Pb-Bi)표적의 미입계로에의 활용시 장접 비교 

- 휘발성 방사능물질 방출없음 

- 사고시 유출걱정 없음 

- 주변구조 물질의 손상 적음 

i 중성자 홉수단면적 작음 

- 냉각이 간편하고 효율적 

- 표적자체의 손상 없음 
- 사용중단시 탱크로 덤프시켜 방사열 냉각 

- 고르게 사용됨 

계로 

위의 장점들로 부터 높은 빔출력에서 보다 효율적인 Pb, Pb-Bi 액체표적이 미입 

계로 중성자원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제 1후보로 선정해 연구가 필요 

하다. Pb-Bi는 Pb에 비해 용융점이 낮아 보다 저온에서의 운영이 가능하나 Bi 로부 

터 PO를 생성시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고출력에서 사용 경험이 없 

으므로 연구중 부적합한 요소 (고준위 방사환경에서 주변 용기나 빔창퉁의 방사학 

적， 화학적 물질손상) 가 심각히 나타날 경우를 고려해 효율은 떨어지나 사용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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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어느정도 검증된 W, Ta퉁을 제2후보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W는 중성자 생 

성과 홉수측면에서 Ta 보다 좋으나 Ta는 부식이 덜 되고 가공이 쉬운 장점이 있 

다. 

나- 기타 표적 관련 사항 

1) 표적 크기 

선정된 후보물질들의 특성연구중 기본사항인 중성자 생성 특성이 표적크기에 따 

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 실린더 형태를 가정한 Pb, W 의 중성자 생성 특 

성올 시블레이션 코드인 LAHET Code System올 이용해 분석하였다. 실린더 형태 

외에 두께가 다른 원형판들올 연속시켜 배열하는 방법들도 고려될 수 있으나 첫 단 

계로서 단순한 실린더 형태를 가정하였고 Pb, W 외에 Pb-Bi, Ta 는 각각 Pb, W 

와 핵특성이 비슷하므로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주요 분석 목적은 중성자 생성 및 

방출량과 중성자 에너지분포 및 평균에너지가 표적 형태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 

하는가를 알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표적의 지름을 10, 30, 50, 70, 90 cm로 변화시 

켰다. 빔에너지는 1 GeV, 빔지름은 10 cm, 표적의 높이는 50 cm로 고정시켰는데 

표적의 높이 변화에 대한 중성자 생성량 및 에너지의 변화는 지름의 변경에 의한 

변화와 같은 경향올 보일 것이므로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림 2.9는 1 GeV 양성자빔 조사시 표적지름 변화에 따른 중성자 생성 및 방 

출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핵자당 핵파쇄에 의한 중성자생성량은 질량번호에 비례하 

므로 Pb가 W보다 생성량이 커야할 것 같으나 단위부피당 핵자의 수는 W 가 크므 

로 핵파쇄 확률이 커져 전체생성량이 Pb보다 크다. 생성량은 지름이 커질수록 반옹 

확률이 커져 증가하나 증가세는 둔화되어 saturation 상태가 됨을 알 수 있다. 방출 

량은 Pb의 경우 홉수단면적이 작아 생성량과 큰 차이가 없으나 W의 경우는 홉수 

단면적이 커 지름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생성량의 증가보다 홉수량이 커져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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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중성자방출량의 관점에서 W는 방출량이 최대가 되는 지름을 

찾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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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표적지름 변화에 따른 중성자생성 및 누설량변화 

(빔에너지 =lGeV， 표적높이 =5Ocm) 

가장 컸으나 지름 분석했올 때 지름이 30 cm일때 방출량이 5가지 지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최적지름올 찾기 위 에 대 한 방출량의 연속적 인 변화를 얻고 그로부터 

경우는 지름이 커질수록 Pb의 계산이 필요하다. 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름에서의 

선택해야 없으므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적절한 지름올 크게할 수 증가하나 무한정 

Pb는 (22 n/p), 30 cm 일 경우 W는 빔에너지가 1 GeV 높이가 50 cm 한다. 

표적형태는 방출된 있다. 그러나 최척의 50cm (29 n/p)의 지름이 적당함올 알 수 

transmutation efficiency를 최 고로 하는 것 이 므로 방출중성자의 양 뿔 아 중성자의 

및 평균에너지도 고려해야 하고 따라서 노심계산과 연계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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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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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에너지 =1 GeV, 표적지름=30 cm, 표적높이=50 cm) 

2.10 중성자 에너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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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표적지름 변화에 따른 평균 중성자 에너지 변화 

(빔에너지 =1GeV， 표적높이 =50cm) 

그림 

평균에너지의 

표적지름의 변화에 의한 

2.11은 그림 

변화인데 생성에너지의 경우는 W와 Pb가 별 차이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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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도 크지 않다. 방출에너지의 경우는 충돌반옹에 의해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데 지름이 커질수록 충돌기회가 많으므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감소세 

는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W가 단위부피당 핵자가 Pb 보다 커서 Pb 보다 낮 

은 중성자 에너지를 갖는다. 지름 30 cm의 W, 지름 50cm의 Pb 경우에 (빔에너 

지 =1GeV， 높이 =5Ocm) 생성중성자는 대략 7 MeV, 방출중성자는 대략 2 MeV 정도 

이다. 

2) 냉각， 용기 및 빔창 

Pb, Pb-Bi 같은 액체표적의 경우는 노심냉각재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독립된 냉각시스댐이나 용기 둥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독립된 표적의 

경우 분리된 표적 냉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독립된 고체표적의 경우 H20, D20, 

NaK, Na 둥을 냉각재로 사용하는데 고속미엄계의 경우 H20, D20의 사용는 배제해 

야 하고 추가로 Pb, Pb-Bi 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독립된 액체표적의 경우 표적 

자체를 순환시켜 냉각을 할 수 있다. 용기나 빔창 물질로는 어느정도 연구가 된 

steel 계통이 주로 사용되어지고 빔창의 경우는 이외에도 W , A1, graphite 둥의 사 

용도 연구되고 있다. 

다. 미임계로 중성자 생성 표적 개발 현황 

1990년대에 들어와 사용후 핵연료의 장수명 핵종을 소멸처리 시키거나 Th을 이 

용한 에너지 생산 방법의 하나로 가속기 미입계로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현 

재 미국의 LANL, 유럽의 CERN, 일본의 ]AERI 둥에서 개념설계가 진행중이다.3 

곳 모두 고속로 형태의 미엄재로를 고려하고 있는데 주요제원을 표 2.6에 요약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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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미엄계로 중성자원 양성자빔 및 표적관련 제원 

그림 2.12 - 2.14에 3 가지 미임계로 시스템의 표적 관련 개략도가 나타나 있다. 

ADTT나 [5] EA의 [6] 경우는 독립된 표적시스템이 따로 없이 냉각재로 이용되는 

Pb-Bi나 Pb에 직접 양성자빔올 조사하는 방식올 채택한다. 표적에 대해 따로 냉각 

시스템올 설치할 필요가 없는둥 시스템이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다. 냉각재와 접하 

면서 빔이 통과하는 hot window의 재질로는 EA의 경우 W나 W-Re를 이용하는둥 

용융점이 높고 내구성이 강한 물질이 사용되고 별도의 냉각이 필요하다. JAERI 시 

스템의 경우는 기존의 개발된 고속로와 비슷한 노심의 중앙에 그림 2.13에 나타난 

것과 같은 텅스텐 assembly를 설치해 표적으로 사용한다 [7]. 그림 2.1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텅스텐 표적에 구멍올 만들어 냉각수를 통과시켜 냉각올 한다. 

- 279 -



Cold Window 

그림 2.12 미국 LANL의 ADTT 표적관련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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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유럽 CERN의 EA 표적관련 개략도 

2. 고체물철 구조분석 

가. 표적물질 

고체물질 구조분석용으로 사용되는 중성자원 표적이 미임계로용 표적과 다른 큰 

차이는 pulse빔올 이용한다는 것이다. 고체물질 구조분석에 cw 중성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속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pulse 중성자를 이용한다.cw 

의 경우는 가농한한 많은 중성자를 생성시키도록 표적물질올 선정하고 설계해야 하 

지만 pulse 빔의 경우에는 중성자양도 중요하지만 pulse의 형태도 중요하다. 즉， 중 

성자 손실이 있더라도 pulse 형태에서 이점올 가진다면 설계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성자 홉수 단면적이 높아서 미임계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Hg도 사용이 

가능하다. pulse 중성자원에서는 홉수단면적이 높은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다.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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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미임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전류하에서 높은 빔출력으로 인해 사용 

에 어려움이 있다. 고체물질 구조분석용의 표적물질도 미임계로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높은 빔출력으로 인해 표 2.4의 물질중에서 액체 표적인 Hg, Pb, Pb-Bi 퉁올 1 

후보로 선정할 수 있고 Ta, W 퉁올 2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나. 기타 표적 관련 사항 

고속로 형태가 주인 미임계로와 달리 열중성자이하의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를 

사용하므로 고체표적의 경우 냉각은 주로 H20, D20를 사용한다. 액체표적의 경우는 

미임계로의 경우와 같이 표적 자체를 순환시켜 냉각한다. 용기나 빔창 퉁의 주변 

구조물질도 미임계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올 사용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고체물질 구조분석에는 열중성자나 냉중성자퉁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감 

속재와 반사체 퉁올 필요로 한다. 표적물질 주변에 감속재와 반사체를 놓고 이를 

통과해 원하는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를 중성자빔 hall올 통해 사용자에게 공급한다. 

감속재로는 메탄， H20, 액체수소퉁이 이용되고 반사체로는 Pb, Be 퉁이 사용된다. 

다. 고체물질 구조분석 중생자 생성 표적 개발 현황 

1980년대에 들어와서 원자로의 중성자가 아닌 가속기를 이용한 pulse형태의 핵 

파쇄 중성자를 고체물질 구조분석에 이용하려는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어 중성자속 

올 중가시키기 위해 양성자빔 에너지와 전류를 중가시켜가는 추세에 있다. 표 2.7, 

2.8에 기폰의 중성자원 및 계획중인 주요 중성자원올 나열하였는데 IPNS [8], 

KENS [9] , ISIS [10] , LANSCE [11] , SINQ [12] 퉁은 이미 사용중인 것들이고 나 

머지는 개념설계 단계에 있다. 

- 283 -



표2.7 고체물질 구조분석 중성자원 양성자빔 및 표적관련 제원 

표 2.8 고체물질 구조분석 중성자원 pulse 관련 제원 

1) 미 국 ANL의 IPNS 

1981년에 가동올 시작했고 500 MeV, 0.012 mA의 synchrotron 가속기를 사용한 

다. IPNS의 표적시스댐은 2.5 cm 두께， 10 cm 지름의 depleted U 원반 8개가 냉각 

재인 경수가 흐를수 있는 간격인 1 mm 사이를 두고 배열되어 있다.U은 두께 0.5 

mm의 Zr로 c1adding되어 있다. 나중에 중성자속올 1.5 배 정도 증가시키기 위해 

depleted U에서 77% enriched U으로 표적을 바꾸었다. 감속재로는 메탄， 액체수소 

퉁이 사용되고 반사체로는 Be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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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KEK의 KENS 

IPNS와 마찬가지로 1981년에 가동을 시작했고 가속기도 500 Me V synchrotron 

올 사용하는데 전류는 IPNS의 1/3 수준인 0.004 mA 이다. 초기 표적은 경수에 의 

해 냉각되는 W를 사용했으나 후에 중성자속 증가를 위해 depleted U으로 바꾸었 

다. 냉각채로는 polyethylene, methane , H20 퉁올 사용한다. 

3) 영 국 RAL의 ISIS 

1986년부터 가동올 시 작했고 800 MeV, 0.2 mA synchrotron올 사용한다.50 Hz 

의 진동수， 0.4 μsec의 pulse 빔올 이용하고 pulse 당 대략 1015 개 정도의 중성자 

를 생성한다. 표적으로는 초기에 depleted U올 사용했다. 그림 2.15는 ISIS의 

depleted U 표적인데 0.25 mm의 Zr로 cladding된 지름 9 cm의 원반 23 개가 1.75 

mm의 간격으로 나열되어 있다. 두께는 빔을 가까이서 조사받는 원반이 7.7 mm이 

고 빔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해 마지막 원반은 26.2 mm로 되어 있다. 3 개의 주요 

통로로 중수가 흘러 원반과 원반 사이의 간격올 통과 하므로서 냉각이 이루어진다. 

외곽 용기는 stainless steel올 이용했다. 나중에 Ta를 이용한 표적물질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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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 국 LANL의 LANSCE 

Meson facility 였던 800 MeV, 1 mA의 linac인 LAMPF에 proton storage ring 

을 추가해 중성자원으로 사용하는데 1988년부터 가동이 시작되었다. 중성자원으로 

이용되는 전류는 0.1 mA이고 표적은 중성자속올 중대시키기 위해 텅스탠과 텅스탠 

사이에 감속재가 위치하는 flux trap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6에 LANSCE의 

표적시스템이 나타나 있다. 

Proton 8eam 

Ni 1111 Ni 

Ni Ni 

그림 2.16 LANSCE의 표적시스템 

5) 스위 스 PSI의 SINQ 

기존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cyclotron올 이용해 중성자를 생성하므로 CW빔 

이고 빔에너지는 570 MeV, 전류는 대략 1 mA를 상회하는 정도이다.CW빔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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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흡수단면적이 작아 많은 중성자를 얻을수 있는 Pb 표적을 사용한다. 

6) 동유 럽 의 AUSTRON [13] 

동유럽 국가들이 공통 이용을 목적으로 1600 ~1eV ， 0.25 mA의 synchroytron올 

이용해 중성자를 생성하는 장치로 현재 개념설계 단계에 있다. 진동수 50 Hz, pulse 

duration 0.44 μsec로 빔에너지가 2 배인 것을 제외하면 ISIS와 비슷한 제원을 가 

지고 있다. 그림 2.17의 표적시스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LANSCE에서 사용한 

flux trap 시스템을 채택하는데 표적물질은 5% Re를 함유한 텅스텐을 사용한다. 

Spli~-Tarqet with Modera~ors 
((ross-Sedion in fron~ YÎi‘ - Re fledor is not sho닝n) 

The AUSTRON Target 

• "。‘’ ISO{ r.t rll’ 
μ나4←나μ.u_，나니 

톨늪 ’‘AUSìRON To때 Graup 
SC Mluila{ ( RiI ’., .,‘/'H-S k. il 

FZ Sertlersdorf Õ''l-_~D;'_ ’‘ 

그림 2.17 AUSTRON의 표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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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의 ESS [14] 

유럽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개념설계를 완료한 상태인데 1334 MeV, 

3.8 mA의 빔올 50 Hz의 진동수로 이용하는데 2 개의 동일한 표적에 1개의 표적에 

는 10 pulse를 다른 1개에는 40 pulse를 분배하는 형태로 보통 운영되고 한 표적에 

모든 빔올 조사하는 방식으로도 운영될 수도 있다. 표적물질로는 사용경험이 없는 

Hg를 이용하는데 이는 고출력빔 이용시 발생하는 냉각문제를 효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이다. Hg는 Pb둥과 달리 운전중지시에 고체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제 2 

후보 표적물질로 Ta에 대한 설계도 연구중이다. 그림 2.18에 ESS의 Hg 표적시스템 

이 그려져 있는데 표적용기는 steel을 사용하고， Hg 자체 순환에 의해 냉각이 이루 

어진다. 감속재로는 경수와 액체수소를 사용하고 반사체로는 Pb를 사용한다.5MW 

표적의 경우 평균 열중성자속이 7x1014 rνcm2.s 정도이다. 

‘ 도돈되 P~Ul SCHEFHIER IN$TITUT 

Design of target unit 

그림 2.18 ESS의 표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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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ORNL의 NSNS [15] 

미국의 차세대 중성자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NSNS는 현재 개념설계를 완료한 

상태인데 미국내의 여러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linac과 proton 

storage ring으로 구성 되 어 1 GeV, 1 mA의 빔올 ESS와 같은 Hg 표적 에 조사한다. 

9) 일본 KEK의 ]HP [16] 

JHP (J apanese Hadron Project)의 4 가지 용도의 장치중 1 가지를 고체물질 구 

조분석용 중성자원으로 사용하는데 3 GeV, 0.2 mA의 synchrotron올 이용한다. 

KENS-II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최근 기본설계를 완료했는데 표적물질로는 W를 

사용한다. 

채 7 절 1000 MeV 양생자빔 이용 파이온， 뮤온， 뉴트라노 

생성 표적 

1. 학술질험용 파이온， 뮤온， 뉴트라노 생성 표적 개발 현황 

가. 미국 LANL의 LAMPF [17] 

1970년대 중반에 meson physics study를 주목적으로 800 MeV의 양성자 linac을 

이용한 LAMPF 시설이 이루어졌다. 빔 진동수는 120 Hz, pulse duration은 625 μ 

sec 이고 0.5 mA의 빔이 3 개의 파이온올 생성하는 표적을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졌는데 이는 그림 2.19에 나타나 있다. 첫 번째 표적에서는 파이온만을 이용하고 두 

번째 표적에서는 파이온과 파이온에서 붕괴하는 뮤온을 이용 하도록 되어 있다. 세 

번째 표적에서도 파이온을 이용하는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세 번째 표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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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빔은 빔 stop에 충돌해 다시 파이온 둥을 생산하는데 여기서는 파이온과 뮤온 

의 붕괴시에 생성되는 뉴트리노를 활용한 실험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 

와 두 번째 표적은 graphite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데 냉각은 자연방 

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18]. 그림 2.20에 표적의 개략도가 그려져 있는데 빔이 표적 

둘레의 grapite에 조사된다. 첫 번째 표적은 두께 3 cm에 58 rpm으로 회전하고， 두 

번째 표적은 두께 6 cm에 28 rpm으로 회전한다. wheel의 지름은 30 cm<?l 데 0.5 

mA의 빔이 첫 번째 표적올 통과해 두 번째 표적에 조사될때는 0.46 mA만이 조사 

되고 세 번째 표적에는 0.38 mA만이 조사된다. 세 번째 표적은 두께 6.5 cm의 

pyrolytic graphite이고 회전하면서 자연방사에 의해 냉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로 

냉각되어 진다. 생성되는 파이온， 뮤온은 대략 107 /s 이고 생성업자는 수십에서 수 

백 MeV의 에너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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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20 LAMPF의 파이온 생성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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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어계통 

채 1 절 개요 및 제어개념 

제어계통은 가속기 시설의 운전과 그에 따르는 원격 조작 및 운전상태의 표시 

그리고 이상부위의 발견 및 예측이 그 주 기능이다. 이러한 제어계통의 설계 상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제어 수요 파악 : 각 장치 및 부분품 설계로부터 제어기능별 그 특성과 

수요를 도출하여 제어계통의 규모 및 성능올 파악한다. 

2. 제어계통올 구성하고 있는 hardware 및 software의 구식화로 인한 경 

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올 고려한다. 

3. 확장과 개선 또는 새롭게 개발된 기기와의 교체가 용이하케 하며 이 때 

나머지 계통에 영향이 작도록 한다. 가능한 한 표준화 된 hardware를 사용하고 소 

프트웨어의 개발올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신뢰성과 개발효율올 높인다. 

4. 국내기업의 활용 : 국내에도 대형의 실험시설(포항가속기)이나 플렌트들 

올 통한 컴퓨터제어계통에 다소의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최근 프로세서 및 메모리 계통의 발달로 단위 컴퓨터가 저렴하면서도 성능 

이 우수하여지면서， 지능올 필요로 하는 제어 기능을 하나의 대형 컴퓨터에 집중하 

는 종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여러 개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분산제어계통으로 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분산제어계는 계통의 확장과 부분적인 개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설 일부분의 제어가 상위 제어계통에 의폰도가 작게 되어 특 

히 가속기와 같이 정상운전까지는 부분별로 많은 실험 및 개발노력이 필요한 경우 

제어계통개발이 부분별로 병행될 수 있고 개발단계 또는 시운전에 사용하는 제어계 

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정상운전시에도 그대로 사용되어 효율적인 결과를 기 

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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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절 채어 시스탬 구성 

제어 시스템올 제어대상의 시설 쪽에서부터 바라보면 각종 센서와 actuator에 연 

결되어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이 있고 이들올 관장하는 front-end computer가 있 

으며 다음에 다시 이들과 사람사이에서 일올 해주는 console computer가 온다. 여 

기에 보통 주 컴퓨터를 두어 사람과 콘솔 컴퓨터를 지원하게 한다. 물론 이들 사이 

의 구체적인 역할분담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역할의 비중이 전술한바와 

같이 분산 하향하는 것이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에 맞춰 최근 이 분야의 일반적인 

용용과 계통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여 개발되고 있는 하나의 컴퓨터제어계통이 었 

다. 그것 이 바로 EPICS(Experimental Physics and Industrial Control System)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 시스템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가속기 시설과 관련하여 살펴보 

겠다. 

1. 계통 개요 및 구성 

EPICS (Experimental Physics and Industrial Control System)는 Argonne 

APS(Advanced Photon Source)와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의 ATO-8 그 

룹의 협동으로 개발올 시작한 제어계통이다. 다른 유수의 가속기들， Lawrence 

Berkely Laboratory(LBL), Continuous Electron Beam Accelerator 

Facility(CEBAF), Stanford Linear Accelerator Center(SLAC) , Deutsches 

Elektronen Synchrotron(DESY), MIT-Bates , Duke Free Electron Laser(FEL) 둥이 

이 EPICS의 소프트웨어 도구들올 이용하여 각자의 제어계통올 개발하고 있고 개 

발결과를 교환하고 있어 앞으로 특히 가속기 제어계통의 개발에는 EPICS의 웅용 

이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EPICS 구성 올 보면 콘솔 컴 퓨터 의 역 할에 해 당하는 Operator Interface (OP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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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end computer역할에 해당하는 input/output controller(IOC)가 핵심을 이룬다. 

그림 4.1은 EPICS계통올 이용한 IPNS Upgrade Control system의 구성도이다. 

탤끓빡싫 l 
Figure 4. 1-1 EPICS System 

그립 3.1 EPICS System 

2. ()perator Interface( Opl) 

EPICS의 Operator Interface (OpI)는 Unix workstation올 바탕으로 하여 이 컴 

퓨터 의 강력 한 성 능을 최 대 한 발휘 하게 하고 있다. X Window에 Gill (graphical 

user interface)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올 실제상황과 같게 할 수 있고 작업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상용 소프트웨어(가령 

- 299 -



IDL/PvWave, Mathmatica 퉁)의 이용도 쉽도록 하고 있다. 현재 EPICS의 OPI는 

SUN Sparc, Hewlett-Packard PA, Didital Equipment Alpha풍에 서 동작한다. 

EPICS 소프트웨 어 는 Channel access, database scanners-monitors 그리 고 

database configuration tool(DCT)을 그 기본 요소로 하고 있다. 

Channel access는 client-server개념에 기초하여 IOC(input!output controller) 

database의 접근올 network- transparent 하게 하고 있다. 각각의 IOC가 channel 

access에 대 한 하나의 server 구실을 하여 무수의 client들과 통신이 가능하다. 어 

떤 OPI웅용프로그램이 한 IOC에 들어 있는 변수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network상에 공표만 하면 그 변수를 갖고 있는 IOC가 대답하게 된 

다. 물론 그 변수의 이름은 하나의 subnet 안에서는 유일하다. 이 channel access 

client service 는 IOC. OPI 양쪽 다 가능하다. 

OPI!IOC software의 특정은 정보 교환올 위한 소프트웨어 모률들간의 상호연결 

방법 에 있다. 이 프로토콜을 Channel Access 라 부르고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met protocol)표준을 기 반으로 하고 있는 것 이 다. TCP!1P는 모 

든 Unix-based workstation에 탑재되어 있으며 real time operatÏng system의 

VxWorks에도 마련되어 있다. 

3. InputlOutput Controller(lOC) 

input!output controller(IOC)의 핵 심 은 메 모리 상주의 Database이 다. IOC의 모든 

channel 접속 및 그 속성에 대한 정의가 들어 있는 database는 IOC들 여기저기에 

분포되어 있고 IOC booting시 operating system(VxWork)과 함께 download된다. 

역시 메모리 상주인 데이터구조(structure)는 옹용프로그램 개발자가 database 

record를 이용하여 조작된다. 여러 가지 형식의 record가 있으며 일정한 조합의 

field로 구성된다. 모든 record 및 field는 하나의 subnet 상의 모든 IOC들에 유일 

한 각각의 이름올 갖고 있다. 여러 개의 data structure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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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에는 투명하다. 이들은 database access routine만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database에 의 접 근은 record Y- device support를 제 외 하고는 channel access나 

access routine올 통한다. 

EPICS의 기본 소프트웨어의 하나인 Database scanning은 어떤 record를 언제 

처 리 할 것 인가를 결정 하는 역 할올 한다. 4가지 방식 의 scanmng이 있다. periodic, 

event, input!output(IO) event 그리고 passlve 방식으로 분류한다. event는 IOC 소 

프트웨어에 의해， 10 event는 외부 hardware interrupt에 의해， passive는 다른 

record와의 연결에 의해 해당 record의 실행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4. 하드왜어 구성 

EPICS를 사용하고 있는 IPNS Upgrade system 의 경우 front-end computer 에 

해당하는 IOC들은 ~otorola ~68060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Power 

PC processor들이 개 발되 면 upgrade가 가능하게 되 어 있다. 그 하드웨 어 구성은 

VME!VXI 표준올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crate의 선정은 해당 옹용에 따라 이루어 

지 고 있다. console computer인 OPI들은 Unix를 사용하며 X Window GUI를 갖고 

있다. 이 OPI workstation들의 network과의 접 속은 고속올 위 하여 single-attach 

fiber-distributed data interface(FDDI)를 사용하고 있다. 이 렇 게 하여 각개 의 OPI는 

IPNS Upgrade의 모든 프로세스 변수들에 접근이 가능하며， 또한 규정된 통제하에 

변수들의 조정 이 가능하다. 가속기 운전종류(commissioning ， operations, system 

maintenance)에 따라 OPI들은 단독으로 또는 상호연결 상태에서 사용된다.x 

Window client-server 환경에서 옹용프로그램은 주로 계산을 담당하는 client와 사 

람(사용자)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server로 나뉘어져 있다. IPNS Upgrade에서는 

client 와 server7} 다 OPI 프로세서들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이 항상 하 

나의 프로세서에 있지는 않다. 즉 각 OPI는 자신의 프로세서뿔만이 아니라 

network상의 임의의 컷에서 동작하는 client에 창을 열 수가 있는 것이다. 

- 301 -



Front end system올 구성 하고 있는 10C의 operating system으로는 고속의 

real-time kernel인 VxWorks를 채용하고 있다. 지역(local) 디스크드라이브는 없다. 

소프트웨어는 파일서버나 보드상의 PROM(programmable read-only memory)에서 

받는다. 10C는 사용자 코드 외에 작업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intenupt의 처리를 수 

행한다. IPNS Upgrade에는 58개의 10C crate7} 있다. 207R 이상의 VME 입출력 모 

률， 아날로그 입출력， 모터콘트롤， 디지틀 입출력들을 수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 

처리가 10C 레벨에서 이루어지며， 많은 10C 프로세서들의 병렬운전이 큰 장점을 

빚어내고 있다. 10C database는 1/0장치의 주소， 공학단위의 변환계수， 경보 설정치， 

제어계수， 제어 변수의 현재값 퉁올 갖고 있다. 이러한 database 의 record들이 조 

합되어 제어 알고리줌들이 작성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Database scanner가 database record들올 스켄하여 필요한 필 

드 값을 갱신한다. 또한 이는 경고 설정치， 하드웨어 상태 퉁올 점검하기도 한다. 

즉 database의 모든 I/O필드들은 어 떤 장치 나 다른 database의 레 코드에 접 속되 어 

있고 이에 의한 정보를 여러 장치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각신호 발령， 운 

동제어， waveform digitizing 퉁이 이 database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피드벡 

제어를 위한 일반적인 계산， 신호선택， 계수설정 퉁도 가능하다. 

5. Networks 

IPNS의 경우 설비 내에 산재하고 있는 10C들은 Ethemet에 의해 상호 연결되 

고 또 OP1에 접속된다. EP1CS가 지원하는 νo subnet으로는 Allen-Bradley, 

GP1B(General-Purpose 1nterface Bus), B1TBUS가 있다. Allen-Bradley νo subnet 

은 AB1771계열의 ν0 모률을 사용하는데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를 다 지원한다. 

경제적이고 견고하여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준으로 동선 또는 광섬유에 의한 

다지점 선로가 가능하다. 실험실에서 계측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GP1B는 거리한계 

가 보통 20m라는 점과 전선이 평형올 이루고 있지 않아 EMI/RF1 잡음에 영향올 

- 302 -



받올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물론 GPIB 표준에는 신호의 전송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거리를 연장시켜주는 상용의 설비들이 있으나 대단히 고가라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단점올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BITBUS이며 다지점 선로를 

사용하여 짧은 제어명령을 고속으로 전송하는데 유용하다. 광결합의 차동(전선)선로 

가 BITBUS 의 표준이나 EPICS를 위해 다지점의 광섬유 선로가 개발되어 있다. 

IPNS Upgrade에 서 는 107ß 의 OPI， 58개 의 IOC를 사용한다. network hub의 연결 

에 FDDI와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올 사용한다. IOC들은 요구특성 에 

따라 ATM, FDDI, 또는 fiber-optic-connected Ethernet branch를 사용하게 된다. 

채 3 절 Application Software 

전술한 바의 OPI와 IOC를 주축으로 하는 제어계통의 소프트웨어 환경올 이용하 

여 운전모드에 따르는 옹용소프트웨어가 작성된다. 그 외 특수하게 요구되는 소프 

트웨어도 있다‘ 부분적인 실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가속기 전체를 주어진 

조건하에서 시블레이션 하는 경우 퉁이다. 이들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의 개발에 필 

요한 효융적언 환경올 제공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 또한 제어계통 설정에 있어서 중 

요하다. 가령 운전모드를 개편하는 작업이 계통전체를 장시간 정지시킨다던가 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작업에는 표준화되거나 널리 이용되고 있 

는 개발 툴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EPICS의 경우 

MEDM(Motü - based editor display/manager)올 사용하여 설비의 운전패널올 쉽 

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들어진 패널올 실행시키면 바로 필요한 변수를올 

위 한 database로의 channel-access 가 이 루어 진다. 

채 4 절 Expert System 

대형 가속기의 경우 장치틀이 거대하고 복잡하며 장거리의 빔 라인올 갖고 있다. 

- 303 -



이러한 규모의 장치를 시운전(commis잉oning)하는데는 일반적으로 일련의 절차를 

반복하는 작업올 수반하게 된다. 빔올 발생하여 입사시킨 후 그 진행 경로를 따 

라가면서 빔올 진단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전자석의 전류를 조정한다. 이 

러한 일련의 절차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올 때까지 반복해야 된다. 이러한 시운전 

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올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올 이용한 일종의 

전문시스템 (expert system)을 만들어 가속기 빔 정렬에 투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전문시스템이란 정상적으로는 인간의 경험과 전문성에 의존해야 하는 작 

업올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이 시스템들은 일반적으 

로 “질적으로 우수한， 보다 유연성이 있는” 처리 수단 그리고 매우 복잡한 문제들 

올 해결하는 능력올 보이고 있다. 

재 5 절 기타 가능 

1. Timing System 

운전모드에 따라 결정 된 각각의 지 연시 간(timing pulse의 수)이 front-end 

computer를 통해 해당 VME 모률(지연계수기， 펄스발생기)들에 설정된다. 계통기 

준펄스가 시작올 알리면 각각의 지연계수기는 주어진 시계신호를 사용하여 설정된 

지연시간올 경과시킨 후 펄스를 출력한다. 이 때 사용하는 시계신호는 크리스털 발 

진기에 의한 실시간 시계일 수도 있고 빔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용도의 경우와 같 

이 해당 RF신호에 동기화된 신호일 수도 있다. 지연계수기는 사용하는 VME 모률 

에 따라 여러 가지 동작모드를 갖고 있다. 옹용에 따른 동작모드의 셜정도 

front-end computer에 의 해 이 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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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날로그 신호 계통 

넓은 주파수대역의 동축선 또는 광섬유 선로를 시설 내에 적절히 배설하고 동 

축 스위치들에 의하여 시설 내 어떤 곳의 아날로그 신호를 필요한 장소에 보내주 

는 계통이다. 스위치로는 VME의 해당 모률을 사용하던가 하여 컴퓨터 명령으로 

연결 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제어실의 한 곳에서 시설 내 원하는 곳의 신호를 

계측기( oscilloscope 퉁)에 연결하거나， 하나의 비디오 모니터에 여러 콧의 카메라 

신호를 접속하는데 이용된다. 

제 6 절 신뢰도 및 안전성 

1. 신뢰도 

먼저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에 대해서 보자. 컴퓨터가 계통제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속기 시설의 경우 그 기능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제어용 소프트웨어의 

전 기능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 어 에 동작중의 자체 점 검 (run-time self-checking)과 오동작으로부 

터 스스로 복귀하는 기능올 충분하게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대신 

에 처리시간이 길어지고 메모리 소요가 많아지므로 충분한 성능의 컴퓨터를 체용 

해야 한다. 하드웨어의 경우는 해당 기종의 실적올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이 다. 그러 나 front-end computer와 피제 어 장치사이 의 부품들은 실적으로 평 가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이들은 적절한 점검방법과 손쉬운 교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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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성 

사람에게 위해로운 곳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진공계통은 자체의 보호회로 

(hard wired circuit)를 갖추고 그 상태를 컴퓨터 계통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현 

장에 위치한 제어실에서도 시설 내 모든 안전시설의 상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장치들의 출입문 또는 캐비닛 문에 설치된 개폐인식 스위치들의 상태가 

콘솔컴퓨터에 그림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운전자의 설비 점검시 활용되도록 한다. 

진공설비는 전담 설비를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밸브 조작의 과실로부터 보호되 

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전담 보호설비는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지는 밸브 둥의 원 

격조작에 우선하도록 하고 보호설비에 사용되고 있는 밸브위치 진공도 둥의 값은 

역시 운전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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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빔 진단 및 방사선 계측기 

채 1 절 개 요 

입자가속장치에서 빔 진단은 고출력 장치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족스러 

운 빔 특성올 얻을 수 있으려면 관련 인자들을 측정하여 진단하고 분석하여 이론적 

모델과 비교하고 이에따른 가속기 01 
;’< 빔 보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온빔의 토등/서 「 。

..Q._ 
e 나타내는 양으로는 전류량， 전류밀도， 님1 

n 발산각 및 각 이온의 평행성， 에너지 

폭， 질량스펙트럼 둥이 있다. 에미턴스는 이온빔올 수송하는 경우에 수송할 수 있는 

비윷올 추정하는데 중요한 양이며， 많은 이온원올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양으로도 중요하다. 에 너 지 폭은， 이온원의 전송계에서의 많은 장치의 분해능올 결 

정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낮은 에미턴스， 고광도의 빔올 얻기 위해서는 분해능이 

좋은 진단 장치가 필요하다. 

채 2 절 양생자범 진단 

양성자 가속기의 이온원으로부터 최종 표적에 이르는 긴 수송계통에서 이온 

빔의 손실올 최소화 하고， 빔의 품질올 유지하는 안정화된 가속기의 운전올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이온 빔의 특성올 측정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주요 수송부품 전 후 

에서의 이온빔의 전류량， 빔의 에너지， 빔의 위치 01 

^ 공간분포 그리고 빔의 발산각 

퉁이 그것이다. 빔의 특성올 나타내는 양들은 빔의 진행방향에서의 특성과 그 방향 

에 수직인 방향에서의 특성이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빔의 진행 

방향은 종축(longitu버n머)， 여 기 에 수직인 방향은 횡축(transverse)이라 하며， 본 보 

고서에서도 이와 같이 정의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이온원으로부터 인출된 이온범은 그 전류가 검출되기까지는 긴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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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되므로， 그 사이에서 이온빔이 잔류 가스와 전하교환이나 전리퉁의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빔내에 이용외의 고속하전입자가 함유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현상은 

잔류가스압력이 높은 때에 현저하게 되므로 빔 전류의 정확한 측정올 위하여 빔수 

송계의 진공도는 매우 중요하다. 

빔올 진단하는 장치들은 빔과 물질과의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이용한 여러 가 

지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된다. 매질올 통과하는 빔으로부터 신호를 얻는 

mechanism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어떤 상호작용올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 

진다. 입자 빔과 물질의 상호작용에는 이온화， 제동복사， 쌍생성， 체렌코프 복사， 강 

한 상호작용 퉁이 있다. 일반적인 빔 진단장치의 대부분은 빔 입자와 간섭물질핵 

사이 의 예각(small angle) 쿨롱 산란에 서 얻 어 지는 신호를 검 출한다. 

빔 진단 장치나 기술의 목적은 빔 전하분포의 여러 가지 moment를 측정하는 

것이다. 전류 monitor는 전하분포의 시간， 공간 적분량올 측정한다. Stripline과 같은 

전자기 픽엽 장치는 빔전하의 중심의 위치 및 전하분포의 횡축 방향 일차 모멘트 

<X> , <y>를 측정한다. 픽업 장치에서는 부수적으로 bunch의 종방향 범위 및 형태 

에 관한 정보를 얻올 수 있다. 빔 프로파일 monitor는 주로 빔의 횡축 형태인 

<X2>, <l> 및 <xy> 모멘트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빔의 

각 특성올 측정하는 기본적인 방법들과 각 진단계통올 설계 할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범 위치 측정 

가. 빔 프로파일 측정 

빔의 횡방향 프로파일을 측정하는 데에는 빔과 물질과의 전자기적 상호작용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매질올 통과하는 빔으로부터 신호를 얻는 

mechanism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는 어떤 상호작용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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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가장 단순한 것은 형광 스크린올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빔의 폰재 유무를 간 

단히 식별할 수 있다. 그 밖의 방법으로는 wrre를 이용하는 방법， Ion beam올 이용 

하는 방법 둥이 있다 

1) 형 광 스크린(Phosphor or fluorescent screen)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오래된 빔 진단 방법이다. 형광판으로 빔의 진행방향올 

차단하고 plate와 반용하여 방출되는 가시광의 영상올 통하여 이온 빔의 프로파일올 

직접 육안으로 관측하거나 CCD camera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영상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1과 같이 빔의 진행방향과 45도 각도로 plate를 회전시켜 빔 

진행방향과 90도 각도에서 관찰하고 관찰이 끝나면 원 위치하여 빔의 진행올 막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4. 1]. 

형광 스크린에 의한 빔 프로파일 측정의 resolution은 형광물질의 grain 크기가 

대략 30 micron 정도이므로 이에 따른 제한이 있다. Ab03:Cr3+는 파장이 6930, 6940 

A인 붉은 빛올 내는 형광물질로서 8X 1015 5 GeV 양성자 빔(약 1.3mA)에서도 

degradation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Resolution은 50-100 micron이다. 

Gd202S:Tb는 오실로스코프에 보통 사용되는 형광체로서 분말의 형태이다. 주 

로 전자빔의 경우에 사용하며 0.5mm spot에 5X 1015 전자빔에 노출되면 방사선 손 

상올 입는다. 이 선량의 2/3까지의 노출에는 손상이 없다. 100 마이크론 spot내의 

1010 전자까지는 형광 반웅이 선형성올 보인다. 

황화아연(Zinc sulfide)은 제곱센티미터 당 양성자 개수 1010 의 감도를 가지며， 

요즘도 사용되고 있는 잘 알려진 형광체이다. 제곱센티미터 당 양성자 개수 1017에 

노출되면 형광 반옹이 사라진다. 오실로스코프에 사용하는 P-3, P-31 형광체가 

ZnS의 변이체들이다. 이것들은 업자 범 뽑아니라 x-선 빔올 영상화하는 데에도 사 

용된다[ 4.2]. 

2) Wire를 이 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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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Wire를 이용하여 빔의 위치를 scan하는 방법은 wire의 개수에 따라 단 

일， double, tripple방식이 있으며 다수의 wire를 고정시켜 빔의 프로파일올 측정하 

는 방법도 있다. 그림 4.2는 3개의 wire를 이용하여 빔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wlre는 빔과 사선 방향으로 위치되며 다른 하나는 빔진행에 대해 수직방향 

으로 위치한다. 이상과 같은 세 프로브 wire를 회전하면서 빔전류에 관한 자료를 

얻은 다읍 간단한 토모그래피 앨고리즘올 이용하여 빔의 단변에 대한 분포를 측정 

한다. 그림 4.3에서와 같이 Segmented wire ionized chamber 는 고정된 다수의 

wire 구조를 갖고 있오며， 가로 혹은 세로 방향의 wlre에 포집되는 전류를 각 wlre 

별로 측정하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다. 전류를 적분하는 회로가 wire 수만큼 필요 

하지만 multiplex를 하게되면 x-y 각 축당 하나씩의 출력신호선만이 필요하게 된다 

[ 4.3]. 

3) Ion Probe 

이 방법은 정교하게 포커스를 한 30 keV 이하의 낮은 에너지의 ion beam올 

측정코자 하는 이온 빔과 직각 방향으로 입사하여 충돌시킨후 굴절되는 빔의 위치 

를 multichannel plate와 같은 계측기로서 측정하는 장치이다. 측정대상 이온빔의 전 

하밀도가 클경우 빔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서는 입사 시킬 이온의 종 

류와 에너지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이 방법의 개략적 원리를 아래 그림 4.4에 나타 

내었다[ 4.4]. 

4) 그밖의방법 

형광 스크린에서 나오는 광반용은 사라지는데 ms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이 

러한 방법으로는 입자빔의 번치 Cbunch) 구조에 관한 정보를 얻올 수 없다. 그러나 

체렌코프(Cherenkov) 복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그 강도가 빔 전류에 비례하므로 

빔 bunch 들이 매우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번치의 프로파일올 측정할 수 

있다. 체렌코프 복사는 굴절률이 1보다 큰 매질에서 업자의 속력이 그 매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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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속보다 클 때 생기는 빛으로서 quartz 풍을 이용하면 좋은 반옹올 얻는다. 그 외 

에 transition radiation올 이용하는 방법， synchrotron radiation을 이용하는 방법， 빔 

이 지나간 경로에 생긴 이온올 측정하는 방법 퉁이 있다[ 4.2]. 

나. 빔 pickup 

여기서 말하는 범위치란 빔의 진행 방향 즉 z 축상의 위치를 말하는 데， 정확 

히는 빔 라인 중의 어느 고정된 위치에서 번치 빔의 입사시간을 픽업하는 것올 말 

한다. 가장 보면적인 픽업방법으로는 stripline pickup방법이 있는 데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빔 진행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금속 스트립올 설치하면 빔과 스 

트립은 일종의 transmission line으로 고유의 엄피던스를 갖는다. 이 때 메탈스트립 

의 양단을 같은 특성 임피던스로 termination시키면 빔이 진행할 때 반대방향으로 

displacement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가 전단 terminator에 전압신호로 나타난 

다. 이 때 신호의 크기는 금속스트립이 빔라인의 외부를 100% 감싸지 못하기 때문 

에 스트립의 폭에 비례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림 4.6과 같이 button style의 

픽업 전극을 이용하기도 한다[4.5， 4.6]. 

H머1 probe t..t flux-gate megnetometer 이외의 픽업 전극을 이용한 방법흐로는 

dc 전자기장을 감지할 수 없으므로， 빔의 시간에 따른 변화 성분에서 발생되는 신 

호를 검출하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빔 프로파일 측정 방법들에서 나온 신 

호로도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4.7]. 

2. 범 전류량 측정 

빔 전류량은 가속기 최종단계에서 이온빔의 옹용시 빔의 에너지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변수일 쁨만아니라 가속기의 운전 전과정올 통하여 가속기 빔라인의 동작 

상태를 관찰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이온빔의 전류량 측정은 가속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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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라인의 여러 지점에서 수행되며 이의 정확한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빔 전류의 

측정은 크게 빔의 진행올 가로막으며 측정하는 접촉측정방식과 빔의 진행올 방해하 

지 않으며 무접촉 측정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절대치를 측정 

하는 방법과 비교 측정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절대치 측정이 훨씬 어렵다. 본 절 

에서는 보편적이면서도 본 보고서의 주요 테마인 고에너지 대전류 양성자 가속기에 

서 응용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가. 무접 촉 측정 방식 [4.8] 

이온빔이 펄스형 또는 고주파로서 변조되어 있다면， 빔경로의 아주 가까이에서 

유도전류 또는 유도자계를 검출하는 전극이나 검출코일올 장치하여， 이온빔의 위치 

나 밀도를 알 수 있다. 이 검출전극이나 코일은 진공용기내부 혹은， 진공외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의 이온빔은 직류(연속)동작하므로， 펼스화나 변조를 

하지 않고서는 측정할 수 없다. 다행허도 통상의 이온빔에는 솟트 잡음이나 이온원 

의 플라즈마 특성 중에서 생기는 빔플라즈마 상호작용에서 기인한 잡음이 있고， 이 

런 것은 부유전자에 있어서 더욱 거시 영역에서는 중화되어도 미시적으로는 중화가 

안 되므로， 적당한 전극에 따른 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방법에서는 각종 이온 

원에 따른 잡음 레벨이 다르므로， 이온전류의 절대측정이 가능치 않아서 반드시 다 

른 측정법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 무접촉 측정방식은 가속되는 빔에 손상올 주지 

않으며 빔의 전류량을 측정하는 기법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1) Classical AC Transformer 

이 방법은 가속관 내부에 그림 4.7과 같은 토로이달 모양의 트랜스포머 코아를 

삽입하고 빔전류에 의해 2차측 픽업코일에 유도되는 전류를 측정하는 것으로 빔전 

류와 픽업전류와의 관계는 Laplace 공간에서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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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sr x !! - ---
s 1 + sr “ Ns 

여기서 N 는 2차측 픽업코일의 감은 횟수이며， T는 

r=술 

(4-1) 

(4-2) 

이고， L 은 픽업코일의 인덕턴스이고， R은 픽업코일의 부하저항값이다. 

만일 빔전류의 변화도 즉 주파수 w가 l/T 보다 매우작다면， 

Is=괄 (4-3) 

로 단순화되어 픽업전류는 빔전류에 비례하는 이상적인 트랜스포머 전류형태를 띠 

게된다. 또한 w가 l/T에 비해 매우 크다면 위 식은 

1 s= srx줬 (4-4) 

과 같이 되어 픽업전류는 빔전류의 미분값에 비례하게 되며 이경우를 소위 B-dot 

coil이라 부른다. 

전류의 측정시 수반되는 주변잡음의 영향을 적게 하기위해서는 트랜스포머 코 

어의 투자율과 단면적이 크도록， 코어의 유효반경이 짧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코어 

에서의 에너지 손실과 픽업코일과 그라운드와의 capaci tance 영향에 의해 주파수 

특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코아의 재질과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픽업코일과 

빔전류와의 capaciti ve coupling이 작게 되고 또 외부 잡음의 영향올 줄이기 위해 

픽업코일의 주변올 금속으로 차폐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저주파수의 영 역확대를 위하여서는 그림 4.8과 같은 Hereward Feedback방법 

올 쓰기도 한다. 

2) Wall Current Monitor 

100 MHz이상의 빔 전류 측정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bearn bunch의 

시간특성을 100 picosecond 이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W머1 current monitor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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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관의 내부벽에 유도되어 흐르는 W허1 current의 경로에 수백 mOhm - 수 Ohm 

의 저항올 삽입한 것으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빔전류를 측정하는 

일종의 single tum transformer이다. 저항에 걸리는 신호전압이 이온빔의 위치에 무 

관하도록 저항을 부착시키는 것과 모든 shuntÀ~ 항을 잘 조절하여 GHz 영역까지 

주파수 특성을 좋게하여야 한다. 

3) DC Transformer 

그림 4.9와 같이 인접한 두 개의 코아가 빔전류에 의해 같은 위상올 갖는 플럭 

스를 갖게 되는 데 이 때 외부 모률레이터에 의해 두 코아 사이에 위상차를 발생케 

해주면 두 코아사이의 플럭스 불균형에 의해 전류신호를 발생하게 된다. 모률레이 

터는 dc 신호전류를 주파수공간의 모률레이터에 인가하는 특정 주파수 대로 이동해 

주는 역할을 한다. DCT는 보통 피드백 구조로 작동되며， 피드백 와이어의 전류가 

빔전류와 반대방향이어서 dc flux룰 제로화 해준다. DC transformer를 사용하면 1 

μA의 민감도로서 빔전류의 측정이 가능하며 100,000 정도의 높은 dynamic range 

를 갖게 된다. 

나. 접촉 측정방식 

빔의 진행올 차단하며 빔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들에는 패러데이컵과 같이 빔 

전류를 직접포집하는 방법과 칼로리미터와 같이 전력측정올 함으로써 범전류를 측 

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그밖의 여러 가지 방법이 었다. 

1) 직접전류 포집 방법(패러데이 컵) 

가속된 이온빔의 전류를 측정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1개의 금속이온집극 

올 이온빔의 경로에 삽입하여 이온집극에 포집되는 전류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온집극에 흐르는 전류를 이온빔의 전류로 해석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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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용이 고체표면에 충돌하면， 그 표면으로부터는 

이차전자， 이차이용， 스횟터 원자， 일차 이옹 반사원자둥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전자의 충돌에 의한 금속표면의 이차전자방출비 6 는， 일차전자의 에너지가 수 

십~수백eV일 때 최대치 약 1전후의 값올 가진다. 따라서 전자를 수반하는 음이옹 

빔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이차 전자 방출률이 1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전류의 

극성까지 변하게 할 수 있다. 양이온의 경우에는 전자에 비해 이차전자방출비가 비 

교적 작은 데 이것은 이옹 중의 전자와 고체구성원자 중의 전자의 상대속도를 고려 

할 경우， 전자가 단독으로 고체에 충돌할 경우의 속도에 비하면 Mlm (M:이옹의 질 

량， m:전자의 질량)배 작으므로， 이온의 충돌에 따른 2차전자방출비가 최대값올 얻 

는 것은， 전자 단독일 경우 에너지의 Mlm배 정도의 에너지， 즉， 100keV이상의 에 

너지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어느경우에도 이차 전자의 방출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차이온량온 고체표면의 일함수의 값에 따라 변화한다. 특별한 표면처리를 하 

지 않은 금속표면이라면， 이차 이옹량은 아주작다. 양이온에 대한 일함수가 높은 경 

우나 음이온에 대한 일합수가 낮은 경우에는 이차이옹생성률은 중가하고， 양이온의 

경우에는 1이상， 음이온의 경우에는 0.1이상의 값이 되어 얻어진다. 이차 이온의 에 

너지분포는， 스횟터링입자의 에너지 분포와 닮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고체표면원자 

의 결합에너지정도에서 최대값올 얻는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이차 전자를 포함한 이들 하전입자의 방출올 억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쓰이는 전극계를 통상 페러데이 컵 (Faraday cup)이라고 

부르고 있다. 1836년 M. Faraday가 하전입자의 측정올 위해 사용하였으며， 그 구조 

는 컵형의 구조이고， 구조만으로도 상당량의 이차 하전입자의 산란올 막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온빔전류를 측정하는 장소는 고진공이고， 이온집극의 재료도 특별히 

일합수가 크거나 작은 것올 사용하는것이 아니라서， 이차이옹의 양은 작으므로 주 

로 이차전자의 방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립 4.10에 보이는 모양의 다전극 구조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그립 4.10의 제1전극은， 측정하는 이온빔의 지름을 제한하고 제2전극에 이온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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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끝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전극이 없으면 제2전극의 기울여 

입사된 이온에 의해 많은 이차전자가 생성되어 측정오차의 원인이 된다. 제2전극 

은， 제3전극의 이온집극으로부터의 이차전자 방출올 억제하기 위한 전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 1전극과 제3전극에 대하여 음의 전위를 걸어준다. 전위의 크기는 제2전극 

의 중심 가까이에서 이차전자의 에너지의 최대값(최대값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의 수가 필요정도의 오차의 범위내)이라면 좋다. 따라서， 전극구조나 재질에 따 

라 필요전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50-300V 정도의 값이다. 제3전극으로부터 

나왔던 비교적 높은 에너지의 입자가 제2전극에서 충돌한다면， 그 충격에 따라 나 

온 이차전자가 또 제3전극에 미주(避走)한다. 이와 같이 제2전극과 제3전극간에는 

전류가 순회할 정도라서， 제2 및 제3전극에 흘러들어 전류를 합계하여 전류계를 연 

결 이온전류를 측정할수 있다. 

또한 이차전자의 발생올 억제할 목적으로， 빔과 직교하는 방향에 비교적 약한 

자계(이온빔의 궤도는 그다지 변하지 않지만， 전자의 사이클로트론반경은 전극의 길 

이보다 아주 작다)를 걸어 주는 방법을 도입하기도 한다. 

2) 전력측정법 (칼로리미터) 

빔의 전력을 측정하므로써 전류량올 추정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페러 

데이 컵 구조에서는 2차전자를 억제할수 없는 정도의 대직경， 대전류 이온빔을 측 

정하는 경우나， 고속중성입자를 함유한 전류량의 측정에 유효하다. 

이옹빔이 큰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고체표면에 충돌할 경우 대부분의 에너지를 

고체에 열의 형태로 전달하므로， 고체에 전달된 전력량 P, 즉 열량올 계측함에 의해 

P=IV(이온빔이 단일 에너지 V일 경우)이므로 이온전류량I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 

우의 이온전류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온입자의 양올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빔수송 중에 하전변환에 따른 고속중성업자가 된 입자량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 

가 필요하다. 일례로서 그렴 4.11에 페러데이 컵에서 측정된 전류밀도분포와， 전력 

으로 측정된 업자밀도분포의 비교를 보인다. 이와 같이 전력측정은， 중화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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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운 계에서의 이온빔의 량올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이온이 고체표면에 충돌될 때， 고체로부터 방출되는 주된 에너지 

Eem은， 입사이온개수를 ni , 1차이온의 반사율 a , 스횟터율 및 스핏터입자의 평균 에 

너지를 β 및 Esp, 2차 전자 방출율 및 2차 전자의 평균 에너지를 a 및 Ese라고 하면， 

다음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Eem= aVI+ ßntE앨 + 8ntE~ (4-5) 

Ee써VI가 이 측정에서의 오차가 된다. 1차 이온의 에너지가 수 keV부터 

100keV의 범위에 있다면， a 는 10-2이하， β 는 1-20정도， Esp는 수 eV정도， 8 는 

0.1-10정도， Ese는 10수eV정도이므로， 1차이온의 에너지는 1keV이하 정도로 어지간 

히 낮게 되지 않는 한에서 큰 오차가 되지는 않는다. 

고체표면에 홉수된 열량올 계측하는 데는 열저항이 큰 물질에 열류를 흘려서 

그 양단의 온도차를 측정하는 방법과， 전극의 냉각수의 열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 

이 있다. 전자 방법의 개념을 그림 4.12a에 보였다. 물질 1은 이온빔이 조사된 전극 

에서 알루미늄이나 동과 같은 열전달이 좋은 금속， 물질 2는 비교적 열저항이 높은 

금속， 물질 3은 물질 1과 같이 열전도가 좋은 금속이 선택된다. 물질 2를 통과하는 

열량에 비례하여 물질 1과 3의 사이에 용도차가 생기므로 각각의 온도를 측정하든 

가 직접온도차를 계측하여 열량올 측정한다. 통상 물질 1에서는 부족열량발생용의 

히터를 설치하여， 보통 온도차， 즉 물질1에의 전력올 일정하게 하는 페러데이 컵회 

로를 이용하여 히터에 전력올 공급하고， 일정전력과 히터공급전력의 차를 가지고 

이용빔의 전력으로 한다. 물질 3은， 특히 전력이 큰 이온빔전력올 계측하는 경우에 

는， 가능한 한 용도의 상승이 없도록， 열용량이 큰 것에 접촉시켜 놓거나， 강제냉각 

올 하여 두는 것도 좋다. 열응답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물질 1과 2의 열용량올 

작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2b는 저전력용에서 칼로리메타와 페러데이컵이 일저 

하게 된 측정계의 예이다. 

한편， 후자의 방법에서는， 그림 4.12c에 보여진 바와 같이 이온조사전극에 설치 

된 냉각파이프에 냉매를 흘려 그 냉매의 출입구에서 온도차와 유량올 측정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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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유입된 열량을 계측한다. 이온조사용 전극으로서 동파이프를 나선으로 감은 

것 퉁이 사용된다. 냉매의 비열올 알고 있다면 유량과 온도차와의 곱에서 열량올 

계산할 수 있다. 냉매의 비열 둥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이온조사용 전극에 부족 열 

량 발생용 히터를 설치하여 히터 전력으로부터 이온빔 전력올 계산해 낸다. 

이러한 전력측정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전력범위는， 1Q-7W (O.lmA, 1kV, 중 

성입자)부터 적어도 3kW (l50mA, 20keV, H+) 또는 그 이상이다. 소형의 측정계에 

서는， 열웅답속도가 약 1초라는 작은 것도 있고， 또 정확도도 0.5%에서 안전도가 

12.5mW (0.25μA， 50kV)부터 130mW까지에서 :t 0.1%의 것이 있다. 

3) 그 밖의 방법 

이온빔의 전류분석을 간단히 아는 방법으로， 형광 또는 인광판에 이온빔올 때 

리게 하고 그 광방출량올 관측하기도 한다. 전자 빔에 잘 발광하는 형광분도 사용 

할 수 있으나， 이온 빔에 따른 스횟터링이 격하므로 청정올 요구하는 진공용기 내 

에서는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입수하기 쉬운 형광물질으로는 석영이 있지만 이 

온빔의 에너지가 꽤 높지 않으면 발광하지 않으므로， 고감도의 물질흐로서는 리륨 

글래스나 크롬에서 활성화 된 알루미나 둥이 이용된다. 사파이어는 이온빔 손상에 

강하지만 감도가 나쁘고 고가이다. 

이온빔올 조사한 부분의 상올 기록한 방법으로는， 최대한 간단한 방법은 청정 

금속표면의 이온 불탐(진공 그리스둥올 앓게 바르면 상이 나타난다.)올 이용한 방법 

도 될 수 있지만 고진공 보호의 점 때문에 그다지 선호되지 않으므로， M003나 

W03둥을 이용한 것이 좋다. 사파이어 위에 결정성장시킨 Si 박막올 사용하면 그림 

4.13에 보여진 것과 같은 이온빔 조사량과 광여과량에 꽤 큰 범위에서 상관관계가 

있고， 또 이 손상은 8OQ
O

C 의 어닐에서 완전히 소거되는 이점이 있다. 촬상관과 같은 

방법으로 이온빔전류량의 분포를 모니터할 수도 있다. 즉， 절연물상에 이온빔올 조 

사하여 그 위에서부터 전자 빔에서 주사한 것에 따라 돌아온 전자빔 량의 주사상 

(走훌像)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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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편주사에서 전기기능적으로 이온빔올 모니터하는 방법으로는， 진동 또는 회 

전선의 전류를 신크로스코프에서 그 주기를 동기시켜 주사하여 전류밀도분포를 읽 

는 방법， 가동의 소공(小孔)올 이용한 방법， 미소분할된 고정전극에 흘러들어간 전 

류를 읽어 들이는 방법 퉁이 있다.2차 전자 방출 특성올 조사한 값에 따라， 표적으 

로부터의 2차 전자 전류를 모니터하면 이온 전류량올 안다. 빔 경로중에 Ta박막올 

두고 거기부터 방출된 제동 방사 전자파를 반도체검출기에서 계측하여 이온빔의 분 

포나 위치를 검출할 수 있다. 

이온빔의 순도가 문제가 될 경우， 표적 원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발생하는 특 

성 X선을 계측함에 따라 빔량 및 각 이온의 성분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에너 

지 100keV이상에서 질량이 가벼운 원소의 경우에는， 러더포드 후방산란(Rutherford 

backscattering)의 기술이 사용될 수 있고， 빔 강도 및 각 이온의 성분비를 측정 할 

수 있다. 고 에너지빔의 경우에는 빔의 경로 중에 극박막(예를 들자면 Au)올 두고 

빔의 일부가 박막의 원자핵과 충돌하여 산란되어 나온 것올 반도체검출기에서 계측 

한다. 이 방법의 특정은， 박막의 면밀도와 측정입체각올 알고 있다면 후방산란의 단 

면적이 이미 상세하게 측정되어 있으므로 빔속이 ::\:2%이내에서 간단하게 계산할수 

있다. 게다가， 막의 두께가 충분히 앓다면 막에서 산란된 빔량은 작고 대부분의 이 

온은 에너지 및 발산각이 변화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다. 통상의 질량분리에서는 

분리될 수 없는 질량 전하비의 똑같은 이온， 예를 들자면 Hz+와 2He+의 구별이 생긴 

다. 다만， 이 방법은， 저 에너지의 중이온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과， 스핏터링 때문 

에 막의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 단점이다. 

3. 빔 에너져 측정 

인출된 각각 이온의 에너지는， 통상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평균 에너지주위로 

폭올 가지고 있다. 이것올 에너지폭이라고 하고， 이 값이 큰 경우에는 이온빔의 집 

속， 편향， 분석시에 있어서 성능 처하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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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폭의 발생원인으로서는 이온원 플라즈마 내부에서 

속도 인출된 이온빔과 동일방향의 이온들이 상호작용에 따라 속도분포를 가지므로 

시간변동 전압의 인출 하나로서 생각된다. 다른 요인으로는 그 것이 분포가 남은 

이온원 플라즈마 높게 된다. 그 밖에 즉 리플인데， 이것은 비교적 저주파의 경우에 

의 전위가 어떠한 원인， 예를 들자면 주파수가 낮은 빔플라즈마 상호작용으로 시간 

일으키는 경우이다. 결국 에너지 이옹빔에 변조를 변동하고 그것이 인출된 적으로 

보여진 것의 합계로서 표현된다. L1 E는 다음 식에서 프ε 
õ 

(4-6) t:. E= T j + t:. V ext+ ηt:. V ose 

이온원 플라즈마 전 L1 Vose는 L1 Vext는 전원의 립플， Ti는 이온 온도 여기에서 

기여하는 비율을 표시한다. 그림 4.14는 전 

원 리플올 없앤 각종 이온원의 전형적인 에너지폭올 나타낸다. 

p 는 그것의 에너지폭에 위변동의 진폭， 

가. 이온원 플라즈마의 전위 변동 

공간전하를 무시 이제， 1차원의 2전극에 따른 이온 인출계를 생각한다. 이온의 

플라즈마 전위가 Ve+VaCOSωt로 변동되고 있올 때， 이온 인 하고， 이온 방출변에서 

은
 끓

 
이온의 출전극올 통과한 이온입자가 얻는 에너지를 계산한다. 전극내에서의 

다음식에서 고려된다 . 

. dv eVe • eVa ‘ 
1 dt - 강--r-강- COSωl (4-7) 

이온 풀고， 이온 인출 전극에서의 보여진 경계조건에서 속도 v를 그림 4.15에 

(4-8) 

의 에너지 E를 구하면， 다음 식과 같이 된다. 

E= ~ m iV 21 t= t1 = ~ m i(즈Kξt1+1K으-sinωt 1) 2 
I t= n 2". t\ m jd • l' m i ω l 

t 1츠(魔) 1/2d 인 것올 얻올 수가 있 이용하여 다음 식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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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J、 P / 2ρV • 1/? 
=-꽉」 = -EL-( -「ζ쉰) 1/ 

2Va ωd 
(4-9) 

또， 공간전하를 고려한 경우에는 계수가 다소 변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요 , e..1 ( 2~_Vξ) 1/2 
3 ωd' mj 

(4-10) 

식 4-9 및 식 4-10는 주파수에 대하여 역비례의 관계에 있고， 고주파의 변조에 

대해서 이온 입자의 에너지 변조의 옹답을 할 수 없이 되는 것올 보여주고 있다. 

나. 액체 금속이온원에서의 에너지 폭 

이온빔이 갖는 에너지폭은 집속렌즈계에 있어서의 색수차의 원인이 되므로， 가 

능한한 적은 편이 좋다. 일반적으로 가스를 전계전리하는 이온원에서는 에너지폭이 

약 1eV이하로 작고， 액체 금속 이온원도 적게 되는 것올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10-

백수십eV까지도 되어서 실용상의 문제점으로 되어 었다. 에너지폭은 전전류량의 증 

가와 함께 현저히 증가되는 경향올 나타내며 그래서 가장 높은 휘도가 얻을 수 있 

는 때는 전전류가 최저의 때라는 아이러니칼한 결과가 된다. 이것은 액체금속이온 

원에서 이온의 발생부분이 점광원에 가까워 전류밀도가 대단히 높으므로 이온입자 

간의 쿨롱력에 의한 산란이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 반경 ra의 선단에서 발산되어가 

는 하전입자의 굴롱상호작용에 의해서， 횡방향에서 축방향으로 운동량이 교환되므 

로서 생기는 에너지 폭의 증가분의 2승평균은 다음식에서 표현된다. 

L1E 2cx!/(ya a 2) (4-11) 

여기서 I는 전류량， a 는 빔의 발산각올 나타낸다. 갈륨CGa)의 경우의 전형례를 

그림 4.16에 나타낸다. 에너지폭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증가된다. 그림에서 전류가 

영의 경우에 상당하는 에너지폭은 전리현상인 전계증발에 기인한다고 생각되고 있 

으며， Ga의 경우 수 eV이다. 에너지폭의 증가분의 질량 의존성으로서는， 무거운 이 

온일수록 쿨롱상호작용올 하는 영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므로 에너지 폭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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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 많아진다. 

특히 금이온의 경우에는 1가 이온의 에너지폭이 다전하 이온의 그것에 비해서 

대단히 크다. 그 원인이 전하교환에 있다고 생각된다. 액체금속표면에서 발행하여 

인출되는 전압으로 가속된 빠른 이온과 칩 주위에 존재하는 중성입자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명에 의한 전하교환이 생긴다. 

Au+ + Au • Au + Au+ 

fast slow fast slow 

이 단면적은 다전하 이온의 것과 비하면 크고， 또 칩 근방에는 중성입자 밀도 

(4-12) 

가 대단히 높으므로 위 식의 반용이 잘 생긴다고 생각되고 었다. 이러한 반옹이 생 

기면 생성되는 저속 이온이 거기서부터 가속되므로， 그 이온이 가지는 전에너지에 

부족함이 생겨 그것이 에너지 폭의 원인이 된다. 일가 이온에 비하면 다전하 이온 

의 하전변화 단면적은 작으므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에너지 폭이 증가 하는 것 

은 일가 이온의 경우만이다. 

다. 에너지 분석기 

이온빔의 에너지의 분석에는 감속전계를 걸기도 하고 편향시키기도 하고 렌즈 

의 수차를 쓰던가 속도차를 쓰는 방법이 었다. 대표적인 에너지 분석기의 특정 퉁 

올 표 4.1에서 보인다. 이 가운데 이온빔의 에너지 폭의 측정에 잘 이용되는 측정법 

으로서는 반사전계형， 정전프리즘형， 자계프리즘형 퉁이 었다. 

1) 반사전계형 

반사전계형은 하전입자를 반사전계형으로 감속시켜 그 전류를 페러데이 컵둥 

에서 받는 형식의 분석기이다. 원리적으로는 평행 2전극계를 생각할 수 있다. 입자 

포집판에 유입하는 전류는 1r(V ret) , 빔의 업자의 에너지 분포계수를 f(V)로 했올 때 

… “ 



If= JGtx ηdV. (4-13) 

단， 입자의 에너지를 E(J)라고 하고， 전하를 q(C)라고 했올때 

V=E/q, Vret :반사전압 (4-14) 

와 같이 분포계수의 적분형으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입자의 분포계수를 구하기 위 

해서는， If를 계수로서 미분할 필요가 있고， 이점에서 에너지 분포계수를 직접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결점이 있다. 또 위 식에서부터 입사 하전입자의 에 

너지를 전하로 나눈 것이 독립변수로 되어있고， 질량은 측정결과에서는 영향을 꺼 

치지 않는 것올 알 수 있다. 그러나， 반사전계형은 분해능을 높이 유지한 상태로 I f 

를 얻을 수가 있고， 페러데이 컵전류의 중폭기퉁의 고속화를 할 수 있고， 또 변화시 

킨 대상이 전계이므로， 고속화에 적당하다. 간단한 구조에 높은 분해능이 얻어지고 

(잘 설계된 것으로 L1E/ E= 10 -5 ", 10 -6 , L1E는 분해농의 절대치)， 입력전류량올 특성 

으로 하면 소형화도 가능하다. 이온빔의 측정에 있어서는， 반사전원으로 이온빔의 

가속전원을 사용한다면， 전원계에 탄 저주파의 잡음의 상쇄효과를 어느 정도 가지 

게 할 수 있다. 반사전계형은， 반사전압으로서 이온빔의 가속전압과 동퉁한 전압올 

반사전계에 가하기 때문에， 전극간의 절연 파괴의 문제가 있으므로 측정할 수 있는 

입자가 비교적 저 에너지의 것으로 한정되고， 수 eV부터 100keV청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것에 제한 된다. 그림 4.17에 아주 단순한 평행 3판 전극의 반사전계형 에너 

지 분석기를 보인다.A를 통과시킨 이온범 중에서， 그 축방향의 에너지가 

V ret능E/q (4-15) 

를 만족하는 입자만큼이 B에서 반사되고， 다른 것은 B를 통과하고， B， C간에서 가 

속시키고 페러데이 컵에 입사한다. 반사전극내에서는 다량의 2차전자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으나， B， C간에서 유효하게 반사되어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입사이온 

빔은 아주 작은 ei의 입사각올 가지게 되고， A전극올 나온 곳에서 A의 구멍의 렌 

즈효과때문에 1~r 근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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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늑 8i+48i= 8i- 」2 - -L 
2 f 

(4-16) 

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f는， 원형 천공 렌즈에 대한 Davison -Calbrick의 식으로부 

~_Jφ2- φ1) - V 172t/S 
-- -L 

f 
-

4φ o 
-

4 V ret 
-

4S 

터 

(4-17) 

8 0 =8 i+(요 8S 

따라서， 

(4-18) 

야
 
까
 

로 할 수 있다. 여기서 A , B간의 반사전계를 받은 것은 업자의 축방향의 

I쫓cos 8 0 (4-19) 

입사입자에 대한 페러데이 컵전류출력은 그림 만큼이다. 이 때문에 단일 에너지의 

L1é만름 낮은 에너지의 점으로부터 감소를 시작하고 

L1s= Esin 28
0 = Esin 2(8 ì+옳)책8 i+옳) 2 

4.18과 같이 E보다는 

(4-20) 

L1d2E로 여긴다고 하면 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분해농올 대충 근사하여 

L1E. L1ε 1 ". , D -----=-(8-+--) 
E 

-. 
2E 

-
2 ’ 8S 

(4-21) 

분석전극계에서는， 렌즈효과가 생기고 정 로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구성의 

확한 에너지분석이 어렵고， 분해능도 아주 나쁘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A , B의 양전 

극간에서 감속올 하지 않고， 이온빔의 에너지를 약 1/20이하로 떨어뜨린다. 

분석올 한다. C , D전극간에서 C전극은 반사전극이고， B, C전극간에서 에너지 

C전극을 통과 시켜 이온빔을 업사에너지까지 재가속시켜 페러데이컵으로 인도한다. 

8 。를 가지는 이온빔 중의 성분은， A， B간의 감속에서 발산되고 B전극에 홉수되 큰 

8 。는 전 입사할 수 있다. 8 를 가지는 성분만큼이 B, C의 에너지분석부에 고，작은 

영향은 전부 무시 할 

비례하여 적고， 렌즈효 

8 의 

감속전계의 변화분는 전 감속전계에 

- 324 -

기하구조와 전위배분만큼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또， 8， C간의 

극 A , B의 
__,._ 
T 



과에 따른 오차를 없애는 데에 유효하다. 

2) 정전 프리즘 형 

정전 프리즘에서 업자는 에너지에 따라 그 궈l도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정전 

프리즘의 업구와 출구에 슬릿올 두고， 정전 프리즘의 가운데의 전계를 변화시킴에 

따라 에너지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제， 가장 간단한 원통 프리즘올 그림 4.19와 같 

이 가정했올 때， 업사에너지 E, 전하 q를 가지는 하전업자의 통과조건은 

_ß_ = kV ,1ø{ q “ i 

(4-22) 

단， 

k= ~ /ln 효으 2 1'" R i (4-23) 

으로 표현 된다.k는 편향기계수라고 불리우고， 기하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값이 

다. 편향면으로서는 원통면， 토로이달면， 구면이 사용되고， 제각기 원통 프리즘， 토 

로이달 프리즘， 구형 프리즘이라고 불리운다. 프리즘형 에너지 분석기의 특정은， 자 

계 프리즘을 포함시키고， 어떤 기하학조건올 만족시키면 집속성올 가지게 할수 있 

다. 전계프리즘， 자계 프리즘의 양자의 가운데의 입자례도는 통일적인 이론으로 다 

루어지고， 그 가운데에 집속성도 보여진다. 원통프리즘은 축방향의 집속밖에 할 수 

없지만， 토로이달프리즘， 구면 프리즘에서는 경방향의 집속도 기대할수 있고， 극소 

전류의 경우에 유효하다. 식 4-23에 보여진 바에서는， 슬릿의 통과조건은 E/q만큼에 

서 결정되고， 이 점에서 반사계형과 똑같은 특성을 가진다. 모든 하전입자의 에너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편향전극간의 절연올 고려한다면， 100keV정도까지가 사용궤도 

이다. 분해능은 

L1E/ E= L1S/2R (4-24) 

D..S: 슬릿 폭 

라고 여겨진다. 분해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LlS를 작게하고 R올 크게 하면 좋지 

만 LlS는 제작상의 정밀도나 전류수량의 관계 때문에 작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 

멍
 

q 
나
 



다. 또 R은 장치의 대형화나 제작상의 곤란성 때문에 그다지 크게 할 수 없으므로， 

L1 E!E=10-3 - 1Q-4정도이다. 데이터 처리의 관점으로 부터 보면， 이 형은 페러데이 

컵의 출력전류가 직접에너지 분포계수를 고려한다고 하는 장점이 었다. 이 때문에， 

데이타 처리는 반사전계형과 같은 미소조작올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입력이 슬릿에 

따라 제한 되는 다른 곳， f(E)(에너지 분포계수)가 패러데이 컵 전류출력으로 나타 

나기 때문에， 전류수량은 아주작고 고감도의 중폭기를 필요로 하고， 고속측정올 높 

은 정도에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 고속측정의 예로서는 패러데이 컵의 대신에 CsI 

의 결정올 이용하여 섬광올 발생시키고， 광중배관에서 증폭시키고 L1 E!E=2Xl0-3의 

분해능으로， 4V/μsec의 소인속도(辯引速度)를 실현한 예이다. 

3) 자계 프리즘형 

하전입자의 에너지가 큰 때는 절연이나 전원의 관계에서 정전면향형이나 반사 

전계형이 사용될수 없게 되어， 자기 프리즘형이 사용된다. 정각 π/2의 같은자계프 

리즘형에서는 집속형이 없고， π 에서는 경방향집속성이 얻어져서， 자계분포를 새로 

이 

B=Bo(꽃) -n (4-25) 

(단I ro=mv/eVo {라모아 반경)， v:입자속도， m:질량I r:반경)에서 보여진 베타트론 자 

장이라고 하면I o<n<l에서 자계에 수직하게 입자가 업사한 경우에도 경방향과 축 

방향의 2중집속성이 얻어진다. 

자계프리즘형은 하전입자의 운동량올 분석하기위해， 질량분석도 동시에 행하지 

만， 입출사 슬릿에서 검출입자가 제한되고， 또 자기적인 설계는 정전적인 설계에 비 

례하고 곤란하기 때문에， 에너지분석기로서는 3 선 스펙트로스코피와 같은 고 에너 

지 하전입자를 대상으로한 것 이외에서는 통상 쓰이지 않는다. 또， 자계를 변화시키 

는 형이기 때문에 고속측정에서는 방향이 없게하고 형태도 크게 한다. 검출기를 나 

온 신호는 정전 프리즘의 경우와는 다르고， 직접입자의 운동량분석계수를 고려한다. 

- 326 -



분해능은 집속성올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10 4, 이중집속분석기에서는 10-5 -10-6 

정도가 얻어진다. 

라. 범 누출량 측정 

Beam loss monitor로 사용되는 검출기들은 핵 및 입자 물리학의 실험에서 사 

용하는 검출기들과 아주 유사하고 뒤에 설명할 방사선 계측기와 원리가 같다. 사용 

되는 종류는 섬광 검출기， gas chamber 검출기， 반도체 검출기 둥이 있다. Gas 

chamber 검출기의 일종인 이온함(ion chamber)를 사용하는 경우， hollow core 

coaxial transmission line올 구성하여， z-축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면 빔 수송계로부 

터 이탈하는 빔의 양올 측정할 수 있다. 

마. 빔 에미턴스 측정 

이온원에서부터 나온 이온빔의 질의 양부(良否)를 판정하는 양으로서는 에미턴 

스나 휘도(揮度)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값은 적당한 규격화를 하면， 빔의 행로 

중 일정값인 경우가 많고， 이온빔에 갖추어진 불변량으로서 중요하다. 또， 각종 이 

온빔의 질의 비교값으로서 사용될 수 있어 유용하다. 장치의 억셉턴스를 안다면， 에 

미턴스에 따른 빔의 통과량의 예상올 갖다댈 수 있어 편리함도 있다. 그러나， 에미 

턴스에서는 각종 표현방법이 있어， 그 표현값도 다른 일도 있으므로， 각종 이온원의 

비교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정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각종 에미턴스의 정의와 그러한 기초적 개념에 관하여 설명한다. 

1) 에미턴스의 불변성 

에미턴스는 일반적으로는 불변량으로서 취급되고 있지만， 불변량인 유래를 여 

기에서 설명하여 둔다. 이제 운동하고 있는 N개의 업자계를 생각한다. 업자계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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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6N차원의 위상공간에서의 어떤 확률밀도를 부여한 극소체적 dQ의 위치변화 

에 더 잘 기술할 수 있다. 이제， 운동하는 입자계의 각각의 위치와 운동량이 정준공 

역(正揮共쩔)한 관계에 있으면， 체적 dQ는 시간에 따라서 불변량이다. 이것올 루이 

빌의 정리라고 한다. 정준공역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입자계에로의 외 

력이 보존장에 었다거나 정자장이 폰재하는 경우 퉁올 의미한다. 그러나 외력이 시 

간올 양으로 내포한다거나， 또 생각하고 있는 입자이외의 입자와의 충돌이 있는 것 

과 같은 경우는 dQ는 불변량으로는 되지 않는다. 

입자계의 운동올 6차원에 써 고친 경우， 생각하고 있는 입자간의 충돌이 없으 

면， 어떤 존재확률올 주는 위상공간체적(전 입자 중의 몇%인지를 내포하는 위상공 

간체적이라는 것도 가능하다)은 불변량이 된다. 이온빔과 같은 하전업자계의 경우에 

있어서， 쿨롱력에 따른 업자간 상호작용이 작용하지만， 이것올 통계적인 처리를 하 

여 간단한 가정올 이용한 공간하전력올 일종의 외력으로 간주한다고 할때， 입자간 

의 충돌이 없는 것과 같은 값이 된다. 

여기까지는 집단운동올 하는 한 무리의의 입자계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온빔에 

따라 보통 한 방향(2축〉으로 입자가 흐르고 있는 경우에는， 2축방향의 위상공간올 

생각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것을 없애고， 빔단면에 상당하는 x，y축에 따라 되는 4 

차원 위상공간에서 생각한 편이 이해가 용이하게 된다. 빔의 운동이 축방향과 반경 

방향에 대하여 독립이라면 4차원의 위상공간체적 즉 4차원규격화 에미턴스는 불변 

량이라도， 통상 사용되는 에미턴스의 정의는， 다음에 보는 식 4-25와 같이 위상공간 

체적을 Z축의 운동량으로 나눈 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올 불변량으로 다루 

어 취급하는 것은， 2방향 운동량 또는 에너지의 1/2승을 걸고， 규격화 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이 하면， 외력에 의한 가속， 감속， 집속동의 여하에 관계없이 규격화 에 

미턴스는 불변량이 된다. 

똑같이， 불변량인 전류를 이용하여 불변량인 휘도도 정의할 수 있다. 2축방향 

의 위치를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축의 운동량공간만큼의 분포를 다룬것 

이 에너지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빔의 경방향에 자장이 었다든지， 2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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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자장의 기울기가 있다든지 집속계에 수착이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빔의 

운동이 축방향과 경방향에 대하여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의 불변성은 성립되 

지 않는다. 게다가， 빔의 운동이 경방향 x，y축에 대하여 독립이라면， 2차원 규격화 

에미턴스가 불변량이 된다. 축대칭 빔이라면 4차원위상공간의 형태를 회전타원체라 

고 가정하면 4차원 에미턴스는 2차원 에미턴스의 2승의 반분의 값이 된다. 

2) 에미턴스와 휘도의 정의 

에미턴스 E2 라는 것은， 빔경방향거리 X를 횡축에， 위치 x에서의 빔각이 0 각 

α(x)올 종축에 그렸던 위상도의 면적올 π 로 나눈 것올 말한다. 

ε2= ~ f a(씨dx (4-25) 

π 로 나눈것은， 역사적으로 이온빔단면의 위상공간의 형태가 타원인 경우가 최고로 

잘 다루어졌다고 생각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π로 나누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루이빌의 정리에 돌아와서， 이론적에서는 2차원 규격화 에미턴스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서는， [이온빔단면의 위치 및 운동량 따라 만들어지는 2차원위상공 

간체적올 정수 ffiioCπ 로 나눈 값]이 사용되었다. 단， ffiio 는 이온입자의 정지질량， C 

는 광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규격화 에미턴스는 거리의 차원을 가진다. 

E2n= 콰감곧 ff빼xdx (4-26) 

단，Px는 빔의 단면의 x방향의 운동량올 나타낸다. 2차원 에미턴스의 정의식 4-26 

은， 그대로면 에미턴스의 측정을 하는 경우 불편하므로， 다음 형태로 측정에 편리한 

형으로 써진다. 

ε2”=4 f껴4쓸 • &dx A= 강 (4-27) 
J Jl- fP ψ ’ c 

ß =v/c=vz/c의 근사를 사용하면， ß/ .fT.τ한는 적분의 밖으로 빼낸다 또한 

px/p=α(x)의 근사를 사용하면 결국 2차원 규격화 에미턴스는 다음의 형으로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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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n=캅뿔 농 f여x)dx 
=뿔흉 . ê2 (m. ri뼈 

(4-28) 

이온빔의 횡방향의 운동과 경방향의 운동이 서로 독립이라면， 리비루의 정리에 

따라 이온빔의 단면의 위상공간의 체적은 불변이므로， 정의식 4-26및 식 4-28에서 

고려되었던 규격화 에미턴스는 일종의 불변량이다. 

같은 방법으로 4차원 규격화 에미턴스로서 다음 식올 정의할 수 었다. 

ε2n=경월움 f f f f dpxφydxdy (4-29) 

한편， 규격화에 에너지를 사용하여 ε2n= 찮. 1/π f a(x)dx라고 하는 경우가 있 
다. 단위로서는 (cm. rad. re끼나 (mm. mrad. Ý꿇꺼 둥이 사용되고， 가속기 

분야에서 잘 사용되고 있다. 

다음에， 빔의 특성에 관계한 물리적 해석이 용이한 휘도(brightness)와 에 머턴 

스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한다. 규격화 휘도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로서는 [이온빔단 

면의 4차원 위상공간체적올 정수 (mioci로 나누어 규격화된 값으로 전 이온전류를 

나눈 값]이 사용된다. 

B"= 1 ~ J 
n 잖찮 ffffφXdPy값dy 

=-1-- (A. m -2. rad- 2) 
π-ê4n 

(4-30) 

이온빔의 횡방향의 운동과 경방향의 운동이 서로 독립이라면， 루이빌의 정리에 

따라 이온빔의 단변의 4차원 위상공간의 체적은 불변이므로， 전 이온전류가 일정하 

다면 정의식 4-30으로 고려하면 (식 4-26참조)， 다음 식이 성립된다. 

f f f f dPxdPydxdy= 융 (f f dPx짜)2 (4-31) 

식 4-26, 식 4-29 및 식 4-31로부터 휘도와 2차원 규격화 에미턴스의 관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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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얻는다. 

B.，=펴4-
7réZ깨 

(4-32) 

위 식은 휘도와 에미턴스를 결합하는 유용한 식이다. 

식 4-30에 있어서 dPxt]py/P씀dQ， dxdy=dS로 생각함에 따라， 규격화 휘도를 

다음식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B‘”=----L 
(떼2 J J dQdS 

(4-33) 

단， Q는 입체각， s는 빔단면의 면적， r= (l- ß2) 一 1/2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1/ f f dQdS는 조명공학에서의 휘도CIumìn뻐ce)로서 잘 알려져 있다 식 4-33으로부 

터 휘도를 단위면적 당 매초단위 입체각에 들어오는 하전입자속으로 말할 수 있다. 

3) 2승평균 에미턴스 

이온빔 단면의 2차원위상공간의 형태가 타원인 경우， 그 이론적인 취급은 아주 

용이해진다. 이 이유는， 이온빔단면의 입자의 위치 분포를 가우스 분포， 속도 분포 

를 볼쪼만 분포로 가정한 2차원 정규분포를 2차원 위상공간분포의 모델로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온빔 단면의 2차원 위상공간의 입자의 분포는 동고선(동확률면선)이 

타원이라고 가정한다. 

Q( x,pX> = aX2+2h' xPx+ bP; 

단， a>O, b>O, ab-h2>0. 

입자의 분포는 동고선이 Q(x，px}=k2(정수)로 표현되는 분포계수는 다음 식으로 고려 

(4-34) 

된다. 

f( x ,pX> = αXP{ -뤘x， PJ} (4-35) 

에
 빠 



C는 규격화 정수이며 f f j(x.pJ값dPX=l 올 만족하도록 선택한다 간단한 계 

산 후， 식 4-34 및 식 4-35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수 있다. 

j(x. Px) =--::1 a ln 
、

」ν
 

껴
 

X Q --2 
e (4-36) 

단， 

Q(x.pJ=~ 2、 / i2l / . 、 2 . (<젊〉상-2<xp강때x+<x2) 싫) 

(4-37) 

여기서. <A>는 A를 분포계수 f(x.Px)에서 평균한 것이다. 또， <X>=O, <Px>=O을 가 

정한다. 

입자의 분포거리공간에서 가우스분포， 속도공간에서 마구즈와이루 보루쪼망 분 

포를 하는 경우， 전 이온 전류에 대웅하는 에미턴스값은 무한대로 된다. 식 4-35는 

전이온전류에 대한 비율과 그에 대웅하는 에미턴스의 값의 변화를 보인다. 에미턴 

스를 아주 크게 하고， 실제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입자는 잘라 내어버린다. 이 

론적으로는， 거리공간 속도공간 제각각의 분포에 대하여 평균값으로부터 표준편차 

의 2배를 념은 위치에 분포하는 입자를 잘라 버린다. 입자분포의 동고선은 타원이 

므로， 구해진 에미턴스값은 그림 4.20에 보인 타원에 관한 것엄올 알 수 었다. 

용이하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립 4.20에서 보여지는 타원의 형태는 식 

4-37에 대한 Q(x，Px)=4의 경우에 해당한다. 간단한 계산올 하면， 이 타원의 면적올 

π로서 나눈 값은 다음 식으로 생각되어진다. 

E2X= 공 J J dPfix 
QXx. px)s4 

=4V <X2)<p장-<XP강2 

(4-38) 

여기서 

。
ι
 

잃
 



(4-39) f f /(x， pJ값φx=1-e-2듀0.865 
Q( x, Px)s4 

포함된 퉁고선의 내부에 입자분포의 보여지는 의 관계식에 따라서， 그림 4.20에서 

입자수는 전체 입자수의 86.5%에 상당하는 것올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 이온전류 

ê 20(86.5%)은 다음 식으로 생각되어진다. 

(4-40) 

의 86.5%규격화 에미턴스 

ê2η(86.5%)=휴2L =_1_꾀〈상><짧-<짜2 
1V1 ioC mωC 

=혈용융융 4../ <x2><a(x)2>-<x여X)>2 

통상， 식 4-38에 따른 표현은 2승평균 에미턴스라고 부르지만， 전에 셜명된 규격화 

에미턴스와의 관계는 식 4-40에서 표현되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있어서， 에미턴스는 운동방정식의 이온빔운동론에 

표현되지 않으면 안된다. 식 4-38 분포계수에 따른 통계적인 해석가능한 양으로서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승평균 에미턴스는 이 조건올 만족시키고， 해석적으로 중 

경우에서도， 식 

。

ïr 

않는 

운동올 해석하는 일은 특별히 

가지지 수
 
’ 핸

 
분
 

4-38올 사용하여 에미턴스를 표현하고， 이온빔의 

여겨진다. 상기한 이상적인 요한 양으로 

용하다. 

예를 들자면， 외력이 K(t)이고， Z방향에 나가는 단면이 타원대칭 빔의 Z축에 수 

포물선의 , 상대론올 이용하지 않는 운동방정식은， 2승평균 에미턴스 직한 x방향의 

(4-41) 

E2x를 이용함에 따라 다음식과 같이 표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캘L￡iiν. __ 1_ 혈죠 2A _(\ 
d’ mj ~ m7 x.~ x. + y. v 

A= ~ eI -
_ 2mjπê ocß 

다만， 

x. = 2../τ조창를 나타낸다. 위 식에서 제2항은 선형적인 외력에 따른 항， 제3 여기에 

항은 에미턴스에 따른 힘의 항， 제4항은 공간전하에 따른 내부력의 항올 나타내고， 

… 
잭
 



이러한 각각 통계적으로 빔올 지배하는 힘에 의해 빔의 운동이 결정된다. 

4) 에 미 턴스와 플라즈마특성과의 관계 

이온빔방출면에 대한 에미턴스 ê 2n( m. γ00)과 플라즈마의 이온 온도 Ti(K)의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폰재한다. 이하에 보인 가정올 사용하므로써 이 관계식 

올 유도할 수 있다. 

(a) 플라즈마 이온속도분포는 포아즌(Poison) 분포라고 한다. 

(b) 속도공간(운동량공간)에서의 이온의 속도분포에 대해서 표준면차의 2배까 

지의 속도를 가지는 업자에 따라 구성된 에미턴스를 생각한다. 

(c) 거리공간에서의 이온의 위치분포에 대하여서는， 이온방출면(직경 2a)전체의 

일정한 분포를 가정하고 직경전체에 대한 에미턴스를 생각한다. 

(d) 빔단면의 4차원위상공간의 형태를 회전타원체에서 표현된다고 한다. 

가정 (a)부터 표준편차의 2배의 속도를 가지는 이온의 운동량은 다음 식에서 고려된 

다. 

Pi=2Ý과판1 (4-42) 

또， 가정 (d)에 따라 규격화휘도를 구성하는 이온의 4차원위상공간의 형태가 다음식 

에서 고려된다고 한다 . 

. 갔 ‘ 、F ‘ 뀔t ‘ P~ 
-τ 十 4τ 十 -τ 十 -τ =1 
a~ a~ Pi Pi 

(4-43) 

이때 규격화휘도는 정의식 4-30올 이용하여 계산하면 다읍과 같이 된다. 

2I Bη= (%t·c)2 ? ‘ 
(πZl~)( π쉴) 

(4-44) 

휘도와 에미턴스의 관계식 4-32에 따라， 규격화 에미턴스는 다음식에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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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 융 
ê2n= 2a(김~~2 ) ι (4-쟁) 

71 , 1 T i'i(el? 옹 
= 6.53 × 10 /a(c??2) • ( ) ‘ (m. ra에 

M(a.m ‘ μ‘ ) 

이와 같이， 에미턴스가 빔 인출구멍의 반경 a와 이온온도 Tj, 질량수 M에 의폰 

하는 것이 보여진다. 따라서， 이 식올 이용함에 따라 에미턴스의 측정치로부터 프라 

스마의 이온온도를 알 수 있다. 한편， 규격화에 에너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에미턴 

스가 질량에 의존하지 않고， a· T3/2만큼에 비례하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인출구멍올 작게하고， 이온온도를 낮출 수 있다 

면， 에미턴스가 작은 빔올 얻올 수 었다. 

다음에， 인출되는 이온전류와 에미턴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인출되 

는 에미턴스 전류 I는， 플라즈마 밀도를 llj로 하고， 전자온도를 Te로 한다면， llj와 

Y Te 의 곱에 비례한다. 

jcxniY Té (4-46) 

한편， 식 4-45로 부터 에미턴스 ê 2n은 ~에 비례한다. 

ê2ncx~ (4-47) 

여기에서， 1의 증가가 Te의 변화에 따르지 않고 llj만큼의 증가에 다르는 경우에 ê 2n 

는 I의 증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특수한 경우지만， 전류I의 증가가 플라즈마 밀도 

llj의 변화에 따르지 않고， 전자온도 Te의 증가에만 따르는 경우에 ， Ti“'Te=일정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에미턴스 ê 2n는 전류 I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통상의 

이온원에서는 이론적으로는 ê 2n은 I의 증가에 따르지 않고 일정하다고 생각되지만， 

실험적으로는 ê 2n은 I의 1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많은 이온 

전류를 인출하는 이온원에서는， 에미턴스를 증가시키는 요소， 예를 들자면， 광학계 

의 렌즈의 수차나 공간전하효과 퉁이， 이온전류의 증가에 동반하고 에미턴스를 결 

정하는 지배정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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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미턴스의 측정법 

2차원 에미턴스의 측정법은， 식 4-26에서도 보여지는 것과 같이 빔단변의 X축 

각점에서의 X방향의 운동량 분포가 측정가능 하다면 원리적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 

하다. 이것을 행하는 데에는， 빔의 진로중에 2개의 가동의 극소 슬릿올 거리 M 만큼 

떨어뜨려두고 측정할 수 있다. 즉， 그림 4.2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제1의 슬릿에 

따른 위치 X를 정하고， 제2의 슬릿올 움직여서 위치 x에서의 운동량분포를 측정하 

고， 이것올 각 X점에 대해서 행한다변 에미턴스도를 얻올 수 있다. 이때 위치를 정 

하는 가동의 제1슬릿 대신으로 다수의 구멍올 일렬에 둥간격으로 둔 고정판올 사용 

함에 따라 각 위치에서의 분포를 측정할 수도 있다. 또 빔올 X축에 편향함에 따라 

서도 위치 X의 변화를 퉁가적으로 행할 수 있다. 한편， 운동량 분포를 측정하는 제2 

슬릿은， 슬릿 구조가 없이， 가동방향 x에 수직한 y방향에 뻗은 가는 선으로 대용할 

수도 있고， 빔의 편향을 이용할 수도 있다. 고정된 이온빔에 감광하는 판(사진건판 

또는 금속판상에 진공 구리스를 앓게 입힌것에 이온빔의 콘타미네션을 이용한 것도 

가능하다)에서 운동량분포의 상올 얻을 수도 있다. 또， 제2슬릿 위치에 다수의 검출 

장치를 배치하여 순간적인 운동량 분포를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에미턴스의 변화 

를 측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1 제2의 슬릿에 상당하는 측정계를 조합한 장치에 

의해 에미턴스를 측정할 수가 있다. 가통부가 진공올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비교적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여기서는 제 1슬릿으로서 다수의 구멍올 낸 

판올 쓰고， 제2슬릿으로서 가는 선올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림 4.22에 측정계의 일례를 보인다. 빔의 직경 내에 여러개 이상 들어갈만한 

크기의 퉁간격 작은 구멍올 가진 판(예를 들면， 빔이 직경 lcm정도라면 2mm간격 

에 직경 O.5mm의 구멍올 가진 두께 O.3mm 정도의 금속판)의 아래쪽에 몇 cm정도 

떨어지고， 구명의 크기 보다 아주 가는 직경을 가지는 선올 가통 프로브로 이용한 

다.x축의 이동은 기록계와 통기 시키고 프로브 전류와 전 이온전류를 기록한다. 프 

로브 전류는 통상nA정도이다. 이 방법올 이용한다면 그림 4.23에 보여지는 바와 같 

이 에미턴스 그림과 동시에 파선으로 보여지는 빔의 형태， 각각 구멍에 대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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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형태의 속도분포， 빔의 벌어진 각올 측정할 수 있다. 

앞에 설명된 바와 같이， 에미턴스의 위상도를 그릴 경우， 일반적으로 전전류에 

대용하는 위상도를 그리면 무한대가 되어 끝나기 때문에， 분포에서의 확률내에 있 

는 부분의 위상면적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에미턴스에서는 전전류의 

몇 %의 입자속에 대한 값인가를 기록하여 둘 필요가 있다. 위치 및 속도분포가 정 

규분포라면， 전술된 표준편차의 2배까지의 입자속에 대응한 전전류 86.5%의 에미턴 

스를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위치 및 속도분포가 정규분포로 부터 벗 

어나 있는 모양의 경우에 대해서도， 전체 전류의 86.5%에 상당하는 에미턴스값을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상， 주로 2차원 에미턴스의 측정에 대해서 설명했지 

만， 4차원 에미턴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4.9]. 

채 3 절 중생자 계측 

1. 전량계측 

중성자는 양성자， 알파업자 퉁과 같은 에너지를 가진 하전입자를 발생하는 핵 

반옹을 통해 계측된다. 사실상 모든 형태의 중성자 계측기는 이 변환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표적물질과 일반적인 방사선계측기와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재료에서 중성자 반웅에 대한 단면적 (cross section)은 중성자에너지의 함수이므로，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기술이 발달해 왔다. 약 O.5eV 카드륨 컷오프 

아래는 통상적으로 열중성자(slow neutrons)영역이라고 불린다. 이 영역에서는 주로 

전량 계측올 위한 것이 많고， 에너지 분석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연구목적용 장비가 

필요하게 된다. 

중성자의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중성자의 반웅확률은 낮아진다. 결국 BF3관은 

빠른 중성자(fast neutrons)에 대해서 매우 낮은 계측효율올 가지고 결국 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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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지 않는다. 11e proportional counter는 열중성자와 고속중성자 모두에 유용하다. 

고속중성자 측정장치는 적절한 계측 효율올 가지는 장치가 되기 위해서 변형되거나 

완전히 다른 계측방법올 사용해야한다. 에너지에 따른 단면적은 그림 4.24에 보여지 

는 바와 같다. 

고속중성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추가적인 변환과정은 탄성 중성자 산란이다. 

이 반웅에서 입사된 중성자는 그 에너지의 일부를 핵에 전달하여 되휩 핵으로 만든 

다. 열중성자로부터 전달될 수 있는 에너지는 매우 작아 결과적으로 생기는 되됩 

핵 역시 에너지가 매우 낮아서 이 방법올 사용할 수가 없다. 일단 중성자 에너지가 

keV범위에 도달하면 되휩 핵은 직접 계측될 수 있으므로 고속중성자 계측에 있어 

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된다. 가장 유명한 표적핵 (target nucleus)은 수소이다. 수소 

의 중성자 탄성산란에 대한 단면적 (cross section)은 매우 크고 그 에너지 의존성은 

정확히 알려져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입사한 중성자가 수소와의 한번의 충돌 

에서 그 에너지를 모두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무거운 핵은 에너지의 작 

은 비율만이 충돌에서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되휩 양성자는 상대적으로 계측하기 

쉽고 고속중성자 계측에 기본적으로 널리 쓰인다[ 4.10]. 

2. 에너지 분포 측정 

열중성자는 그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변환과정에서 그 초기 에너지 값에 대한 

정보가 유실된다. 그러나 계측기에 들어오는 중성자 에너지가 변환에너지에 비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올 정도로 크게 되면， 반웅산물의 에너지는 중성자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 다소 다른 값올 갖는다. 따라서 반웅산물 에너지의 정확한 측정은 들 

어온 중성자 에너지를 유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탄성산란에서 그 반웅 Q값은 영 

이다. 그래서 중성자에너지는 발생한 되휩 핵이 측정가농한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점에서부터 이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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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절 감마션 계측 

감마선 계측에 쓰이는 검출기는 크게 (1) 가스봉입 검출기 (Gas-fiUed 

detector), (2)반도체 검출기 (Semiconductor detector), (3) 섬광 검출기 (Scintillation 

detector) 퉁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4.10]. 

1. 가스봉입 검출기 

가스봉입 검출기는 방사선이 기체사이를 지나갈 때 생긴 이온올 이용하여 동 

작한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계측기는 어떤 전기적 전위가 걸린 두개의 전극으로 구 

성된다. 두 전극사이의 공간은 기체로 차 있다. 전극의 전위세기에 따라 신호의 크 

기가 변화하는 데 크게 다음과 같이 세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작동영역에 때한 

구분은 그림 4.25에 도시하였다. 

가. 이온합(lonization chamber) 

1명행한 두 평판전극으로 이루어진 이온함은 가장 단순한 가스봉입 검출기의 

일종으로 두 전극 사이를 지나가는 이온화 방사선은 전자-이온 쌍올 형성하면서 그 

에너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잃어버린다. 전자와 이온은 전기장의 영향하에서 옴직 

이는 전하수송체 (charge carrier)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전극에서 전류를 유도하고 

그것들은 측정 가능하다. 적절한 전자장치들올 이용해서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전 

하가 펄스형태로 변환하게 되면， 입사한 방사선 입자들올 각각 검출할 수 있다. 평 

균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올 전류방식 (Current mode)이라 하고 각각의 펄스갯수를 

계수하는 방식올 Pulse Counter라고 부른다. 이온함의 가장 보면적인 형태는 실린 

더 모양으로 실린더의 벽올 외부전극으로 사용하고 중심부에 금속심올 넣어 내부전 

극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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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 례 계 수 기 (Proportional counter/chamber) 

같은 에너지의 감마선이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전극에 인가된 전압 혹은 결과 

적으로 전극주변의 전기장이 높올 경우 1차 생성 전자가 중성 가스 분자와 충돌하 

여 또 다시 2차 전리현상올 일으킬 수 가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을 증배 

(Multiplication)라고 한다. 이 경우 수집되는 전하량은 인가된 전압과 비 례관계가 

있으며 입사한 감마선의 에너지와도 비례관계가 있다. 이러한 영역에서 작동되는 

가스봉입 검출기를 Proportional counter라 하고 입사하는 감마선의 에너지 분광에 

사용된다. 높은 전기장올 만들기 위해 Proportional chamber는 실런더 모양 혹은 

Spherical 모양을 갖고 있다. 

다. Geiger Muller counter 

전기장이 매우 클 경우는 중배 현상 역시 매우 크게 되어 조절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입사한 감마선의 에너지에 무관하게 하나의 큰 전류펄스가 만들어 지 

는 데 이러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가스봉입 검출기를 GM counteri!.l- 한다. GM 

counter는 방사선의 에너지 정보는 손실되지만 작은 에너지의 방사선에도 큰 신호 

가 나오므로 신호처리 회로가 간단해지는 장점이 있어 Survey meter용으로 펀리하 

게 사용된다. 

2. 반도체 검 출 기 (Semiconductor detector) 

반도체 검출기는 이온함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되나 기체 대신 고체인 반도체 

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반도체내에서의 전하수송체는 가스 카운터에서처 

럼 전자와 이온이 아니라 전자와 흘이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반도체 계측기는 Si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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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이다. CdTe와 Hgb도 일부 사용되고 있다. 

다른 방사선 계측기에 비해 반도체 계측기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에너지 분해 

능이 좋다는 것이다. 그 외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넓은 에너지 범위에서 선형 

적 반웅을 가진다. (2) 고체물질이 높은 밀도를 가지므로 주어진 에너지 크기에 대 

해 더 높은 효율을 가진다. (3) 특수한 기하학적 구성이 가능하다. (4) 빠른 펄스 상 

승시간을 가진다. (5) 진공에서 작동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6) 자기장에 멀 민감하 

다. 반도체 계측기의 성질은 크리스탈의 형태 크기 모양퉁 재료의 형태뿔만 아니 

라 반도체가 형성되고 취급되는 방법에도 또한 의폰한다. 

3. 섬광 검출기 (scintillation detectoT) 

섬광체 (scintillator)는 이온 방사선이 그것들을 통과해 갈 때 빛올 생산해내는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물질이다. 섬광체 안에서 생성되는 빛의 양은 매우 작아 

펄스로 기록될 수 있도록 중폭되어야 한다. 섬광체 빛의 중폭은 광증배관(그림 

4.26)이라는 장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데 그것은 작은 양의 빛을 받아들여 그것을 

여러번 증폭하여 강한 전류 펄스를 만들어 낸다. 많은 상업용 광증배관이 일반적으 

로 천만 ~ 백만배 정도의 전류 중폭률올 갖는다. 섬광검출기의 동작은 (1) 섬광체 

에 의한 입사 방사선 에너지의 홉수와 가시 광선의 생산 단계 (2) 광증배관에서 빛 

을 증폭시키고 출력 펄스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나누어 진다. 

섬광 검출기는 섬광체의 종류에 따라 (1) Inorganic scintillators, (2) Organic 

scintillators, (3) Gaseous scintillators 의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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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5 절 방사선량 모니터랭 

1. 이온전류함 

방사선량(radiation dose)올 측정하기 위해서， 계측기의 반옹은 홉수된 에너지 

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것올 수행하는 기초적인 계측기에는 이온함(ion chamber)이 

었다. 이온함은 조사단위 (exposure unit) 또는 흰트겐 둥의 작동정의에 기초하여 만 

들어 질 수 있으므로 조사선량(exposure)을 계측하는데 쓰일 수 있다[4.11]. 

이온전류함은 선량 측정올 하는데 보건물리학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된다. 이온 

전류함은 기본적으로 두개의 전극으로 구성되어있고， 그 사이는 기체증배 (gas 

multiplication)를 방지하기에 충분히 낮은 전위가 있다. 방사선에 의해 함의 내부에 

서 생선된 이온은 수집되어 외부 회로로 흐른다. 이온함은 이런 방식으로 무한대의 

내부저항올 가진 전류원처럼 작동한다. 원리적으로 ammeter7} 이온전류를 읽기 위 

해서 외부회로에 설치될 수 있지만， 이것은 대개 전류가 매우 작으므로 행해지지 

않는다. 대신에， 1010오더의 높은 부하저항 R이 회로에 설치되고， 민감한 

electrometer로 그 저 항의 전압강하를 측정한다(그림 4.27). 

2. 포햇도시머l타(Pocket Dosimeter) 

포켓 도시메타라고 불리는 형태의 이온체입버는 개인 피폭올 모니터하는데 널 

리 쓰이고 있다. 두가지 형태의 포켓도시메타가 대체로 사용되고 었다. 이 중의 하 

나는 콘덴서 타업이다. 이 형태의 포켓도시메타는 간접판독방식 (indirect reading 

type)으로， 계측된 선량올 판독하기 위해서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두번째 형태의 

포켓도시메타는 직접판독방식이다. gold-leaf electroscope의 원리를 이용하여 작통 

한다. 

포켓도시메타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대로， 주로 개인 피폭 모니터링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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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X선 혹은 감마선에 피폭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실제 조사량올 측정하기 위 

해 사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조사 선량이 측정되어야하는 곳에 둠으로써 지역 

모니터링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하나 혹은 이상의 선량계를 일주일 이 

상동안 원하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지역 모니터링의 경우， 더 크고 감도가 좋은 것 

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체입버는 콘덴서 타업의 포켓도시메타와 같은 방법으로 

전하 판독기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된다. 

3. 펼름배 져 (Film ßadges) 

개인피폭 모니터링에 널리 쓰이는 또 하나의 계측기는 필름배지이다. 이것은 

light-tight paper로 싸고， 적당한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에 넣은 두개 (X 혹은 감마 

측정올 위함) 혹은 세 개 (X， 감마， 그리고 중성자의 측정올 위함)의 이빨크기의 필 

름 조각올 하나의 묶음에 넣은 것이다.X선과 감마선의 측정올 위한 두개의 필름은 

민감한 유제(emulsion)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유제 (emulsion)를 포함한다. 이러한 

필름 묶음은 라륨감마선 약 10mR에서 1800R의 조사범위에서 유용하다. 그 필름은 

베타선에도 또한 민감하고， 베타선 선량올 측정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최대 에너 

지가 400keV이상이 되는 베타에 대해서 약 50mrad에서 약 l000rad까지 된다. 적당 

한 필름과 기술올 사용해서 5mrad에서 500mrad까지의 열중성자 선량과 4mrad에서 

lOrad까지의 속중성자를 측정할 수도 있다. 

4. 열 형 광 선 량계 (Thermoluminescent DosÏmeter) 

Mn올 불순물로 가지는 CaF2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탈(cryst외)과 LiF는 방사선 

에 조사되고 난 후 열올 가하면 벚올 발한다. 이것올 열형광 크리스탈이라고 한다. 

방사선으로부터 에너지를 홉수하면 크리스탈의 원자가 여기된다. 이때 열형광 크리 

스탈에 자유전자와 흘이 생긴다. 이것들은 결정 격자내의 불순물이나 결함에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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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크리스탈에 열올 가하면 여기 에너지가 빛으로 방출된다. 

열형광 선량계는 약lOmrad에서 100，OOOrad까지의 범위를 가진 X선， 감마선， 베 

타선， 전자， 양성자에 정량적으로 반용한다. LiF 형광체의 유효원자번호는 8.1이고 

소프트 티슈의 유효 원자번호는 약 7.4이기 때문에， LiF열형광 선량계는 대체로 사 

람피부와 동동하다는 장점이 있다Ctissue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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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각종 에너지 분석의 방법 

방법 분해능 측정에너지범위 측정치 
응답 

특정 
속도 

반사전계형 10-:> - 10-0 수 eV- 10이(eV 
에너지분포 

高鐘
장치가 비교적 간단 

의 적분값 

정전 에너지분포 
전극형태에 따라 

표리즘형 
10-.:1 - 10-'1 - 100keV 

계수 
高鐘 빔의 집속이 가능. 

검출전류가 미량 

원통 10 ι - 10-'1 - 30keV 
에너지분포 

高速
빔투과율이 비교적 

마라형 계수 높다 
아인젤 - 10-0 - 30keV 

에너지분포 
乾板上

렌X의 색수차를 

렌X형 계수 이용 
자겨l 10-'1 - 10-。 ~ 수MeV 

운동량분포 구조에 따라 빔의 

프리즘형 계수 집속이 가능 
솜레노이드 - 10-ι 저에너지 

운동량분포 
렌X의 색수차 이용 

렌즈형 계수 

명 에너지분포 
전계，자계의 

필터형 
- 10-。 - 50keV 

계수 
乾板上 변화에 따라 분포를 

구하면 분해능저하 

타임 오브 -1eV 또는 속도분포의 
훌훌 

펼〈 형태 빔의 

플라이트형 질량이 큰 것 f:Hi-/l「‘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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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Flip monitor on the beam stopper(F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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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립 4.2 The crossed wire head 

- 348 -



M따tiplexed output bos 

C ... 

빼
 
-• 

I양'uf 

0UlPUt' 

ACP21이 l 

그림 4.3 (위) 810ck diagram of integrator 하ray as the SWIC data readout 

device (아래) A single integrator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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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 프로브의 그림 기하학적 구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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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스트립 라인 픽 업 , (우측)Snapshot of induced voltage pulses on a 

stripline pi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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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그 림 4.6 Layout of BPM components installed on vacuum chamber 

l ‘ l 

φ) (c) 

그 림 4.7 (a) Generic toroidal transformer (b) Typical two winding current 

transformer (c) 빔전류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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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Hereward feedback올 가진 빔전류변환기 

R‘ ... 

그 림 4.9 Magnetic modu1ar section of DC transformer with flux nulling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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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2차전자 및 2차 양음 이온올 억제하는 각각의 페러데이 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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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감” 

거리 

E 

그림 4.11 200keV의 Ar+이온빔을 페러데이 컵으로 측정한 전류밀도분포(실선) 

와 전력으로부터 측정된 입자밀도분포(파선). 

잔류가스압력 A: 6XI0-7 Toπ， B: 3XlO-6 Toπ， C: 3XlO-5 Toπ， 

D: lX10-4 Toπ， E: 1X10-4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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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전력올 측정하는 각각의 칼로리메타. 

(a)저중전력용 칼로리메타의 작동원리도. 

(b)저전력칼로리메타와 직접전류측정용 페러데이 컵의 측정계. 

(c)대전력용 칼로리메타의 동작원리도. 

- 잃5 -



강￥ 뼈1) 101L 

주입량 N (cm얘) ‘ 
1012 

β 

‘A 
O 
[][

AV 

이온주입량에 대한 광투과량의 변화 그림 4.13 

B: 150keV As+, A: 200keV As+, 

D: 50keV As+, C: l00keV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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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각종 이온원의 에너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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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전위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의 이온 인출계 

- 358 -

t -'1 
1. ‘ 

@ 플라즈마 전위 y.v •• v. “’ “ l 

시각-二브 
꺼리 Z.O 

요
L
 
바
O
 

흥
동
 며
u
 

그림 4.15 



~ 

íii .0 

“· c( 
a 

‘- ‘。

’ 

。‘0 ’ 10 ;u 3。

천천류 (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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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간단한 3판전극의 반사전계형 에너지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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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페러데이컵의 유업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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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정전 프리즘형 에너지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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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타원 업자분포 둥고선에 대용하는 에미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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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probe 

그림 4.21 에미턴스 측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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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4.22 에미턴스 측정계의 일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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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측정치와 에미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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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건물 및 부대시절 

채 1 절 개요 

주요시설물들은 약 800m 길이의 가속기 터널올 따라 필요한 위치에 산재될 것 

이며 건물 또는 시설물의 위치가 가속기 터널의 위치에 별도 관련이 없는 시설들은 

가급적 터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될 것이다. 가속기 활용 계획에 유동성올 

주고 미래에 계획변경이 무리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부지활용계획이 수립될 것이 

다. 특히 가속기의 고에너지측은 미임계발전로 퉁의 건설계획에 대비하여 충분한 

여유부지를 남겨두도록 하며 현재 예상되는 시설물들의 산재를 가급적 억제하고 건 

물 및 시설물의 수와 규모를 억제하여 투자규모를 줄이는 노력올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연구 site 를 건설할 경우에 utility인입올 위한 추가 투자 필 

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부지선정 후에는 유티리티시설퉁 많은 시설물들의 배치재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가속기와 주변이용시설들은 원자력법상 건설인허가 대상이 아니나 방사농 오염 

가능성올 배제하고 쾌적한 연구활동공간올 제공키 위하여 원자력시설에 준하는 환 

경영향평가와 안전성보고서 (SAR) 및 품질보증계획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특 

히 미임계원자로 건설 시에는 원형로임올 감안하여 발전용 원자로에 준하는 절차의 

수행이 예상된다. 가속기 및 주변 이용시설들은 ALARA개념에 따르는 방사선차폐 

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며 미입계로의 경우에는 criticality 및 방사농 오염사고 가 

능성올 배제하기 위한 안전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건물 및 구축물의 설계 · 건설은 국내관련법규와 기술기준에 따라 수행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기장비 설치나 전력공급계통 또는 I&C 분야에서 특수하게 기술 

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시에 이를 검토케 될 것이다. 

800m 길이 가속기 및 미입계 원자로가 놓이게 될 지반은 지칠상의 결합이 없어 

야 할 것이며 지내력이 최소한 40ton/m' 이상으로 침하의 염려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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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설물의 배치계획은 충분한 지질조사를 거쳐 지반강화작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채 2 철 건물 및 구축물 

가속기 시설， 빔활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세부류로 나눌 수 있다. 가속기시설에 

는 입사기건물， 가속기터널， 가속기보조동이 800m 길이에 펼쳐지게 되며 고전력 소 

모처로 내진， 방수， 전기절연， 공기누설 방지， 화재예방 및 방사선차폐 둥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설물들이다. 유티리티공급 및 빔배분망을 통하여 대부분의 건물 

들과 구조적으로 연계되므로 한 지역에서의 문제발생시 타지역에 영향이 미치지 않 

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정비를 위한 작업원 및 작업도구의 접근이 용이해야 할 

것이다. 터널내부의 허용 방사선량을 O.5mSv /week 이하로 유지되도록 방사선 차 

페 및 환기설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속기 주변에 산재하게될 빔활용시설들은 핵변환연구실험동， 핵파쇄중성자원실 

험동， 의료용 이용시설동 풍 7개건물들이 가속기터널에 연결되어 건설될 것이다. 

대부분의 시설들에서 방사선 차페구조물과 방사선 오염방지 및 제거 방안， 환기 및 

화재예방에 특히 중점을 두어 설계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물들의 내부는 연 

구 또는 활용목적의 변동에 대비하여 충분한 공간과 기기 장치의 설치 빛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이다. 핵변환 연구 실험동은 궁극적으로는 미임계원자로의 

설치가 가능토록 내부구조물 배치 및 주변 부대시설 확장기능성올 셜계시에 연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지원시설로는 주로 유티리티 공급시설들과 행정동， 부품조립동， 창고 풍의 시설 

들로 기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가속기에서 멀리 위치할 것이다. 

부지선정 결과에 따라 행정동， 숙소， 공작동둥 건물들의 필요성 및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건물 및 구축물의 목록은 표 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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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절 유티리티 공급 

소요 유티리티로는 전력， 냉각수， HVAC, 액체질소 퉁의 대량공급이 필요할 것이 

며 이외에 압축공기， H2 gas, He gas, 상하수도 퉁의 공급이 필요하다. 특히 전력 

과 용수 공급가능성은 부지선정시에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다. 

1. 전력 

현 계획상의 소요전력은 약 80MW 규모로 추정되며 인입선은 154KV /llOMV A 

용량이 필요할 것이며 장래 미엄계원자로 건설시에는 약 200MVA 수준의 인입선로 

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1개소의 Main substation 이외에 가속기 및 주변 활 

용시설용으로 가속기 보조동(길이 8oom) 주변에 5개의 substation과 가속기 끝단 

고에너지 활용시설 주변에 1개 substation 설치가 예상된다. 개략적인 소요전력처 

는 다음과 같다. 

- 가속기 

- 핵변환 연구 실험동 

- 냉각 플랜트 

- 활용시설 및 Lab 

- 기타 

-계 

2. 냉각수 

50MW 

5MW 

10MW 

10MW 

5MW 

80MW 

가속기(Linac) 퉁 water conductivity가 문제되는 구역의 냉각올 위하여 

Demineralized water 냉각수 공급망이 필요할 것이다. 용량은 대략 25,800,000 

kcal/Hr(Linac 25MW, 활용시설 및 Lab 5MW)열제거 능력으로 추정되며， 공급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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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및 유량， 냉각방법 퉁 상세사항들은 설계시에 상세 검토될 것이다. 이외에 가 

속기 터널， 가속기 보조동 퉁의 HVAC 및 기기냉각수 퉁으로 일반 냉각수공급망이 

필요할 것이며 Demi water 냉각 배관망도 궁극적으로는 냉각탑으로 열량올 방출할 

것으로 총용량 51 ，600，α)()kcal/Hr(60MW)의 냉각탑시설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냉각탑의 설치 위치는 부지선정시에 고전력소비처인 가속기에 영향이 없도록 잡아 

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냉각탑이외의 냉각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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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버용산출 및 시 간계 획 

제 1 절 개요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프로젝트 비용 산출과 합리적 

인 시간계획의 수립이다. 그러나 이 요소들은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공간적， 시간적 

인 제약 및 추진방식에 따라 상당한 폭올 가지고 설정되어진다. 공간적요소로는 수 

행하려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술 배경 및 환경올 들수 있고， 시간적 요소는 유사 

프로젝트의 선행성 및 동시성의 여부 둥올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연구 

시설사업으로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된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개발사업”과 

포항공대에서 수행된 “포항방사광가속기 개발사업”올 들수 있고 현재에는 국가핵융 

합사업인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개발사업”이 있다. 그러나 대형 양성자 가속기건설 

사업의 경험은 아직 없다. 가속기 선진국에서는 고에너지 대형 양성자가속기 개발 

사업이 2차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행되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대강도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미국， 유럽， 일본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또는 계획중에 있어 우 

리측 프로그랩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련된 많은 자료 및 기술협력올 밝게 하고 있 

다. 

이제까지의 국책연구시설 사업의 경우를 참고로 할 때，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 

서 문제가 되는 국내 조달이 어려운 기술 및 제품올 ; 

- Tum Key 방식으로 해외에서 도입할 것인지， 

- 상당부분을 전문연구소내에서 R&D를 통한 In House로 개발에 의존할 

것인지， 

- 또는 어러한 개발을 국내 산업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상용화되어 획득 가 

능한 품목을 제외한， 가속기 본체， 대출력 고주파(RF) 전원장치 퉁 상당부분의 연구 

개발성 부분품은 국내 전문연구소 주관으로 R&D를 통하여 개발하고， 이를 국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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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기술이전올 통하여 제품화하여 조달하는 방법을 설정하여 보았다. 

시간계획은 위와같은 추진방식올 위하여 필요한 시간요소， 즉 기술습득 및 구현 

에 필요한 기간올 고려하여 설정였다. 또한 사업기간동안 상당한 자금이 연차별로 

소요되는 것올 고려하여， 자금의 원자력기금， 정부 및 산업체로부터의 연차별 단계 

별 조달성에 연계를 두어 가간계획올 정하였다. 즉 초기 1단계 4개년간 자금원으로 

는 원자력기금에서 상당부분 충당하여 사용하면서 참여 기업체를 개발하며， 이 수 

행결과를 토대로 2단계 6년간 사업자금은 정부 및 국내 참여기업체의 Matching 

Fund에 의존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계획올 구성 설정하였다. 

채 2 절 버용 (Cost) 

1. 비용 산정방법 및 기준 

비용산출은 다음 가정 및 기준하에서 산정하였다. 

。 가속기 및 관련시설 건설올 위한 부지는 가격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 가속기 건설사업 및 운용은 PBS를 적용받는 기존 관련전문연구소나， 또는 

독립 단일 전문연구소 규모로 가정하였다. 

O 프로젝트 인건비 계상은 1997년도 현재 PBS를 적용받는 국내 국립연구소 

연평균 급료액 수준인 35，000，α%원으로 하였으며 직종간， 숙련도， 

연령간의 구별 및 차둥은 두지 않았다. 

0 가속기장치 제작 및 시설건설의 대부분은 국내 전문연구소의 숙련된 

기술자의 지도 및 지휘하에 설계하여， 국내 산업체에서 대부분 수행함올 

가정하였고， 건축물 시공은 국내 산업체에서 전량 조달함을 가정하였다. 

。 국내에서 조달되지 않는 품목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조달한다. 

。 가격산출시 참고로는 국내의 물가정보 관련자료 및 가격자료 및 경험올 

사용하였다. 연구인력비의 가격올 제외한 일반 건물 및 시설 간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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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요소인 인건비， 토목 건설공사， 안전시설， 전기， 냉각， 공조 단가는 

‘97년도 국내 평균 가격에 의폰하였다. 

。 전반적인 가격산정 및 비교는 현재 수행중이거나 계획중인 NSNS(미)， 

APT(미)， NSP(일)， JHF(일)， ESS(유럽) 유사한 가속기 프로그램을 

참고하였다. 

。 비용산출의 정도는 약 :t 30% 정도로 한다. 

。 가격은 ’97.11 기준인 $l=Wl ,OOO 로 하였으며， 연도별 인플레이션은 

고려하지 않았다. 

2. 개발방식에 따른 가격 산정 몇 명가 연구 

본 연구의 주요한 목표중에 하나는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수행방법의 도출， 적절 

한 가격산정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간계획의 수립에 있다. 이를 위하여 앞 

서 제시한 프로젝트 수행방법별 가격 산청 및 평가 관련 연구 (Case Study)를 수행 

하였다. 가격 산정 및 평가 연구는 “원자력산업용 가속기 개발 전략 수립 및 기본 

연구”와 병행하여 기술개발 및 평가사업으로 수행된 Hardware 연구언 제3편에 기 

술될 양성자가속기에 입사기로 사용될 “양성자 이온원 개발” 연구를 통하여 수행되 

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양성자 이온원은 표 6.1과 같은 제원을 갖는 것으 

로서 이에 관련된 연구는 ‘80-’86년간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되었던 ”캉력중 

성자 발생장치 개발“에서 수행되었던 중양자 이온원인 Duplasmatron Ion Source를 

본 가속기에서 적합한 양성자 이온원으로 개량하여 개발한 연구에서 도출된 기술， 

가격， 소요인력， 발주. 제작기간 퉁의 실제 데이터를 중심으로하여 가격 및 시간요 

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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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양섯차 이온원 특성 

인출 이 온 : Proton, Hydrogen Ions 
빔 에너지 : 30keV(초기)， 50keV 
빔 전류 : Proton 30mA 이상 

빔 에미턴스 : 0.05 mm.rnrad 이하 

연속운전 : 100시간 이상 

이 온원 종류 : Duoplasmatron 

표 6.2는 상기 규격의 이온원 제품올 미국， 유럽， 일본동 상용으로 제작하여 제공 

할수 있는 외국 가속기 전문제작업체에서 가격과 납품기일이 포함된 견적과， 우리 

측은 장치를 연구소에서 설계， 산업체의 제작 후 연구소에서 제품 점검 및 설치 시 

험 까지에 드는 비용 및 시간올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 경우 비용면 

에서 국내 개발이 외국산 도입보다 가격면에서 약 30-35% 수준에서 개발 가능 

하였다. 이는 보통 가속기제품이 주문품 생산위주의 품목이면서， 고도의 기술이 요 

구되는 품목이므로 제작시 재료원가가 차지하는 비용은 10% 이내이고 대부분은 인 

건비 및 개발비로 계상되는 바， 인건비의 단가가 높은 외국의 경우보다 국내 개발 

제작이 인건비의 측면에서 저렴함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주후 입수까 

지의 소요기간은 도입의 경우가 약 8개월로 국내 조달의 경우 약 5개월 보다 더 오 

래걸렸다. 이는 도업의 경우 제작 시험 및 포장 운송에 드는 추가 소요기간에서 오 

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외에도 유사한 가속기 개발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수행된바 있는 중.소형 가 

속기 국산화 개발의 경우도， 국내 제작의 경우가 도입비의 15-25%정도 (인건비 제 

외)임올 보여주고 있어 이번 Case Study의 경우의 자료의 신빙성올 잘 뒷밭침 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전제로서， 국내연구기관에서 주요 핵심기술올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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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내 산업체에서 제작기술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두 요소 중 

산업체의 제작기술보다는 연구기관의 관련 핵심기술의 보유가 중요하다. 따라서 핵 

심기술의 보유가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 기술개발 또는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 

간을 추가로 고려 하지 않으면 않된다. 

표 6.2 추진방식에 따른 가격산정 평가표 

(단위 : 백만원) 

추진방법 
Turn Key 방식추진시 

국내개발시 가격비교 비고 
Aλ}( 미) B사(유럽) (원연설계 (국내/외산) 
제공 제공 업체제작) 

이온원 46.1 34.0 8.4 18-24 % 

가 이온원 전원 
격 및 부대시설 73.9 64.7 14.4 20-22 % 
산 인건비 14.6 연구소 

정 (O.4MY) 투입인력의 

인건비 계상 

합 계 120.0 98.7 37.4 31-35 % 

구입/제작 기간 8 개월 8-10 개월 5 개월 

사양기준 만족성 10mA 빔 40keV 빔 만족 

t;져lT ET -닙「 표「느 에너지부족 

미국 소재의 네델란드소재 원(연) 설계 

비 고 
정전형가속기 가속기제작 및 기술감독， 

제작전문엽체 전문엽체 국내산업체 

견적 견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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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책트 벼용 

。 프로젝트 비용 산정 

비용산정은 프로젝트의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토대로하여， 각 요 

소에 대하여 설계비， 제작비， 검사비， 조립 및 시험비를 각각 고려하여 계상하였다. 

특히 비용의 절감과 기술의 국산화 및 관련기술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프로 

젝트의 추진방식을 주로 국내 전문연구소가 기술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체가 제작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비용을 계상하였다. 표 6.3은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올 요약 

한 표이다. 전체 소요되는 비용은 1997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약 4，881억원 정도이 

다. 그림 6.1은 전체 비용의 분야별 도식한 것으로서 전체 비용 중 가속기 개발 및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비용의 약 53.9%를 점유함을 볼 수 있다. 

표 6.3 저체 효로젝 E 비용 요약 

(단위:백만원， Man-Year) 
항 E-1L 자본비 소요인력 인건비 소 계 

1. 가속기장치 건조비 239,150 678 23,730 262,880 

2. 이용기반시설비 56,000 415 14,525 70,525 

3. 건물 및 부대시설비 150.764 113 3,955 154,719 

445.914 1.206 42.210 48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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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기 건조 비용산정 

가속기 건조비용의 산정은 WBS를 요소들을 앞에서 제시된 개발전략을 토대로 

하여 산정하였다. 따라서 개발에 소요되는 전문연구인력의 인건비 계상은 도표와 

같이 별도로 하였다. 또한 부속가속기당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별 소요 금액을 누진하여 표시하였다. 

표 6.4 가속기 건조 비용 

(단위:백 만원， Man-Year) 
항 조-a1 자본비 소요인력 인건비 소 계 누적합계 

(단계별) 

1.1 입사기 650 8 280 930 

1.2 RFQ 6,200 40 1,400 7,600 

1.3 DTL 16,600 50 1,750 18,350 

1.4 CCDTL 31 ,200 90 3,150 34,350 

1.5 CCL(l) 49,500 180 6,300 55.800 117,030 

1.6 CCL(m 135,000 310 10,850 1145,850 262,880 

합 계 239.150 678 I 23 ,730 I 262,880 

。 이용시설 비용 산정 

-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 가속기의 전단부의 입사기 (50keV) 및 RFQ (3:VIeV) 

를 이용한 빔 이용시설， 즉 반도체 빛 플라스틱류의 MeV 이온주입을 위한 조사시 

설， 폭발물 빛 마약류 탐지장치 개발연구에 사용될 기본 설비， 기타 산업적응용을 

위한 기초시설올 포함한 가격을 포함 하였으며 4개년 동안의 시설 운영비도 포함 

하여 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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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 생산시설 ; 양성자빔올 RI 생산 표적까지 유도하기 위한 빔 수송계， 다수 

표적에 빔을 배분하기위한 빔 분배 계통， RI 생산용 4-5개의 표적계， 시료 자동운송 

계， 원격조작계 및 소규모 Hot Cell 설비를 포함한다. 

- 고속중성자 이용시설 ; 고속중성자를 이용한 핵자료 생산， 재료특성 조사， 

중성자 수송현상 퉁의 연구를 위한 빔 수송계， 중성자원 표적， 중성자 수송관， 기 

본적인 중성자 계측시설이 포함된다. 

-의료용 이용시설 ; 양성자 치료기인 Gentry를 제외한 양성자빔 수송계， 빔 

전류 분배 및 조정과 기본 방사선 계측시설 만올 비용에 고려 하였으며， 필요시 

Gentry를 설치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 핵변환 연구 기반시설 ; 핵변환로 연구시설은 별도의 계획으로 원자력 중 

장기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곳에서는 가속기 끝부분에서 핵변환용 표적까지 

도입되는데 필요한 빔 수송계 및 표적계 까지를 포함하였다. 

- 핵파쇄 중성자 이용시설 ; 핵파쇄중성자원 역시， 빔 수송계， 기본적인 표 

적시설과 중성자 3-4 개의 중성자 빔라인 및 차폐시설이 포함된다. 

- 중간자 빔 이용시설 ; 빔 수송계， 중간자 발생 표적계 및 차폐시설 만이 포 

함된다. 

- 381 -



표 6.5 이용기반시설보1용 

(단위 : 백 만원. Man-Year) 
항 -& 자본비 소요인력 인건비 소 계 누적합계 

(단계별) 

2.1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7,500 65 2,275 9,775 
2.2 동위원소 생산시설 9,500 75 2,625 12,125 21.900 

2.3 고속중성자 이용시설 5,000 45 1.575 6,575 
2.4 의료용 이용시설 6,500 55 1,925 8,425 
2.5 핵파쇄 중성자 이용시설 18,000 90 3,150 21,150 
2.6 핵변환연구 기반시설 5,000 55 1,925 6,925 64 ,975 

2.7 중간자빔 이용시설 4,500 30 1,050 5,550 70 ,525 

합 계 56,000 415 14,525 70,525 
___L_ 

。 건물비용산정 

건물비용 산정을 위하여 우선 소요되는 가속기 터널 및 부속건물올 포함한 이용 

시설， 부속시설별로 크기 및 건물에서 요구되는 전력， 운반하역장비의 수요를 조사 

하였으며 그 자료는 표 6.6에 수록하였다. 건물 건설비용산출은 오랫동안 원자로 및 

동위원소 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관여해온 한국원자력연구소 건설기술실의 그간의 

시설 시공에 관련된 가격자료를 토대로하여 ‘97년도 11월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 

여 계상하였다. 전제의 소요되는 건물 및 시설비용과 세부내역을 다음에 수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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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 시설 건설비 산출총괄 

(단위 : 백만원) 

NO. 건 설 비 내 역 소요예산 

1 건물비 - 연건평 17，852평 117,361 ’ Main 건물 (입사기/TunneVG려lery) 5，036평 33.088 ’ Plant 시설(이용시설/실험시설) 8，377평 62,848 

’ 기타 시설 4，439평 21 ,445 

2 | 부지 조성비 (조경비 포함) 8.000 

(부지 40，000평 기준/대 지 15，000평 해 당) 

3 냉각 설비 (3,OOOUSRT x 5대 기준 Main 건물해당) 6,023 

4 I HVAC 설 비 (Main 건물 해 당) 4,920 

5 전 기 설비 (l54KV 110MV A 기준) 10,400 

6 | 운반하역 설비 (19Set 기준) 4,060 

합 계 15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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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 시설 건물비 산출 

표 6.7 시설 건물비 

변호 건물시설 
대지 

주요사양 (A) 건물평수 건물특성 건물비 
면적 

1 입λ}기 (Injection BLG) 2Z7평 25Wx30Lx 12H 3FL 3충 (680명) 주요시설 고려 4,626 

2 Linac Tunnel 1 ，210평 5Wx4Hx800L 1충 (1 ，210평) 차혜체 5,445 

토공량 : 198，α)()rn’ 1,782 

3 Tunnel Galleπ 3 ，146명 13W x 5H x 800L 1총 (3，146명) 주요시설 21 ,235 

4 Electrical Substation 

Main 300명 (300팽) 일반시설 (골조) 7'3J 

Secondary 480형 805형 x6개소 (480형) 일반시셜 (사무실) 2,400 

5 Utility BLG 180명 (180명) 일반시설 900 

6 저에너지 빔이용 시설동 302평 4OLx 25W x8H 2충 (605명) Plant 시설 4,536 

7 동위원소 생산동 226명 3OLx 25W x8H 2충 (453명) Plant 시설 3,398 

8 고속충성자 이용시설동 302명 40Lx 25W x12H 3충 (907명) Plant 시설 6,804 

9 의료용 이용시설동 226명 3OLx 25W x8H 2충 (453명) Plant 시설 3,398 

10 빔 덤프 91명 20L x 15W x 12H 3총 (Z72명) Plant 시설 2，0갱 

11 핵파쇄 중성자원 실험동 2Z7명 '3JL x 15W x 12H 3충 (680명) Plant 시설 5,100 

12 핵변환 연구 실험동 362명 40L x 30W x 20H 5총 (1 ，812명) Plant 시설 13,600 

13 중간자빔 이용시설동 182명 40Lx 15W x 12H 3충 (당4명) Plant 시설 4,080 

14 극저온 시설동 90명 2OLx15W x5H 1총 (110형) Plant 시설 825 

15 RF 전원 실험동 242명 40Lx20wx12H 3충 (726평) 실험 시설 3,630 

16 진공 및 부풍조립동 181평 3OLx20wx6H 2충 (363명) Plant 시설 2,722 

17 공작동 242명 4OLx20wx6H 2충 (484명) 일반시설 2,420 

18 폐기물 관리동 η6명 60L x 40W x 10H 3충 (2，178명) Plant 시설 16,335 

19 부풍 물품 보판동 242명 4OLx20Wx lOH 3총 (726명) 일반시설 3,630 

20 냉각 플랜트 

21 행정동 (5총) 90명 30Lx lOWx 15H 5충 (영4명) 일반시설 2,270 

22 숙사시쉴(4충) Z72명 30L x 30W x 12H 4총 (1，089명) 일반시쉴 5,445 

합 계 대지면적 : 9，546팽 
연건명 

117,361 
07.852명) L 

- 384 -



2) 냉 각설 비 (Main BLG) 

- Cooling Tower (51,600,000kcal/Hr) 

... Q:40mJ/min x 33H (D:500mm) 

’ Motor 60HP x 3대 

... Heat Exchanger C12,000,000kcal x 3기) 

3279.000.000휩 

415，800，000원 x 5기 

400，아)()，αm원 x 3기 

- Pump X 10대 (250HP) 20，000，αm원 X 10기 : 200.000.000원 

... Q : 40mJ/min X 33H (D : 5OOmm) 

- 배관류 및 ACC'Y : 2.544.000.000훤 

’ 재 료비 : 595，000，αm원 

’ 노무비 1 ，570，000，αm원 

’ 설 치 비 : 379，α)()，OOO원 

합 계 : 4.82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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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VAC 빛 급배 수 설 비 (Main BLG) 

‘ Tunnel (실내 발열부하 : 430,OOOkcaVHr, 296,OOOm'!Hr) : 350.000.000-입 

’ 142USRT : 150，000，000원 

’ AHU : 500CMM x 5대 : 150，000，000원 

’ Retum Fan : 370CMM x 5대 : 50 ，000，αW원 

- Tunnel Gallery (15M x 5M x 800M) 

’ 360USRT 

’ Boiler : 12,000 x 0.13, 1.5TonlHr) 

‘ 급배수 소화설비 (열교환기류 포함) 

’ 급수· 급탕 
’ 위생기구 
’ 소화설비 
’ 정화설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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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0.000원 

250，000，000원 

120，000，000원 

표M맹，000월 

200，000，000원 

200，000 ，000원 

15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3.450.000.000원 

1 ，000 ，000 ，000원 

750，000，000원 

500，000，000원 

1 ，200，000，000원 

표-캠 4요쟁피00.000월 



4) 전기설비 

- 154KV 기기 llOMVA (변압 Sys x 2Bank 기준): 4000.아)().ooo워 

- 가공선로 (lOkm) 기준 (통상 lkm당 3.571로 환산): 4600.000.000원 

- Local 변전설비 (3억/개소당) 1.800.000.000휩 

합 계 : 10.400.000.000원 

5) 운반하역 설비 . 4.066.000.000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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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벼용 

운영비용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원자로 및 방사광가속기 퉁 

대형시설의 운영비 및 발생 경비 항목을 계상하여 추정하였다. 표 6.8은 연간 180 

여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가속기시설의 운영비를 산출한 것이다. 가속기 보수 유지 

비의 상당부분은 RF전원의 Klystron 관의 교체에 할당될 것이다. 그립 6.2는 연간 

소요운영비의 구성비를 표시한 도표이다. 약 운영비의 50%가 전기사용료임을 알수 

있다. 

표 6.8 연간 운영비 

(단위:백만원) 

항 조-a1 소요량 단위비용 소계 

인건비 180명 35.꺼\1.Y 6,300 

전기사용료 40MW.Y 5oo!MW.Y 20,000 

(75% 평균출력， 107~월 연속운전) 

가속기 보수 및 유지비 8,200 

시설관리비 3.000 

이용시설 보수 유지 및 활용 4,000 

운영비 합계 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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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간계획 

설정된 가속기프로그램의 추진전략에 의거 이에 적합한 시간계획을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 기간은 10년이고 이를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를 ‘98- ’01년도 까지 

향후 4개년도에 걸치어 수행하고，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업을 6년간 추진 

한다. 편의상 2단계를 3년간 씩의 2.1단계 및 2.2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현재 중 

장기계획에서 수행중인 양성자가속기 개발 사업과 연계의 필요성이 고려된 것이다. 

장치 개발은 가속기의 전단부인 입사기-RFQ-CCDTL-SL 순으로 추진하고， 각 단 

에서 가속기 건설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 프로그램도 뒷따라 추 

전하느것으로 하였다. 특히 프로젝트의 핵심기술중에 하나인 고출력 RF기술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과제 초기부터 이분분 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올 세웠다. 전 장치가 건 

설될 부지는 프로젝트 시작후 3년이내에 부지결정이 요구되고 제작된 장치의 설치 

및 시험운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은 프로젝트 종료 2년전 까지 완료되어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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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AC Project Schedule (FY)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412/413/414/4 1/412/413/414/411/412/413/414/4 1/412/413/414/4 1/412/413/414/4 1/412/413/414/4 1/412/413/41414 1/412/413/414/4 11얘2/413141/41 1412/413/4 니14 

1 단계 2.1 단계 2.2 단계 

C’DR PDR 
V 부지선.적 1 ，차1'1 허가 꺼톨착공 1 단계건”혹원꽁 ?차1'1 허가 ~!OI JI $11 곳 q차 91 힘 71 

’ !’ 1 

;‘ ‘ ~ 

1 단계 - 룡합시험 

; 2.1 단계 ‘ .. U~...，，， 

룡합시험 

”’ ‘t 
‘ 

2.2단계 

톨합시험 

l 
~ 

」、

i ‘ i ~~‘$.l:;'~ 
..... _,,,-_.; :<t: *、 ·‘ ! ’ 

11 l 

￥져션정 건톨 및 부혹시어 얻게 l 건 엉 

11 

그림 6.3 프로젝트 시간계획 



재 4 절 자금 투업계획 

자금의 연차별， 단계별 소요예산은 프로젝트 시간계획을 토대로하여 표 6.9와 

같이 구성하였다. 또한 각 부대항목별로 예산을 제시하고 도표로 표시하였다. 앞에 

서 언급된 프로젝트 추진전략상 대부분의 자금소요는 2단계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1단계말부터 2단계로의 이동시 전략상 자금 및 인력수요가 급증하므로 불연 

속성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요망된다. 

표 6.9 연차/단계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회계년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소계 

단계별 1단계 2.1 단계 2.2 단계 
가속기 2,400 7,050 9500 12,000 24,000 30,700 33,000 47,500 45,000 28,000 239,150 

이용시설 200 600 2,100 3,300 5,900 7,300 10,300 10.300 8,400 7,600 56,000 

건축비 200 800 2,500 5,500 25,000 30，OC잉 35,000 26,000 15,000 10,764 150,764 

인건비 595 805 1,155 1,505 3,745 5,705 7,000 7,700 7,350 6,650 42,210 

소계 3,395 9,255 15,225 22,305 58,645 73,705 85,300 91,500 75,750 53,014 

합계 50,210 217,650 220,264 488.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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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단계별 
가속기 
입사기 

RFQ 
DTL 
CCDTL 
CCL(I) 
CCL(m 

이용시설 
저에너지 

동위원소 

중성자 
의료용 
핵파쇄 
핵변환 

중간자 

건죽비 
인건비 
소계 

합계 

98 99 00 
1단계 

2400 7050 9500 
300 350 

1500 3700 1000 
600 3000 8000 

500 

200 600 2,100 
100 300 1,400 
100 300 700 

200 800 2500 

595 805 1,155 

3,395 9,255 15,225 

50,210 

표 6.10 연차/단계별 소요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01 02 03 04 05 06 07 소계 

2.1 단계 2.2 단계 
12000 24000 30700 33000 47500 45아m 28000 239,150 

650 
6잉O 

5000 16,600 
7000 15000 8700 31,200 

9000 22000 18000 500 49,500 
15000 471α)Q 45000 28000 135000 

3，떼O 5 ,900 7,300 10,300 10,300 8,400 7,600 56,000 
2.200 1,900 1,000 600 7.500 
1,100 3,000 2,300 1,400 600 9,500 

200 500 1,300 1,400 1,000 600 5,000 
200 700 1,300 1,800 1,500 1,000 6,500 
500 2,500 5,000 5,000 3,000 2,000 18,000 
100 200 400 800 1.500 2,000 5,000 

100 300 700 1,400 2,000 4.500 
5500 25000 30000 35000 26000 15000 10,764 150,764 
1,505 3,745 5,705 7,000 7,700 7,350 6,650 42,210 

22,305 58,645 73,705 85,300 91,500 75,750 53,014 488,124 
217,650 220,264 488,124 



제 3 편 양쟁자 OJ온원 개발
 



제 1 장 개 요 

양성자가속기 개발계획 수럽의 중요한 요소로는 비용산정， 시간계획 재원， 

국내 가용 기술의 환경의 파악 둥올 들수 있다. 또한 재원， 인력， 기술， 부지 

및 국민이해 확보 방안 둥도 프로젝트 기획의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 따라서 

계획수립의 현실성 및 타당성올 검증하기 위하여 Hardware 제작 연구를 통한 

"Case Study"가 꼭 필요하다. 이 비교 연구를 위하여 양성자 가속기의 전단부 

에 사용될 Duoplasmatron 이온원올 국내 개발하는 프로그램올 병행하였다. 평가 

방식은 상기 이옹원올 국내에서 개발하고， 동일규격의 수입장치들과 기술성 및 

경제성올 비교 평가하여 사업의 비용산출， 시간계획， 인력 수급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로 완성된 이옹원의 제원은 5OkeV, 30mA로 제시된 

양성자가속기 이옹원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에미턴스 및 양성자 분 

율올 향상시키는 실험이 진행중이다‘ 또한 향후 연속운전올 고려하여 ECR 

(Electron Cyclotron Resonance) 이옹원의 설계 및 이에 대한 기술개발도 수행 

하고 있다. 

채 1 절 대전류 양생자 가속가 이온원의 요건 

대전류 이옹원은 자장 구속 핵융합 장치의 중성 입자 빔 가열， 우주선 추진， 재 

료 물성 변화용 이온 주입기， 핵융합 중성 입자 가열 장치， 입자 가속기 둥 여러 가 

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왔다. 이러한 다른 목적들은 이온원에 대해 파워 

효율， 연료 효율， 운전의 안정성， 이온원의 충분한 선택성， 빔특성 둥의 완전히 다른 

주요 요건들이 요구된다. 가속기용 이온원도 마찬가지로 이용 용도에 부합하고 제 

한요건올 만족하는 이온원을 선태하여 이용하여 왔다. 먼저 미임계로의 핵파쇠에 

이용할 양성자 가속기용 이온원으로서 이용되기위해서는 운전의 안정성， 영속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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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며， 이온 전류 밀도， 빔 에미턴스， 이온 분율 퉁이 중요 요건으로 작용한다. 

제한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이온원의 안정성올 들수 있다. 실제 미입 

계로의 양성자 가속기의 이온원으로 이용하려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전할수 

있는 이온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안정적 운전이 가능한 이온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 

들은 작동이 단순하고 쉬워야 하며， 유지 보수가 간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긴 영속 

성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것은 이온원의 각 부품들의 수명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이다. 또한 이용원의 수명은 운전 모드와 관련이 되어 펄스형 운전과 직류형 이용 

원이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질 것이다‘ 

다음은 플라즈마 발생부에서 제한요건인자로는 이용밀도， 온도와 양성자 분율이 

중요인자로 작용한다. 대전류 이온원을 얻기위해서는 이온밀도와 전자 온도는 높을 

수록 빔 전류 밀도를 높일 수 있어 좋고， 이온의 온도는 낮올수록 낮은 빔 에미턴 

스를 얻기에 유리하다. 양성자 분율은 H2+나 H3+ 이온의 분율을 최소화 하여 양성 

자 분율올 90%이상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용기를 설계하고 용기벽의 재료를 선 

택해야한다. 이 양성자 분율은 플라즈마 발생부의 전자 온도와 플라즈마 용기 벽면 

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출부의 제한요건은 범 인출 전류와 빔 에미턴스가 중요하다. 인출 전극를 최적 

의 조건으로 설계하여 이온 전류는 최대의 양올 인출할 수 있어야 하며， 빔의 집속 

을 위해서 빔 에미턴스는 최소량을 가지도록 설계하여야한다. 이러한 빔 인출 특성 

은 플라즈마의 밀도， 인출 전압외에 인출구의 직경파 인출 전극 간의 거리가 중요 

한 변수로 작용한다.20 mA의 최종 빔 전류를 고려하여 이온원의 인출 양성자 빔 

전류는 30 mA를 넘어야 하고， 양성자 분율올 고려하여 40 mA의 빔 인출 전류는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전류 이온 빔올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플라즈마 밀도 

와 용도이외에 충분히 높은 인출 전압이 요구된다. 공간 전하에 의한 제한 인출 전 

압이 비교적 낮아， 빔의 집속에 충분한 전장이 유지되기에 충분한 인출전압과 브레 

이크 다운올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전극간 거리가 요구된다. 그외 이온 온도， 이온 

온도 변위 그리고 인출지점에서의 자장퉁올 고려하여 낮은 에미턴스가 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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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다음 단의 RFQ에서 요구하는 규격화된 에미턴스는 1 πmm mrad 정도 

이나， 현재 제작중인 대부분의 이옹원들이 0.2 πmm mrad 이하의 에미턴스로 설계 

제작되고 있다. 

기타 진공계통， 냉각계통， 빔측정 및 제어계통은 적절한 설계를 통해 이온원장치 

의 건전성 보장과 연속 운전올 요구하는 양성자 가속기용 이온원에서 빔의 이용율 

이 95 %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할것이다. 

제 2 절 대상 이온원 종류 및 특성 

이옹원의 종류는 초기에는 플라즈마 발생 방법이 음극에서 나오는 전자를 이용 

한 여러 가지 방전이 주가되어 플라즈마 구속 구조， 이온 추출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개발되었으나， 고주파와 마이크로파 퉁 플라즈마 발생 방법이 다양하게 개 

발되면서 다양한 특성의 이온원들이 개발되어， 각각의 이온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 

에 따라 여러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온원들을 플라즈마 발생 

방법을 중심으로 특히 대전류가 가능한 이온원에 대해 작동 원리와 특성올 간단하 

게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크 이옹원 : 값싸고 간단하여 오래전부터 이용 

되고 있는 이온원으로 아크 방전영역에서 작동하는 필라멘트에서 나오는 전차를 이 

용한 플라즈마로부터 이온을 추출한다. 초기의 전자 충돌 이온원들은 비교적 낮은 

이온 전류가 인출되었으나， 플라즈마 영역에서의 플라즈마 구속방법의 개선올 통해 

간단하면서도 대전류 인출이 가능한 다양한 이옹원들이 개발되었다. Magnetron, 

Freeman, Penning 이온원， Duoplasmatron, DuoPIGatron 둥이 이러한 고전류 이옹 

원들이다. 낮은 이온 에너지와 간단한 구조퉁의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짧은 필라벤 

트의 수명이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2) 고주파 이온원 : 산소 퉁과 같 

이 반옹성이 큰 기체 이온원의 경우 필라멘트 수명이 짧아 전극올 쓰지 않는 고주 

파 이온원이 긴 수명과 적은 불순물 함량으로 반도체 공정둥올 중심으로 널리 쓰이 

고 있다. 수 MHz에서 수십 MHz의 고주파를 주로 유도코일에 흘려주어 전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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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하는 고주파 전장으로 가열하여 플라즈마를 발생하여 이온올 인출하는 고주파 

이온원은 자기장올 필요치 않고 비교적 낮은 파워로 연속 운전이 가능하여 대면적， 

대전류 이온원으로의 개발이 연구중이다. 영구 자석올 이용한 Multicusp 형태의 자 

기장 밀폐와 결합한 Bucket 이온원으로 주로 이용된다. (3) ECR(Electron 

Cycrotron Resonance) 둥 초고주파 이온원 : 자기장하에서 초고주파 방전에의한 플 

라즈마를 이용한 이온원은 여러종류의 개스로 쉽게 작동할 수 있고， 수명이 길며， 

낮은 에미턴스를 가지는 장점이 있어 그 사용 범위가 크게 늘고 있다. 초고주파 이 

온원은 두가지 형으로 구별되는데， 높은 전자온도로 다가 이온(Multi-Charged Ion) 

올 쉽게 얻올 수 있는 ECR 방식과 높은 플라즈마 밀도로 고전류의 1가 이온원으로 

사용되는 비공명성 초고주파 이온원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온원들은 홉수된 초고주 

파 파워를 중가시켜 플라즈마의 전자 밀도와 온도를 높여， 이온 전류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이온 주입기와 같은 산업용 이온원으로 사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류， 연속운전이 필요한 양성자 가속기용 이온원으로 ECR 방식의 초 

고주파 이온원이 새로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가속기용 이온원의 경우는 운전 모드， 요구되는 이온전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이 

온원이 이용될수 있는데， 그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펄스형 양이온원￡로 이미 검 

증된 Duoplasmatron과 같은 아크 이온원과， 새로이 개발된 마이크로파 이온원이 대 

상 이온원으로 고려하였다. 아크 이온원은 대전류 이온를 얻을수 있￡며 운전 경험 

이 충분하고， 마이크로파 이온원의 경우는 대전류와 함께 연속운전을 할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인데， 최근에는 대전류 양성자 가속기의 연속 운전용 이온원으로 ECR 

과 같은 초고주파 이온원이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1. 아크 이온원(Duoplasmatron) 

가속기용 플라즈마 이온원으로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온원은 아크를 이용한 

이온원으로 읍전극과 양전극 사이의 방전올 일으켜 중성기체를 이온화 한후 플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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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으로 되어있다. 아크이온원은 발생된 이온밀도가 전자를 

가속하는 이온원의 경우보다 훨씬커서 주로 높은 전류밀도와 전류를 요구하는 장치 

들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아크이온원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로는 반도체 공정 

뿔만 아니라 중성업자빔의 이온원 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크를 이용하는 

이온원은 이온전류밀도는 높지만 필라멘트의 사용으로 수명이나 불순물로 인해 운 

전에 제약을 받는점이 단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크방전 이온원은 플라즈마 구속 

의 증진 방법 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개발되어 있으나 양성자 가속기용 대전 

류 이온원의 대상 이온원으로는 원자력연구소의 중성자 발생기용 중수소 이온원으 

로 개발된 Duoplasmatron과 물질 표면 개질용 이온주업기의 DuoPIGatron이온원이 

고려될 수 있다. 그 중 낮은 에미턴스와 높은 전류 밀도를 낼 수 있는 

Duoplasmatron이 가속기용 이온원으로 고려될 수 있다. 

2. 마이크로파 이온원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이온원으로 대표적인 이온원은 ECR이온원올 들수 있다. 

ECR이온원은 마이크로파 시스템의 대중화로 인해 급격히 발달한 플라즈마 발생기 

술이다. ECR플라즈마 이온원은 반도체 공정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다가 이 

온원인 경우에는 필수적인 이온원으로 이용되고 었다. ECR이온원은 연속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속기용 이온원으로 주목올 받고 있으며 이미 Ch머k River 

Lab이나 Los Alamos Lab둥에서 양성자 가속기용 이온원으로 개발되어 그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 이온원의 특정으로는 마이크로파의 에너지가 특정 외부 자기장 

에서 전자와 공명올 이루고 전자를 가속， 에너지를 전자에 전달하고 가속된 전자는 

중성기체를 이온화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킨다. 일반적으로 2.45GHz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였올 때 자기장이 875G에서 전자가 공명올 이룬다. ECR이온원은 이온밀도 

가 7.4 x 101O/cm3 정도의 임계밀도를 이루어 아크형태의 이온밀도 보다 다소 작지만 

전자가 주로 가속되어 전자 온도가 높고 이온온도는 아크이온원보다 낮아서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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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이 높고 에미턴스가 낮아 가속기용 플라즈마 이온원으로는 유리하다. 아울러 

플라즈마와 직접적으로 반웅하여 불순물올 발생시키는 열음극 퉁이 없어 플라즈마 

순도가 높다. 

채 3 철 이온원 절계 재원 

본 연구에서 원자력산업용 양성자 가속기의 이온원의 제원은 최종 1GeV, 20mA 

의 양성자를 목표로 50keV， 30mA의 양성자 이온 주업기를 설계하고자 한다. 양성 

자 분율올 75 %로 가정하변 인출 전류는 40mA가 되어야하며， 연속 운전이 가능하 

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RFQ에의 정합둥올 고려하여 정량화된 에미턴스가 0.2 π 

mm mrad올 넘지 않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먼저 중성자 발생장치용으로 원자력 연구소에서 ’80년대 중반에 개발된 중수소 

이온원 주업기의 Duoplasmatron 제원올 비교해 보면， 양성자 분율올 제외하고는 대 

부분 요건올 만족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Duoplasmatron 양성자 이온원올 설계， 

제작하였다. 

그러나 연속 운전올 고려하여， 최근 미국 Los Alamos에서 75keV의 범 인출 전 

압으로， 110mA의 양성자 인출 전류를 200여 시간동안 96%의 이용율로 운전에 성 

공한 ECR 이온원도 고려하였다. 개발된 ECR 이온원은 원자력용 양성자 가속기 이 

온원의 설계 요건올 훨씬 넘고 있어 비슷한 형태의 ECR 이온원올 설계하고자 한 

다. 

이상의 여러 이온원의 제원이 다음 표 1. 1에서 비교되었다. 

- 402 -



Beam energy (ke V) 
Beam current (mA) 
Proton fraction (%) 

Proton current (mA) 
Duty factor (%) 
Norm. emittance 
( πmm mrad ) 

표 1.1 이온원 제원 비교 

KOMAC 설계요건 Duoplasmatron(KAERI) 
50 30 
40 50 
75 46 
30 23 

10ü(dc) 100(dc)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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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 이온원 (LANL) 
75 
130 
85 
110 

100(dc) 

0.17 

M톨XT PAQ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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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DuoPlasmatron 이온원 설계 제작 

채 1 절 플라즈마 발생기 

DuoPlasmatron의 방전 전극은 열음극， 중간 전극， 그리고 양극으로 구성된다. 이 

설계의 핵심 원리는 중간 전극에서 일차적으로 중간 전극의 작은 구멍으로 플라즈 

마를 통과 시켜 플라즈마를 압축하고， 중간 전극과 양극사이에 비균일 자기장에 의 

하여 이차적으로 압축하여 고 밀도 플라즈마를 형성한다. 또한 인출 전극올 떠난 

이온 빔은 플라즈마 발생 영역의 자속， 압력 둥에 영향올 받지 않고 고진공 영역에 

위치하도록 설계한다. 이온원의 연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모든 전극은 수냉이 되도 

록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설계의 전체조립도 및 제작된 이온원은 그림 같 

다. 또한 상세설계도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그림 2.1 Duoplasmatron 이온원 및 조립도 

효율적인 아크 방전올 위한 열 음극용 필라멘트는 고온 작동이 가능한 텅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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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벤트로 하였다. 아크 파워의 증가는 전자 온도와 전자 밀도를 증가시켜 인출전 

류 밀도와 함께 양성자 분율올 증가 시킬 수 있으나 냉각 능력， 전원 공급 장치 동 

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플라즈마 압축올 위한 전자석은 중심 자속 10 kG가 되도록 4000 A-turn 으로 

설계 제작 하였다. 중간 전극은 자기력선 통로와 아크 챔버 내부의 자기 차폐를 위 

해 연강을 재료로 사용했다. 필라멘트 가열과 방전시 발생하는 열을 냉각 시키기 

위해 전극 내부에 냉각수 순환로를 두었다. 전극 끝 부분의 경사 각도는 30。， 구멍 

직경은 4.8 mrn 로 제작하였다. 

플라즈마 기둥이 형성되는 중간 전극과 양극 사이의 거리는 2 mm로 하였다. 이 

옹 slit의 역할올 하는 양극은 기체 효율올 높이기 위해 양극의 직경올 0.5-0.8 mm 

로 하였으며， 무산소 동올 사용하여 깊이 2.38 mrn로 제작하였다. 

제 2 절 빔 언출계통 

대전류 이옹원은 고밀도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동시에 플라즈마로부터 고전류 밀 

도， 낮은 에미턴스의 빔올 인출할 수 있는 인출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라 

즈마 경계면에서 양질의 이옹빔올 인출하기 위해서는 전극의 기하학적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출계의 전극 구조， 칫수 운전 조건동올 결정하기 위해 상업용 

코드인 IGUN 코드를 구입하여 계산하였다. 

플라즈마 전극으로 쓰이는 양극의 앞에 플라즈마 확장컵올 둠으로써 빔의 휘도 

는 감소하지만 빔 방출 면적이 증가하여 빔 인출부의 공간전하효과에 의한 빔 발산 

올 줄여 인출하게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확장각 800 , 구멍 직경 1mm로 제작하였 

다. 공간 전하 제한조건 아래에서 50 kV에서 40 mA 이상의 인출 이옹전류가 얻어 

지도록 컵의 직경올 15mm 로 하였으며 방전 방지에 충분한 거리인 14mm 의 전극 

간 거리를 유지시켰다. 확장컵의 구조재는 연강올 사용하여 컵내의 플라즈마가 이 

옹원의 잔류 자속에 의한 에미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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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33015 ‘ 9, TE=5.0 eV , UI=5 ‘ C:: eV , MASS=l ‘ J , T[=O eV , USPU~= C:: V 

2 ‘ G28-2 ;!!o., 331 ‘ J~J Ã/εm ........ 2 , 7 ‘ 94E~3/cm""""J ， DEB1E-3.7JE-3 UK工π3 ，

IGUN-4.123(CIR ‘ Beckex , RUN 09/01/97*11。’ file=icn01.in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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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O 

n ?n .lIr. J'i n Rn Jn ll l?n lL n 1 nO 1 ~n ?r. n 

l0nOl JO mA H+ ~o~r~e at J3~V 

그림 2.2IGUN 코드 이용예 

의 증가， 인출계 내의 방전 유발퉁의 영향올 최소화 시켰다. 한편 확장컵올 이중구 

조로 하여 외측 컵올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여기에 전압올 인가하여 플라즈마 

sheath 전위를 조절함으로써 이온이 벽과의 충돌올 방지하여 이온의 손실올 줄이고 

빔의 광학적 특성올 향상시켰다. 

인출 이온빔의 수차와 에미턴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인 인출 전극의 동 

공에 의한 Fringing field와 플라즈마 경계변의 영향올 조절하기 위한 플라즈마 경 

계 조절용 전극올 플라즈마 확장 컵의 앞에 설치하여 양극보다 높은 전압올 인가하 

여 플라즈마 경계를 변화 시켜 빔 에미턴스를 개선하였다. 

이온 빔의 인출시 문제가 되는 이온원과 인출전극 사이에서 절연체를 따라 일 

어나는 방전으로서 이는 인출계 및 인출 이온 빔의 불안정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 

러한 방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출 전극 앞단에 가속 인출 전극올 설치하고 인 

출 전압의 약 10%에 해당하는 음 전압올 인가하여 이온 빔의 충돌에 의해 발생된 

이차 전자에 따른 방전올 방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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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ECR 이온원 절계 

재 1 절 플라즈마 발생기 

그림 3.1 ECR 이온원 

사용된 마이크로 파 발생 시스템은 대중화되어 있는 마이크로파 발생기로는 진 

동수 2.45Hz, 출력1kW마그네트론올 사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파의 에너지를 플라 

즈마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에서와 같이 Circulator, Directional Coupler, 

그리고 3-Stub Tuner7} 위치한다. Circulator는 마이크로 파의 출력 밸브와 같은 

역할 뿔만 아니라 반사되어 나오는 파의 에너지를 Dummv 1ρad에 버리는 역할올 

하는 마그네트론 보호장치이다. Directional Coupler는 마이크로파의 주어진 출력중， 

반사된 출력과 전진하는 마이크로 파의 출력올 구하는 장치로 이용된다. 3-Stub 

Tuner는 전진하는 마이크로파의 출력올 극대화하여 플라즈마에서 반사된 마이크로 

파 출력올 감소시키는 역할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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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챔버부분에 빔인출올 위한 고전압이 부하되므로 마이크로파 발생 시스 

템의 고전압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챔버와 마이크로파 시스템사이에는 고전압절연이 

되어있다. 마이크로 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 파 윈도우 전반부에 

Rectangular to waveguide가 위치하며 특히 원통방향의 중심에서 플라즈마로 전달 

되는 마이크로파의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 아울러 1/4파장으로 된 4개의 Ridge가 

마이크로파와 플라즈마 사이의 최적화된 Im맹dance maching올 이룬다. 

그림 3.2 ECR의 플라즈마 chamber 

플라즈마 발생챔버내부는 플라즈마와 반응 열적， 화학적 반용올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함으로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고 인출 전극으로부터 역방 

향으로 가속되는 전자로 인한 열소산이 고려되었다. 문헌에서는 질화보론 리이너를 

부착하여 양성자 분옳올 중가시킴과 동시에 윈도우 전방에 질화보론올 두어 이온인 

출 전위차에의해 역방향으로 가속된 전자에 의한 윈도우의 파손올 막아준다. 윈도 

우는 마이크로 파의 플라즈마 발생장치에서 플라즈마로 에너지 전달시키는 매체로 

서의 역할과 플라즈마 챔버의 일부분으로 플라즈마와 마이크로파 발생원과 격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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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공 용기의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ECR 공병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솔레노이드 형태의 전자석이 설치되어 

lkG 까지의 자장이 인가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채 2 절 빔 연출계통 

최근 새로운 대전류 이온원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파 이온원은 

앞서 설계 제작한 DuoPlasmatron과 달리 플라즈마 발생기는 물론 빔 인출 계통도 

훨씬 단순하다. 즉 플라즈마 전극， 가속 전극 그리고 감속 전극의 세 전극으로 충분 

히 양질의 빔올 인출할 수 있다. 

플라즈마전극은 발생된 이온을 인출하기위해서 플라즈마 전극에 양의 고전압이 

부하되며 전자에 대해 정전반사경 (Electrostatic Mirror) 역할을 함으로써， 전자의 

비정올 길게하여 기체의 전리효율을 증가시켜 고밀도의 플라즈마를 형성시키는 역 

할도 한다. 플라즈마 전극에는 직경 7.6mm의 개구를 중심에 하나를 두고 두께는 

2mm로 하였다. 재료는 방전시 발생하는 열소산을 위하여 무산소동을 사용하였으 

며， 높은 양성자 분울을 위해 질화보론 라이너를 두었다.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1차원적 플라즈마 2극에서 인출할 수 있는 최대 이온 전류 

밀도는 Child-Langmuir 법칙에 의해 인출전압의 3/2 승에 비례하는 양이다. 따라서 

인출전압올 높일수록 많은 전류를 인출할 수 있지만 반면 전압이 방전제한 전압올 

념으면 범 인출계에서 방전이 일어나 빔 인출이 불안정 해지고 방전이 심하면 마침 

내는 인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빔 인출계의 방전개시 전압에 따른 최소 전극간의 

거리는 dg [mm] = 1.41xl0-2 Vb312[kV]로 실험에 의해 주어지는 양이 된다. 그런데 

실제 인출 전류 밀도는 공간전하에 의한 제한조건 보다는 플라즈마 이온 밀도와 인 

출 전장의 세기에 따른 빔의 발산 정도가 크게 영향올 미친다. 또 대전류 범 인출 

시， 인출 이온빔이 인출전극에 충돌 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출전극의 열소산 문제와， 

두 전극간에 전압인가에 따른 정전력 (Electrostatic Force)올 지지할 수 있는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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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문제는 전극의 두께를 두껍게 하면 해결되나， 실제 두께가 불필요하게 증가하 

변 인출 전류가 감소하게 된다. 인출 전극계의 가속전극은 플라즈마 전극으로부터 

개구 중심간의 간격올， 50 kV 인출 전압에서의 최소 전극간 거리인 5 mm 보다 큰 

8mm로 하였으며， 인출 빔의 발산각이 최소가 되도록 플라즈마 전극의 구멍 직경올 

7.6mm로 정하였다. 또 가속전극과 감속전극의 간의 간격은 2mm로 하며 전극의 두 

께는 각각 1.5mm, 2mm, 전극의 재료는 열소산이 유리한 무산소 동올 사용한다. 

가속 및 감속 전극내에 이온 빔과 잔류기체와 충돌둥에 의하여 발생된 전자가 

이온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되어 표적음극전극에 충돌하면 X선이 발생하며 이 X선 

이 절연체를 여기시킴으로써 절연체를 통한 방전의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 

라서 인출전극의 절연체를 통한 방전올 막기 위해서는 인출전극부의 진공도 향상 

그리고 빔 발산의 효과적인 제어 및 가속전극의 바이어스 전압 (인출 전압의 약 

10%에 해당하는 음 전압) 인가에 의해 역류전자를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발생된 

X선이 절연체에 직접 닿지 못하도록 X선 동의 방사선으로부터 세라믹 절연체를 차 

폐하여야 한다 Los Alamos에서는 가속-감속 전극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펌핑과 

플라즈마 전극 바깥으로의 자기장 누설올 줄이기 위한 자성물질올 부착하는 방법을 

써서 75kV의 높은 인출 전압올 안정적으로 인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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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측정계통 절계 피} 
.A 장진공함 4 제 

절 진공함 1 제 

성형 가공하 진공함은 가로 30ûmm, 세로 40ûmm, 높이 30ûmm의 얄미늄 주물로 

Langmuir Probe 측정기인 플라즈마 밀도 상면플랜지에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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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기체 조종계는 50kV 고전압 전극내에 위치하며 수소 기체병， 압력조절계， 

니들 조절밸브， 압력측정계둥으로 구성된다. 수소기체들은 각각의 압력 조절 장치를 

거쳐 미니폴더에 연결되고 니들 조절밸브를 사용하여 기체의 유량이 조절되어， 이 

온원의 중간전극 부분의 방전영역으로 주입된다. 

재 2 절 전공계통 

이온주입장치에서는 이온빔 인출시 이온과 중성입자와의 충돌에 따른 손실올 막 

기 위하여 10-5 
- 10-8 torr 정도의 압력이 요구된다. 각 부분의 진공설계는 이온원 

부의 Gas Loading, 표적에서의 시료 및 저융점 합금 둥 고정 지지물로 부터의 기체 

방출 둥올 고려한다. 또 진공배기에 소요되는 시간올 단축하도록 대형 터보 분자 

펌프를 주배기 계통으로 사용한다. 

진공계통는 배기시간을 단축하기위해 터보 분자 펌프를 이용하고， Gate 밸브 및 

각종 진공 밸브로 고진공계를 구성한다. 로타리 펌프로 저진공계를 구성하고 진공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로터리 펌프와 진공함 사이에는 Penning GaugeY- TC 

Gauge를 설치 저진공올 측정하고 고진공영역에서는 이용 게이지 동을 설치하여 고 

진공을 측정하게 된다. 

재 3 절 플라즈마 특성 측정장치 

플라즈마 밀도나 온도가 이온 인출 전류나 빔 에미턴스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 

므로 이온인출전류를 측정하기전에 플라즈마 발생부의 플라즈마 특성올 측정하여야 

한다. Duoplasmatron의 경우에는 이온원의 기하학적 구조가 직접적인 플라즈마의 

측정이 어렵고， ECR 이용원의 경우에는 저온플라즈마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국소적 

으로 한정되지만 정확한 플라즈마 특성올 알 수 있는 Langmuir Probe 측정법이 이 

용된다. Langmuir Probe의 원리는 Probe를 통해 외부에서 전위를 걸면 플라즈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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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른 전류를 측정하고 특성결과로 나온 Probe의 전위 대 전류의 비의 특성 

곡선올 해석 플라즈마 밀도나 온도를 구한다. 

가. 영역 ([[[) : 탐침 전류(lp)가 입력전압에 독립적인 전자포화전류 영역 

nv ‘ Ip= -I+s=e .. 4" Ap ψkνe= {혈앓 
이 성립한다. 위 식에서 1s로부터 전자밀도 l1e를 구할수 있다. 

나. 영역(r) : 이온포화전류영역 

Ip = - I+ s = -0.6 encsAp ψhere 

I 
l 
U 
U ’ --

( i 

c k( T e + rT+) 
ηZ+ 

다. 영 역( II) : Debye Sheath의 천이영 역 

이온은 탐침의 입력전위에 의한 제약을 받지않지만 전자는 Vp - Vp[의 전위 

벽을 극복해야 하므로 

Ip= r p + rp 

νe ____ e( Vp - Vp/) tuheye I+ = - L , Ie = e--- exD + s , .. p '" 4 '-'"""1-' k T
e 

이 성립한다. 위 식으로부터 ln(lp + Ls)의 기울기 tana 로부터 전자온도Te를 구 

할수 있다. 

이외에도 그림에서의 탐침전류가 “0"이되는 점의 전위를 Floating전위라하며 

Floating전위 는 쉽 게 구할수 있으므로 

깨 = Vp/-빨 ln(줬) = Vp/-짝 ln싫T討찮 
U.tiy ~π V me 

식에서 플라즈마 전위를 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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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플라즈마 전위 

채 4 절 이온 범 특생 측정 장치 

1. 에마턴스 측정 

인출 이온 빔의 에미턴스 측정올 위해， 수십 mA의 이온 빔에 의한 열 제거를 

고려하여 다중 스릿 (slit)과 beam scanner를 제작하여 이용하였다. 다중 스릿은 스 

릿 한 개의 폭이 O.5mm, 스릿간의 간격이 2.5mm로 전체가 1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릿에 축적되는 열을 소산시키기 위한 재료로서 무산소 동올 물로 냉각하여 사용 

하였다. 스릿올 통과한 이온 범은 스릿의 위치로부터 235mm 뒤쪽에 위치한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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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er에 의해 측정된다. beam scanner는 직경이 O.2mm인 텅스텐 선
으로 되어 있 

으며， 주사션의 위치가 O.05mm 이내로 정확하게 측정될수 있도록 주
사 장치가 고 

안 제작되었다. 

2. 이온 빔의 성분 측정 

이용 빔의 성분 측정은 진공함 내
에 빔의 진행 경로에 lmm x 3mm의 단일 스 

릿올 설치하고 스릿올 통과한 빔이
 영구 자석과 자기회로로 이루어진

 자속 밀도가 

660 Gauss 인 자기2극에서 분리되도록 하여 이를 sca
nner로 측정토록 하였다. 

3. 이온 빔의 단변 형 및 이온 빔 전류 측
정 

이온 빔의 단변 형 측정은 빔올 3mm x 50mm의 스릿에 통과 시키고 스릿 후
단 

에서 scanner를 이용하였다. 이온 
빔 전류는 주사선 후단에 위치한 2

차 전자 억제 

형 Faraday Cup과 인출 전원공급기의 부하 전류
를 각각 측정 비교하여 산출하였으

 

며 측정 비교는 5% 이내에서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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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전원 구성 

재 1 절 플라즈마 발생 기 천원 

플라즈마 발생기에 사용되는 전원으로는 필라멘트 가열용 DC lOV-50A, 전자석 

전류용 DC 20A, 그리고 아크 전원용 DC 250V-15A이 전압 안정도 0.01% 이내로 

설계되었다. 전자석용 전원은 일정한 자속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정전류가 요구되 

므로 망가닌 저항올 이용한 전류 궤환 회로를 택하여 전류 안정도를 0.05 % 이내로 

하였다. 플라즈마 발생기에 사용되는 전원 공급기는 50 kV 이상의 인출 전압 위에 

걸려져 있다. 따라서 각 전원 공급기의 입력단에 변압기는 일차측과 이차측이 70 

kV 내전압에 견딜 수 있는 절연 변압기로 하였다. 

채 2 절 빔 언출 고전압 천원 

범 인출 전원과 인출계 바이어스 전원은 50 kV 전위에 위치한다. 전위에서 이온 

원 작동에 필요한 전원공급기들의 입력 전원으로는 절연 전압이 5OkV, 15kVA, 단 

상 220 V의 전원공급용 절연변압기를 통하여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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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Duoplasmatron 이 온원 특성 시 험 

그림 6.1은 Duoplasmatron의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구성된 실험장치이다. 

제 1 절 발생 가 플라즈마 특성 

열음극형의 Duoplasmatron에서 수소 압력과， 필라벤트와 양극 사이의 거리에 따 

른 아크 방전 조건을 관찰한 결과 Paschen의 법칙에 따른 예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방전 점화 전압올 1oo-3ooV로 설계， 제작한 관계로 전극간 거리를 19mm 

로 했을 때 기체 압력 0.1-1.0 Toπ에서 안정된 방전을 얻을 수 있었다. 방전 점화 

전압은 방전 시작 후 일단 감소하여 아크 전압에 도달하면 일정 아크 전류에서 압 

력 변화(0.1-1.0 Torr)에 대하여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한 필라벤트의 중간 전극 

사이를 흐르는 전류는 양극의 아크 방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실제 

로 아크 전류가 고정된다면 아크 전압은 빔 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필라멘트 

와 양극 사이에 형성된 플라즈마 기퉁에 걸리는 아크 전압은 이온원의 기하학적 구 

조와 특히 양극의 재질과 표면 상태에 관계함을 알 수 있었다. 

아크 Chamber의 압력이 높올수록 기체 효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과도한 기체 

주입은 절연 파괴， 지나친 전자 Loading 전류를 야기시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인출 구멍 또는 차등 펌핑이 필요하다. 실험에서 양극의 양변을 통해 충분한 

진공도 차이를 얻어 (630 mTorr 와 0.043 mToπ) 아크 방전이 안정하게 유지되었 

다. 또한 장시간의 아크 방전으로 양극의 구조와 표면 성질이 변함을 관찰할 수 있 

었으며， 필라벤트 가열과 장시간 아크 방전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이중의 Viton 

O-ring이 필요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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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Duoplasmatron 특성 시험 실험장치 그렴 

| 

ANN 

l 



재 2 절 언가 자장 특생 

중간 전극과 양극 사이의 자속 밀도 분포는 그림과 같이 곡선으로 나타나 생성 

된 플라즈마가 두 전극 사이에서 압축됨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정한 아크 

전류에서 자속 밀도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온 빔 전류가 증가하여， 포화되거나 

입계점에 도달함올 알 수 있었다. 즉 아크 전류에 따라 적절한 전자석 전류값이 요 

구되며， 이 임계 전자석 전류값은 아크 천류가 증가함에 따라 낮은 자속 밀도의 방 

향으로 움직인다. 

이온원에 주어진 전자석의 전류에 따른 아크 전류는 다른 변수들올 일정하게 놓 

았을 때， 자속 밀도의 증가에 따라 아크전류가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양극 구멍의 크기가 클 경우 중성 기체의 흐름이 급격히 증가하고， 구멍의 크기 

가 작게되면 이온원의 최대 빔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확장컵이 필요하 

다. 실험올 통해 양극올 빠져나온 플라즈마의 공간 전하 영향올 줄이고 또한 가스 

흐름올 제한할 목적으로 확장 컵올 설치해야 함올 확인할 수 있었다. 확장 컵은 구 

명의 크기가 lmm 정도이면， 길이와 직경이 거의 같게하고 길이 20mm 이내， 직경 

lOmm 이내로 보통 설계한다. 확장 컵은 플라즈마가 벽쪽으로 잘 확산되도록 컵 내 

부의 잔류 자속올 줄여주되， 이온의 손실이 너무 크지 않올 정도는 유지해 주어야 

한다. 또한 컵 내부의 자속 밀도가 이온 밀도 분포에도 영향올 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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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intermediate e1eζtrod 

A ; anode 
EC; expans~on cup 

--z 

그림 6.2 인가 자장 특성 

재 3 절 아크전류 대 언출전류 

필라벤트 전류의 증가는 아크 전류의 증가를 유발하나， 일단 아크 방전이 점화되 

면 필라벤트 전류는 아크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때부터 아크 전압을 조절 

하여 아크 전류를 변화 시켰다. 아크 전류와 인출 범 전류는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 

이 거의 일차 함수적으로 변화 함올 관찰하였다. 

한편， 낮은 입피던스를 갖는 아크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할 경우， 아크 전류가 

우발적으로 과도하게 훌러 필라벤트의 앞부분올 녹이거나 양극 구멍올 막는 현상올 

보여， 높은 임퍼던스의 아크 전원 공급 장치가 아크 방전의 안정성에 필요함올 확 

안하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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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절 언출전압 대 언출 빔 전류 

아크 전류가 7A 이하에서는 인출 이온 빔의 전류는 인출 전위의 증가에 따라 거 

의 일정함올 볼수 있고， 이는 양극 구멍올 통해 확장 컵 내로 이동하는 플라즈마의 

밀도가 충분치 않아 포화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아크 전류를 증가 시킴에 따라 

인출 빔 전류의 인출 전압에 따른 증가가 보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크지 않다. 그 

러나 확장 컵올 양극과 절연하여 bias하였을 때 인출 이온 빔이 약 40% 정도 증가 

하여 이상적인 Langmuir-Child Perveance의 약 68%정도에 도달하였다. 아크 전류 

의 증가에 의한 충분한 플라즈마 이온 밀도의 공급과 bias에의한 이용 속도의 증가 

가 인출 빔 증가의 필요 조건임올 확인하게 되었다. 여기서 고려되지 못한 

Perveance중가의 또다른 방해 요인은 비교적 낮은 인출 전장하에서 플라즈마 이온 

밀도의 증가에 따른 이온 빔의 발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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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경계 조절용 전극의 전위를 변화시킴에 따른 인출 이온빔의 Emittance 

변화를 측정하기 위랴여 아크 전류， 전자석 전류 빛 이온원의 전위를 일정하게 유 

지하고 플라즈마 경계조절용 전극의 전위를 17KV -24.5KV 범위 내에서 1.5 KV 씩 

변화시킬 때 다중 스릿을 통과한 이온빔올 텅스텐 Scanner로 측정하였다. 플라즈마 

조절용 전위를 증가시킬수록 인출 이온빔의 발산과 수차가 감소됨올 볼 수 있다. 

Normalized Emittance 는 플라즈마 경계조절용 전극의 전위가 20 KV에서 0‘75π 

mm mrad 이며 전위를 증가시킬수록 감소하여 24.5KV에서 0.5πmm mrad로 약 

33% 정도가 감소되었다. 이 Emittance 값은 이온 빔 수송계통 설계에서 요구되는 

Acceptance 값 1.0πmm mrad의 약 50%로써 이온빔 수송에 충분한 값이지만， 근 

래에 개발된 이온원들의 에미턴스 값 0.2πmm mrad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Emittance 도면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수차요인은 확장컵의 중심부에서 플라 

즈마 경계변이 돌출되어 이곳에서 방출되는 발산이 큰 이온빔에 의한 Halo 현상 때 

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플라즈마 경계 조절용 전극의 전위를 높게 인가할수록 수차 

가 줄고 Emittance가 감소하는 현상은 인출전극의 강집속 전장이 확장컵의 테두리 

부분에 침투하는 것올 막아서 이 부분의 플라즈마 경계변이 비교적 평평하게 되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플라즈마 경계 조절용 전위를 20kV에서 24.5kV 로 증가 

시킬 때 인출 이온빔의 전류는 약 10-15% 감소되었으며 이는 플라즈마 경계면이 

평평하게 되면서 범 인출 표면적이 감소하고 또 돌출되었던 플라즈마가 후퇴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플라즈마 경계 조절용 전극올 이용한 이온 빔의 광학 특성 변화는 상용코드인 

IGUN올 이용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경계 조절용 전극의 전위를 증가 시킴에 따 

라 플라즈마 경계면이 이동함올 그림처럼 모사할 수 있었으며， 이것은 실험에서 나 

타난 수차와 에미턴스의 감소를 설명할 수도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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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 요인은 이온원의 전자석 전류 즉， 플라즈마 밀도에 관계된다. 전자석 전류 

가 L5A이하에서는 거의 수차가 나타나지 않으나 전자석 전류를 증가시킬수록 수차 

가 증가함올 관측하였다. 이는 전자석 전류가 증가할 때 확장컵내에서 누설자속이 

증가하여 플라즈마가 축 중심부로 접속되는 현상과 또 이온원의 양극 동공 근처에 

형성된 강자장에 의한 플라즈마의 구속력이 강해져서 양극 동공올 통과하는 이온의 

밀도증가 및 자장이 이루는 Mirror 장의 영향으로 확장컵내의 중심부에서 이온분포 

가 중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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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완자력 산업용 가속기로서 핵종변환올 확한 미업계로의 핵파쇄 장치로의 이용올 

최종목적으로 하는 대전류 양성자 가속기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원차력산 

업용 양성자 가속기의 이옹원의 제원올 최종 lGeV, 20mA의 양성자를 목표로 

50keV‘ 30mA의 양성자 이옹원올 설계 제작하여 특성시험올 수행하였다. 

먼저 D-T 중성자 발생용으로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Duoplasmatron의 운전 

자료를 바탕으로 양성차용 대전류 Duoplasmatron올 설객:1， 제작하였다. 측정된 

Duoplasmatron의 특성은 인출 전압에 따른 인출 야온 빔 전류는 충분히 좋은 값을 

보여 주고 있지만， 에미턴스와 양성자 분윷은 설계 요건올 아직 만족 시키지 못하 

고 있다. 아러한 조건올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아크 전류의 증가둥의 최적운전조건 

올 찾는 연구가 계속될 예정야다. 

또한 연속 운전을 고려하여， 최근 미국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에서 

75keV의 빔 인출 전압으로， 1l0mA의 양성차 인출 전류를 200여 시 간동안 96%의 

이용율로 운전에 성공한 ECR 이온원도 고려하여 비슷한 형태의 ECR 이온원의 설 

계도 병행하여 개략적인 이옹원 설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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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양식 

수행 기관 보고서 번호 j 위 탁기관보고서 번호 표준보고서 변호 INIS 주제코亡 

제목/부제 
낙 

원자력산업용 가속기 개발 계획(안) 수립 및 기본 설계 연구 
_J 

1 연구책엄자 및 부서명 엄 태 윤， 원자력 연구소， 원자로 화학팀 

연구자 및 부서명 박창규， 최병호， 조용섭， 송우섭， 황철규， 한 장민， 이재형， 

정기석， 박원석， 송태영， 장종화， 서석용， 정준극， 양맹호， 

정연호(원자력연구소) 조규성， 황용석 (한국과학기술원) 

출판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1997 
키 

페이지 도 표 유(0) 무( ) 크 기 26 cm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이， 대외비( ), ( )급 비밀 보고서 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과학기술처 계약번호 

3:::.ζ 료--，츠 

21세기 전반의 미래 원자력기술개발을 선도할 원자력산업용 양성자 가속기의 개발 계획 

j 을 국내외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기술자문을 통하여 수립하였다， 선진국들의 연구 개발 동 

향과 현재 수행중인 원자력 중장기 개발 계획을 반영하여 개발 전략을 설정하였다 양성자 

가속기 개발 제획을 위한 재원， 인력， 기술， 부지 및 국민이해 확보 방안 등을 검토 제시하므 

로써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확보하였다. 

도출된 양성자 가속기의 제원은 최종적으로 핵종변환과 신 에너지원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1GeV, 20mA 급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하여， 각 세부 가속기인 Injector, 

RFQ , CCDTL, SL를 기본섣계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양성자 빔 및 중성자 빔을 이용/응 j 

용하기 위한 표적계 및 빔 진단 제어계를 제시하였다 이 가속기 장치기숭 및 빔 이용기술 

의 학술， 산업， 의료분야 등 각 적용 분야를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빔의 조건 및 부대시설음 l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속기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였고， 시간 계획 및 인력투입계획 

도 제시하였다‘ 

계획수립의 현실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Hardware 제작 연구를 동한 “ Case 

Study"들 수행하였다 즉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의 전단부에 사용될 Duoplasmatron 이온원을 

국내 개발하고， 동일균격의 수업장치들과 기숭성 및 경제성음 비교 평가하여 사업의 비용산 

출， 시간계획， 인력 수급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활용하였다. 완성된 이온원의 제원은 50keV, 

30mA로 제시된 양성자가속기 이온원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에미턴스 및 양성자 

분율음 향상시키는 실험 이 진행중이다. 

주제명 ( 양성자 가속기， 개발 계획， 원자력산업용， 중성자원， 핵파쇄， 핵변환， 

신 에너지원， 빔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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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and preliminary design for the rea1isation 
of high current proton acce1erator to be used as an essentia1 component for the 
R&D of Acce1erator-Driven System(ADS) for energy production and 
transmutation of long-lived radionuclides. Various fie1ds of app1ication of the 
acce1erator such as basic nuclear physics, material science, biology, high energy 
physics, medicine, etc. were a1so ìnvestìgated. From the pre1iminary design 
study, 1 GeV(20 mA) - Linac i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transmutation and 
energy production. Specification of injector, RFQ, CCTL and SL was a1so 
sugested. For the case study, a duolplasmatron ìon source was designed by 
KAERI and fabricated by a demestic manufacturer, and the performance was 
a1so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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