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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방사선환경 폴리머재료의 수명연장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방사선환경에서 사용되는 폴리머재료의 방사선-유도산화 차단으로 재료  

   의 안전성 및 경제성 향상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표면처리 및 방사선조사 폴리머재료 시편과 표면처리하지 않고 방사선조  

   사만 시킨 동일 시편에 대한 방사선-유도산화 정도 규명

  -위의 시편에 대한 래디칼 농도변화 및 미세경도 비교분석

IV. 연구결과 및 활용

  -폴리머재료의 수명단축 요인인 방사선유도산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래디칼 변화속도를 EPR 분석을 통하여 관찰함으로서 각 재료에 대한 내

방사선 특성을 확인

  -각 시편에 대한 미세경도 측정결과 DLC 표면처리 면이 표면처리하지    

   않은 면보다 경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함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유도산화 저항성이 DLC 박막층에    

의해서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폴리머재료 표면에 화학적으  

로 불활성인 DLC 박막을 증착시키는 방법은 방사선-유도퇴화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방사선물질취급시설, 방사선조사시설   

등과 같은 방사선환경에서 사용되는 폴리머재료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다.



SUMMARY

I. Project Title

  A Study on the Life Extension of Polymer Materials under Radiation    

  Environmen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improve the stability and the 

economics by reducing the radiation-induced oxidation of polymer 

materials under radiation environment.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Find out the effect of radiation on the oxidation characteristics of the 

polymer materials with and without DLC coating layers.

  -Analysis of the micro-hardness and radical concentration changes of 

the materials.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Effects of diamond-like carbon thin film deposition on the resistance 

of polymers to radiation-induced degradation were verified. In order to 

make sure those are true, a change of radical concentration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radiation-induced oxidation as a major factor of 

degradation was observed.

  -The micro-hardness of the DLC coated specimens was higher than 

that of non-DLC coated specimens.

     In conclusion, the DLC thin film deposited specimens improves the 

radiation-induced oxidation resistance.

     In this context, the chemically inert DLC deposition technology can 

be considered one of the candidate key technologies to cope with the 

deterioration problems of the polymer materials used under the 



radiation environment such as nuclear power plants(NPP) and 

industrial fields handling the radioactiv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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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최근 들어, 여러 분야에서 폴리머재료의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재료가 탄성, 경량, 가공성 등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폴리머재료는 일반 환경에서 사용될 때보

다 퇴화속도가 빠르게 된다. 이러한 것은 폴리머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 

재료가 갖고 있던 원래의 기능을 저하시켜 안정성 및 경제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 환경 사용 폴리머재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실험을 통하여 그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사선산화에 대한 대부분 폴리머재료의 저항성은 안정화제에 

의해서 개선되어 왔다. 안정화제는 래디칼중재산화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산

화방지제 역할을 한다. 산화방지제 효과는 불활성기체 사용분위기와 같이 산

소가 없을 때 방사선퇴화를 억제하게 되나 폴리머재료의 방사선조사중 또는 

조사후 주변환경이 공기중일 때, 즉 산소분위기일 때에는 그 효과는 감소하

게 된다. 폴리머재료의 안정화는 어느 문턱값 까지는 안정화제 농도의 함수

이지만, 그 농도 이상에서 안정화는 더 개선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정화제는 

어느 방사선흡수선량을 넘어서면 소진되어 버린다. 따라서 안정화제의 효과

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게 된다.[1,2]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에서는 폴리머재료의 표면에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DLC 박막을 증착시켜 공기중에서의 방사선 산화 차단효과를 가져오게 하며, 

이로 인하여 방사선퇴화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지금까지 

주로 안정화 첨가제를 사용하여 방사선 저항을 개선시킨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이며, 대부분의 재료가 불활성 분위기가 아닌 산소분위기에

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게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방법은 방사선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폴리머재료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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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년도는 폴리카본네이트 재료만을 실험대상으로 하 으나, 최종 2차년도

에서는 폴리카본네이트 외 5종의 폴리머재료 시편을 추가하여 시험을 수행

하 다. 또한 시험대상 시편내 산소량 변화, 산소침투깊이, 화학적 구조변화 

등의 특성에 대하여는 1차년도에서 취급하 기 때문에 2차년도에서는 산화

메카니즘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래디칼 변화에 중점을 두고 시험을 수

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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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실 험

제1절 실험장치

1. PECVD 시스템

    폴리머재료의 대부분은 용융점이 100∼300 ℃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재료에 

변형을 주지 않고 표면에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온 코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래서 폴리머재료 시편에 DLC 박막 증착은 그림2-1-1-1과 같은 저출력의 커패시티

브형(capacitive type) 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PECVD) 시스템을 사용하 다. 

 

Gas
Mixer

Vacuum
Pump

RF Matching
Unit

RF Generator

Manometer

Gas Cylinder

Flow Meter

N2 CH4 CO2

Reactor

Vent

RF Power Meter

DC Voltmeter

Fig.2-1-1-1. Schematic Description of PECVD System for DLC Thin Film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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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은 진공반응기, 고주파발생기/매칭유니트, 진공펌프 등으로 구성되며, 반

응기체 공급은 기체실린더로부터 유량조절기를 통하여 반응기내로 공급된다. 시스

템 압력은 마노메타(manometer)로 확인되며, 또한 증착시스템 작동중 일정한 압력

은 압력센서와 조절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값으로 미리 설정하여 자동적으로 유지하

다. 그림2-1-1-2는 실험실내에 안치된 PECVD 시스템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Fig.2-1-1-2. Photograph of PECVD System for DLC Thin Film Deposition.

  반응기체를 진공반응기내에 유입시켜 플라즈마 불꽃 속에서 폴리머재료 표면상에 DLC 

박막을 코팅시키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부산물들이 진공펌프내에 유입

되어 펌프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악 향을 미치는 부산

물을 걸러내기 위한 필터를 진공반응기와 스로틀밸브/진공펌프 사이에 장착함으로서 펌프

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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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존의 진공 반응기

      1차년도에 사용한 진공반응기는 불수강(stainless steel) 재질로서 높이 315mm, 내경 

315mm, 두께 5mm의 몸체부분과 직경370mm, 두께 17mm의 뚜껑부분으로 그림2-1-1-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몸체부분에는 6개의 구멍이 90 및 45 간격으로 뚫려 있는데 2개는 

사용기체 유입 및 배출구이며, 1개는 관측구(view port) 및 시료 반입․반출구이다. 나머지 

3개는 예비용이다.

φ310

φ360

350

410

30

30

φ110
φ200

View Port/Sample Port

Gas Inlet

Thermocouple
Feedthrough

Pressure Transducer

RF Power
Feddthrough

Nitrogen Gas
Purge Line

Manometer

Fig.2-1-1-3. Detail Description of Vacuum Chamber for PECVD.

2개의 뚜껑부분중 상부 뚜껑부분은 전극봉 삽입구, N2 기체 유입구 및 진공측정기기

(vacuum gauge) 탐촉자 연결구가 있으며, 하부 뚜껑부분은 전극봉 삽입구만이 뚫려 있다. 

뚜껑과 전극봉 사이의 전기절연은 전원피드스루(power feedthrough)를 사용하여 해결하

으며, 모든 부품의 연결 부분은 고무 “O" 링(ring) 및 구리 가스켓(copper gaskets)을 사용

하여 진공누설을 방지하도록 하 다. 시편 홀더가 놓이는 아래쪽 전극판은 그림2-1-1-4와 

같은 형태로 제작하여 온도측정센서(thermocouple) 및 펜히터(pen-type heater)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 는데, 이러한 것은 DLC 박막 증착후 진공반응기 내에서 직접 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진공펌프(vacuum pump)는 회전식 진공펌프(rotary pump)를 사용하 으며, 본 

시스템에서의 배출 능력은 ∼10
-3
torr이었다. 기체 실린더는 CH4, CO2, N2 기체등 3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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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데 CH4와 CO2는 DLC 박막 증착용 기체이고, N2 기체는 증착시료 배출시 

진공반응로의 진공제거용이다. 진공반응로와 기체실린더 사이에는 기체 혼합기(gas mixer)

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CH4와 CO2 기체가 혼합된다. 또한 CH4와 CO2 기체의 유입속도는 

유량계(mass flow meter)로 조절된다.

φ10 φ10

φ10

φ1/8”

φ150

φ150

20

φ25

5
5

80

A A
B

C

Electrodic Plate(1)
A : Hole for Heater Insertion
B : Thermocouple Inserting Hole
C : Nut for Electrodic Rod

3030

6
10

Fig.2-1-1-4. Electrode in Vacuum Chamber.

  RF 플라즈마 발생기(plasma generator)는 13.56MHz의 주파수를 발생시키며, 최대 출력은 

600W이다. 진공반응기의 전극봉과 RF 발생기와의 연결은 중간에 RF 매칭유닛트(matching 

unit)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RF 발생기와 매칭유닛트 사이에 RF 전력기(power meter)가 부

착된다.

  압력측정 기기로서는 피라니 게이지(pirani gauge)를 사용하며, 이 게이지의 최대 측정 

가능 진공범위는 10-4torr이다.

  나. 개량형 진공 반응기

      플라즈마 진공 반응기 내에서 시편에 대한 증착이 진행되는 동안 반응기체인 

CH4가 분해하여 일부는 시편표면에 증착되지만, 일부는 전극표면이나 진공 반응기 

내벽에 흡착된다. 이러한 부산물들은 증착효율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 두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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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CVD 시스템에서 DLC 증착시 사용기체의 유동속도는 질량유동제어기

(mass flow controller)와 스로틀 밸브(throttle valve)를 사용하여 조절된다. 기체 유

동속도는 제어기에서 특정 값을 설정하여 그 값에 해당하는 기체량 만이 유입되도

록 스로틀 밸브가 자동으로 개폐되므로서 제어된다.

  나. 압력

      플라즈마 시스템내 압력은 반응기체의 분해 정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이

러한 압력변화를 수동식 밸브를 조작하여 조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스로틀 밸브가 자동으로 조작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서 압력조절은 그림2-1-1-7에서와 같이 압력감지기(pressure transducer), 

스로틀 밸브, 압력제어기(pressure controller)로 구성된 압력조절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DLC 증착 시스템의 압력은 원하는 실험압력을 제어기에서 설정하면, 

압력감지기에서 감지한 압력과 설정압력 사이의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스로틀밸브

가 개폐됨으로서 자동 제어된다.

    

Vacuum Chamber
Throttling

Valve
Vacuum
Pump

MFC

Pressure
ControllerPressure

Transducer

Throttling
Valve

Vacuum Chamber
Throttling

Valve
Vacuum
Pump

MFC

Pressure
ControllerPressure

Transducer

Throttling
Valve

Fig.2-1-1-7. Pressure and Gas Flow Control in PECV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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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편준비

   폴리머재료의 내방사선특성 실험대상으로서 1차 년도는 폴리카본네이트 재료만

을 시험대상으로 하 지만 최종 년도인 2차 년도에서는 ABS, 아크릴, 폴리카본네이

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등을 추가하 다. 폴리카본네이트를 선택한 것

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다만 이 재료가 표2-2-1-1과 같이 다른 폴리머

재료에 비해 아주 높은 충격저항, 인장강도, 투명도 등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특성 때문에 이 재료는 항공기, 구조물 성분, 기계 보호체, 안전장치, 식기류, 의

료기기, 콘테이너, 간판, 패널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폴리카본네이트는 탄산에스

테르결합 -O-R-O-CO-를 갖는 선상고분자이다.

CH3

C

CH3

( O C O )

O
n

  Table 2-2-1-1. Properties of Polycarbonate (LEXAN)

Properties Remarks

Impact Resistance
․250 times more impact resistant than safety glass

․30 times stronger than any other transparent plastic

Transparency ․thickness up to 1/2" have the transparency of glass

Tensile Strength ․6,000 psi at 250℃ (1/8" thickness)

Heat Resistance ․recommended operating temperature : 19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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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폴리카본네이트 시편에 DLC를 증착시킨 이유는 DLC의 특성이 표

2-2-1-2 및 3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특성을 가지며, 낮은 온도에서도 합성이 가능하며, 증착조건에 따라 물

리․화학 및 기계적 특성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2-2-1-2. Characteristics of Diamond, DLC(Diamond-like Carbon),
               and Graphite [3]

               Allotropes

 Properties
Diamond DLC Graphite

 Crystal Structure
cubic

3.567

amorphous with small

crystal regions mixed

with sp
2
 and sp

3
 bonds

hexagonal

a=2.47

c=6.79

 Density (g/cm3) 3.51 1.8∼2.0 2.26

 Chemical Stability
inert,inorgan

ic acids

inert, inorganic

solvent, acids

inert, inorganic 

acids

 Hardness

 (Vickers, kg/mm2)
7,000∼10,000 900∼3,000 -

 Thermal Conductivity

 (W/mK)
20 at 20℃ -

K∥30∼40

K⊥1∼2

 Optical Properties

 -Refractive Index

 -Transparency

 -Optical Gap(eV)

 2.42

UV-VIS-IR

5.5

1.8∼2.2

VIS-IR

2.0∼3.0

2.15(∥c)

1.80(⊥c)

opaque

-

 E l e c t r i c a l 

Properties

 -Resistivity(Ωcm)

 -Dielectric Constant

 - D i e l e c t r i c 

Strength(n/cm)

＞1016

5.7

＞10
12

1010∼1013

4∼9

10
6
∼10

10

0.40(∥c)

0.20(⊥c)

2.60(∥c)

3.28(⊥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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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3. Applications of Diamond and DLC [3]     

Applications Property Requirement Available Coating Type

 Decorative Coatings ․Hard, Transparent in Visible Range

  of the Spectrum

․Diamond-like(i-C), Small Grain

  Polycrystalline Diamond Films or

  i-C/Diamond Composite Coatings

 Tribology:

․Wear Resistant Coatings for Cutting

  Tools

․Impact Resistant Coatings for High

  Density Computer Disk

․Hard, Corrosion Resistant, Wear

  Resistant, and Chemically Inert

․Very Thin Films(∼100Å) with High

  Hardness, Corrosion Resistant, and

  Chemical Inertness

․Same as above

․Same as above

 Optics:

․Protective Coatings for IR Optics

․Antireflection Coatings for Ge

․Protective Layer for Solar Cells

  Used in Space

․X-Ray Windows

․Hard, Corrosion Resistant and

  Chemically Inert, Transparent in IR

  region of the EMS Spectrum

․Same as above, and Refractive

  Index of ∼2.0

․Low Radiation Damage, Transparent

  in Visible Range of the Spectrum

․Self-Standing Films with High

  Transmission and Low Damage

  Threshold for X-Rays, Smooth

  Surface Topography

․Same as above

․i-C Coatings

․i-C, Poly Diamond or Composite    

  i-C/Diamond

․Fine Graind Polycrystalline Diamond 

  Film

Electronic and Optoelectronic:

․Protective Layer for Electronic

  Devices

․Heat Sinks for High Power Devices

․Printed Circuit Board

․Laser, UV Sensor, etc.

․Transistors, High Power Devices,

  IMPATT Devices, etc.

․Hard, Chemically Inert, and

  Corrosion Resistant, Insulating High

  Breakdown Voltage

․Same as above, and Very High

  Thermal Conductivity

․Same as above, and Very High

  Thermal Conductivity

․Same as above, Stringent

  Requirement on Optical Band Gap,

  Defects States, Surface Topography,

  etc.

․Same as above together with 

  Stringent Requirement on

  Resistivity, Dielectric Constant,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Mobility, Carrier Concentration, etc.

․i-C, Poly Diamond or Composite of

  i-C/Diamond

․Poly Diamond

․Poly Diamond

․Large Grain Polycrystalline/Single-

  crystal Diamond, Doped Diamond

․Single-crystal Diamond, Preferably

  Epitaxial Diamond, and Doped

  Diamond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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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LC 증착

   1차년도 폴리카본네이트 재료를 대상으로 하 을 때의 증착조건은 표2-2-1-4과 

같이 증착시스템 압력, 시간, 사용기체를 고정시켰으며, 단지 바이어스 전압만을 변

화시켰다. 시편의 두께는 3 mm 이며, 면적은 25 mm x 100 mm 로 하 다. 그리고 

각 시편상에 DLC 박막 증착후, 증착층의 두께는 미세두께 측정기기인 알파스텝

(Alpha Step)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각 시편당 4개 지점을 측정하여 평균값으

로 결정하 다. 

Table 2-2-1-4. The Identification of the DLC-deposited and Irradiated

               Samples

Specimens

DLC Deposition Parameters
DLC Film 

Thickness

Å

Dose

rad

System 

Pressure

mTorr

Bias Voltage

V

Gas Composition

CH4 %

Deposition Time

min

S0
* - - - - - 106

S1 300 350 100 30 3,740 106

S2 300 400 100 30 3,650 10
6

S3 300 450 100 30 5,420 106

S4 300 500 100 30 5,740 106

* : S0 is an sample for blank measurement.

  최종 년도인 2차년 년도에서는 ABS, 아크릴, 폴리카본네이트, 폴리에틸렌, 폴리프

로필렌, PVC 등의 폴리머재료마다 최적 증착조건이 달라 최적의 조건을 찾는데 많

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었다. 또한 모든 폴리머재료 판의 두께도 1 mm 짜리로 선

택하여 1차 연도 때의 3 mm와는 증착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났다. 표2-2-1-5는 기

존의 진공 반응기에서 각 시편에 DLC를 증착시켰을 때의 최적 조건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기체인 CH4의 유동속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

태에서 각 재료의 최적 증착조건은 고주파 출력과 PECVD 증착시스템 압력에 의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적의 증착조건을 찾는 과정에서 시편의 변형은 고주파

출력이 높을 때 많이 일어났으며, 시스템 압력도 출력과 연동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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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5. Optimum Deposition Condition of DLC Thin Film on the

               Surface of 6 Polymers   

Polymers

Optimum DLC Deposition Condition

RF Power, W
Gas Flow Rate,

sccm
Pressure, mTorr

ABS

Acryl

Polycarbonate

Polyethylene

Polypropylene

PVC

40

70

40

35

35

40

6.6

6.7

6.7

6.6

6.7

6.7

∼300

∼400

∼330

∼330

∼230

∼250

 

 

2.  방사선조사

   DLC 박막이 증착된 폴리카본네이트 시편의 감마선조사는 KAERI의 고준위 방

사선조사시설을 이용하 다. 조사는 1,173/1,332 keV의 에너지를 갖는 Co-60(약 8만 

Ci)으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이용하 다. 1차년도는 폴리카본네이트판에  DLC

를 증착시킨 시편 4개와 증착되지 않은 기준시편 1개에 대하여 2시간 30분 동안 감

마선을 조사시켰으며, 조사선량은 모든 시편에 대하여 똑같이 1x10
6
 rad 로 하 다. 

이때 DLC 증착면이 감마선원(gamma source)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조사시켰다. 

  최종 년도인 2차 년도에는 ABS, 아크릴, 폴리카본네이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

렌, PVC 등의 폴리머재료에 대하여 1x10
5
∼1x10

8
 rads 까지 4가지 선량으로 감마선

을 조사시켜 선량 변화에 따른 각 재료의 특성변화를 관찰하게 되었다.  

    (1) Co-60 선원의 특징

        Co-60은 그림2-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Ni-60의 여기상태로 되기 위하

여 0.313 MeV β입자 방출에 의하여 주로 붕괴하는데, 이러한 것은 1.173 MeV 및 

1.333 MeV의 에너지를 갖는 캐스케이드(cascade)내에서 두 개의 감마광자(gamma 

photons)를 방출하므로서 에너지를 잃게된다.

  Co-60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감마선원이다. 이것은 천연 Co-59를 원자로내

에서 중성자에 노출시킴으로서 만들어지며, 그 반응은 Co-60(n,γ)Co-60 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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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핵반응 결과 Co-60은 50∼100 Ci/g(1.9∼3.7 TBq/g)의 방사능을 갖는 

방사성 Co가 된다. 일반적으로 Co-59는 균일한 방사성 물질을 얻기 위해서 펠렛

(pellets)이나, 작은 슬러그(slugs) 또는 얇은 금속 디스크(disks) 형태로 중성자조사

를 받게 되며, 필요한 크기의 방사선원으로 조립되어 용기에 넣게된다.[4]

  감마방출선원은 그것을 취급하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교적 도가 높은 

두꺼운 차폐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시편을 조사시키기 위하여 감마선원은 원격조정

된다.

60Co

β, 0.313 MeV (mean 0.094 MeV)
                    99.8%

γ, 1.173 MeV. 99.8%

γ, 1.333 MeV. 100%

β, 1.486 MeV
     (mean 0.624 MeV)
     0.2%

Stable 60Ni

Fig.2-2-1-1. Radioactive Decay of the Gamma-Emitting Isotope Co-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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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물성분석

1. 자유래디칼 농도

   감마선조사 시편의 여러 가지 물성변화중 감마선조사로 인해 생성된 자유래디칼

의 상대적인 농도는 Bruker Instruments사의 EPR(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1) EPR(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상자성공명측정(paramagnetic resonance measurements)은 자유래디칼내에 

존재하는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를 검출하는 가장 민감한 방법이다.[5,6,7]

  래디칼은 그 스펙트럼으로부터 판별될 수 있으며, 래디칼 수는 DPPH 

(diphenylpicrylhydrazyl)과 같은 안정된 래디칼이나 또는 상자성염(paramagnetic 

salt)과 같은 안정된 상자성 물질과 비교함으로서 평가된다. 만일 래디칼이 안정하

거나 또는 고체기지(solid matrix)내 포획(trapping)에 의해서 안정화된다면, 측정은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전자스핀공명(electron spin resonance: ESR)이라고도 하는 전자상자성공명(EPR)

은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와 연관된 자기적 성질(magnetic properties)에 근거를 두

고 있다(그림2-3-1-1∼2 참조). 측정은 상자성 물질을 균일한 자장내에 놓음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것은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자장에 대하여 방향을 갖게하

는 원인이 된다. 그 방향은 자장에 평행하거나 또는 반평행(antiparallel)을 이루게 

되며, 모든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는 이러한 두 가지 가능한 상태중의 하나를 갖게

된다. 이러한 두 상태는 작은 에너지 차이를 가지게 되며, 정상온도(normal 

temperature)에서는 오히려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더 많은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

가 존재하며,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낮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수는 증가한다. 두 가

지 상태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E= gβH                          (2-3-1-1)

여기서 H는 자장의 세기(gauss), β는 상수(Bohr magneton : 0.927 x 10
-20
 erg/G), 

g는 분광분석분리인자(spectroscopic splitting factor)로서 무차원이며 그 값은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의 주변환경에 의존하며 자유전자에 대하여 g=2.0023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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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주파수의 전자기복사선(electromagnetic radiation)을 받

는다.

∆E = Eα - Eβ = geµBB

m s = +1/2

ms = -1/2

α

β
(0)

∆E = Eα - Eβ = geµBB

m s = +1/2

ms = -1/2

α

β
(0)

Fig.2-3-1-1. Energy Level of Electron in the Magnetic Field.

Fig.2-3-1-2. Schematic Description of EPR Spectrometer.

hν= gβH                           (2-3-1-2)

이러한 전자기 복사선은 자장에 대하여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의 방향을 변화시킨

다. 낮은 에너지 상태에 더 많은 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자는 복사선 에너지를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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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측정장치를 가지고 분광분석흡수선(spectroscopic 

absorption line)을 관찰할 수 있다. 마이크로파 역내 약 3,500 G의 자장의 세기를 

갖는 전자기 복사선이 필요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주파수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

되며, 자장은 최대흡수에 해당하는 값을 스쳐지나가기 위하여 이차코일에 의해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핵자기 모우먼트(nuclear magnetic moment)를 갖

는 인접 원자핵의 자장을 받게 되며, 이것은 래디칼중심(radical center) 구조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핵자장(nuclear magnetic fields)은 외부자장(external 

field)의 존재시 방향을 갖게되며, 서로 다른 방향의 수는 (2I+1)로 주어지는 특정 

원자핵에 대해서 가능하다. 여기서 I는 원자핵의 스핀이다.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

에 향을 미칠 정도로 가까이 있는 원자핵의 핵자장은 전자가 받게되는 외부자장

을 강화시키거나 또는 약화시키게 되는데, 이것은 흡수선이 특성 스타일로 분리되

게 하는 원인이 된다. 스펙트럼은 그때마다 피이크를 나타내며, 외부자장 및 핵자장

( H)의 합은 (2-3-1-2)식을 만족시킨다.

  한 개의 전자와 하나의 양성자로 구성되는 수소원자(핵스핀 1/2)에 대하여 살펴보

면, 핵자장 +a 와 -a로 나타내는 두 개의 가능한 핵자장의 방향이 있으며, 흡수는 

외부자장이 Hext  = H  -a 및  Hext  = H  + a를 가질 때 최대가 된다.

    (3) 시편의 래디칼농도 측정

        1차년도 폴리카본네이트 시편에 대한 측정은 감마선조사후 4시간 및 2달 

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EPR 분석용 시편은 주로 분말 또는 부피가 작은 형태

의 고체를 요구하므로, DLC 증착/감마선조사 시편, DLC 미증착/감마선조사 시편, 

그리고 순수한 시편, 즉 DLC 미증착/감마선미조사 시편으로부터 일정량을 잘라내

어 준비하 다. 이때 각 시편의 절단은 소형 선반/ 링머신을 이용하 다. 그림

2-3-1-3∼그림2-3-1-13는 각 시편에 해당하는 EPR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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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3. EPR Spectrum of Pure Polycarbonate (Lexa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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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4. EPR Spectrum of S0 Specimen in the Elapsed Time of

                  4 Hour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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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5. EPR Spectrum of S0 Specimen in the Elapsed Time of

                  2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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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6. EPR Spectrum of S1 Specimen in the Elapsed Time of 4 

Hour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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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7. EPR Spectrum of S1 Specimen in the Elapsed Time of

                  2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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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8. EPR Spectrum of S2 Specimen in the Elapsed Time of     

                4 Hour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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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9. EPR Spectrum of S2 Specimen in the Elapsed Time of

                   2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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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10. EPR Spectrum of S3 Specimen in the Elapsed Time of

                  4 Hour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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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11. EPR Spectrum of S3 Specimen in the Elapsed Time of 2 

Month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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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12. EPR Spectrum of S4 Specimen in the Elapsed Time of

                    4 Hours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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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13. EPR Spectrum of S4 Specimen in the Elapsed Time of

                    2 Months after Irradiation.

  최종 년도인 2차 년도에서는 ABS, 아크릴, 폴리카본네이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

필렌, PVC 등의 감마선조사 시편에 대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래디칼 농도변화를 1

차년도와 마찬가지로 EPR 분석을 통하여 관찰하 다. 각 시편에 대한 EPR 스펙트

럼은 그림2-3-1-14∼그림2-3-1-37과 같다. 여기서 시편 명칭 ABS-1은 ABS의 한

쪽 면에만 DLC 박막을 코팅하고, ABS-2는 양쪽 면에 DLC를 코팅한 시편을 나타

내며, 조사선량에 따라 또 다시 구분되도록 하 다. 다른 시편에 대해서도 이와 똑 

같은 방법으로 시편 명칭을 부여하 다. 즉, Acryl-1, Acryl-2, PC-1, PC-2, PE-1, 

PE-2, PP-1, PP-2, PVC-1, PVC-2 등으로 시편 명칭을 부여하 다. 또한 조사선량

을 1x10
7
 및 1x10

8
으로 한 경우, ABS-1-7, ABS-1-8, ABS-2-7, ABS-2-8, 

Acryl-1-7, Acryl-1-8, Acryl-2-1, Acryl-2-8, PC-1-7, PC-1-8, PC-2-7, PC-2-8, 

PE-1-7, PE-1-8, PE-2-7, PE-2-8, PP-1-7, PP-1-8, PP-2-7, PP-2-8, PVC-1-7, 

PVC-1-8, PVC-2-7, PVC-2-8 등으로 시편을 구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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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14. EPR Spectra of ABS-1-7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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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15. EPR Spectra of ABS-2-7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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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16. EPR Spectra of ABS-1-8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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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17. EPR Spectra of ABS-2-8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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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18. EPR Spectra of Acryl-1-7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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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19. EPR Spectra of Acryl-2-7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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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20. EPR Spectra of Acryl-1-8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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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21. EPR Spectra of Acryl-2-8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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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22. EPR Spectra of PC-1-7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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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23. EPR Spectra of PC-2-7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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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24. EPR Spectra of PC-1-8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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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25. EPR Spectra of PC-2-8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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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26. EPR Spectra of PE-1-7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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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27. EPR Spectra of PE-2-7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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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28. EPR Spectra of PC-1-8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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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29. EPR Spectra of PE-2-8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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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30. EPR Spectra of PP-1-7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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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31. EPR Spectra of PP-2-7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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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32. EPR Spectra of PP-1-8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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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33. EPR Spectra of PP-2-8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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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34. EPR Spectra of PVC-1-7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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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35. EPR Spectra of PVC-2-7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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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36. EPR Spectra of PVC-1-8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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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1-37. EPR Spectra of PVC-2-8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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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소량

  가. 산소농도

      EPR 분석 시편과 마찬가지로 DLC 박막 증착/감마선조사 및 DLC 박막 미증

착/감마선조사 시편으로부터 일정량을 잘라내어 LECO(모델: TC-136)사의 

NITROGEN/OXYGEN DETERMINATOR을 사용하여 벌크내 산소량을 측정하

다.

  또한 DLC 증착/감마선조사, DLC 미증착/감마선조사 및 순수한 폴리카본네이트 

시편으로부터 6 mm x 6 mm 크기로 잘라내어 FISONS Instruments사의 XPS 분

석기(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각 시편 표면에서의 상대적인 

산소 및 탄소량을 결정하 다. 각 시편의 XPS 스펙트럼은 그림2-3-2-1∼그림

2-3-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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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2-1. XPS Spectrum of Pure Polycarbonate Specimen(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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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2-2. XPS Spectrum of Irradiated Polycarbonate Specimen(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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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2-3. XPS Spectrum of DLC-undeposited Side on Unirradiated 

                   Polycarbonate Specimen(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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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2-4. XPS Spectrum of DLC-deposited Side on Unirradiated         

                     Polycarbonate Specimen(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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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2-5. XPS Spectrum of DLC-undeposited Side on Irradiated

                      Polycarbonate Specimen(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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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3-2-6. XPS Spectrum of DLC-deposited Side on Irradiated

                      Polycarbonate Specimen(S2).

  나. 산소침투 깊이 관찰

      산소침투 깊이는 각 시편에 대한 현미경 사진을 통하여 측정된다. 이 때 시

편은 S0∼S4를 똑 같이 5x26 mm 크기로 잘라낸 후, 두께(3 mm) 방향 면이 정면으

로 보이도록 마운팅(mounting)하고, 연마(polishing)하여 만들었다. 이때 산소침투 

깊이 관찰을 위하여 사용된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으로서, DLC 코팅쪽과 그 반대쪽

에서의 산화층이 적당한 크기로 나타낼 수 있도록 배율을 400X로 하 다. 그림

2-3-2-7∼10은 각 시편의 산소침투 두께를 보여주며, 면1과 면2는 동일 시편내 서

로 마주보는 면을 나타낸다. DLC 코팅된 시편 S1∼S2에서의 면1은 DLC 코팅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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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0 (side 1)                              (b) S0 (side 2)

Fig.2-3-2-7. Optical Photographs of Oxide Layer on the Cross Section

                  of the Specimen S0. 

            

           (a) S1 (side 1)                              (b) S1 (side 2)

Fig.2-3-2-8. Optical Photographs of Oxide Layer on the Cross Section

                  of the Specimen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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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2 (side 1)                              (b) S2 (side 2)

Fig.2-3-2-9. Optical Photographs of Oxide Layer on the Cross Section

                  of the Specimen S2.

          

           (a) S3 (side 1)                              (b) S3 (side 2)

Fig.2-3-2-10. Optical Photographs of Oxide Layer on the Cross Section

                   of the Specimen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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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 및 화학적 구조 변화

  가. 미세 경도

      시편 S1∼S3에 대한 미세경도(micro-hardness) 측정은 오스트리아 

Reichert-Jung사의 경도 측정기(모델: TELATOM-2)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

시편은 DLC 코팅쪽과 그 반대쪽 경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6개를 마운팅하여 준비하

으며, 경도측정은 모두 동일한 힘(kilo-pound/mm2)을 가하여 이루어졌다. 그림

2-3-3-1∼3은 각 시편 양쪽 면에서의 경도측정 자국(indent)의 크기를 보여준다.

       

             (a) S1 (side 1)                          (b) S1 (side 2)

Fig.2-3-3-1. Optical Photographs of Hardness Indent on the Specimen S1.



- 56 -

        

            (a) S2 (side 1)                            (b) S2 (side 2)

Fig.2-3-3-2. Optical Photographs of Hardness Indent on the Specimen S2.

        

           (a) S3 (side 1)                              (b) S3 (side 2)

Fig.2-3-3-3. Optical Photographs of Hardness Indent on the Specimen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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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학구조

      순수 폴리카본네이트 시편 Sn, 폴리카본네이트에 방사선 조사만 시킨 시편 

S0 및 폴리카본네이트에 DLC 박막을 코팅하고 방사선 조사시킨 시편 S4에 대한 방

사선조사 전후의 화학구조 변화는 FTIR 스펙트럼을 획득하여 관찰하게 되었다. 

FTIR 스펙트럼은 DLC 코팅면 근방과 그 반대쪽 면의 화학구조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ATR(Attenuated Total Reflectance) 모드로 그림2-3-3-4∼6과 같이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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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3-4. FTIR Spectra on the Surface of Pure Specimen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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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3-5. FTIR Spectra on the Surface of Pure Specimen 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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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3-3-6. FTIR Spectra on the Surface of Specimen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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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과 및 고찰

제1절. 폴리머재료내 래디칼 농도변화

1. 두꺼운 시편내 래디칼 농도변화

    1차 년도에서 3 mm 두께의 폴리카본네이트 판을 시험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하

다. DLC 증착 폴리카본네이트 시편의 EPR 스펙트럼 획득은 감마선조사후 4시간 

및 2개월 시점에서 수행되었다. 각 시편의 래디칼 농도변화는 그림2-3-1-3∼그림

2-3-1-13의 EPR 스펙트럼 피이크 분석과 무게측정값으로부터 표3-1-1-1과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그림3-1-1-1과 같이 도시하 다. 

   Table 3-1-1-1. Relative Concentrations of Free Radical for the DLC

                  -deposited and Undeposited Specimens after Irradiation

Specimens

Relative Free Radical 

Concentrationsa
Residual Free 

Radical Fraction

 (%)

Specimen 

Weight

(g)
4 hours 

after Irradiation

2 months 

after Irradiation

Sn
b 0.05 0.02 - -

S0 2.53 0.11 4.4 0.1164

S1 4.21 2.49 59.2 0.1340

S2 6.40 3.76 58.8 0.0932

S3 7.30 4.24 58.1 0.0665

S4 7.33 6.39 87.2 0.0854

     a : They refer to the peak area of EPR spectrum divided by the normalization value 1.19x10
5
 and the     

specimen's weight, multiplying by 100.

     b : It is a pure polycarbonate specimen which is not DLC-deposited and unirraidiated.

여기에서 상대 래디칼 농도는 각 피이크 면적을 정규화 값(normalisation value) 

1.19x10
5
과 시편의 무게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이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DLC 박막을 증착하지 않고 단지 감마선조사만 시킨 S0 시편의 두 번째 측정시점

(조사후2개월)에서의 래디칼 잔류 농도는 초기 측정시점(조사후 4시간)에 비해 4.4 

%로 크게 줄어든 반면, DLC 증착/감마선조사 시편(S1∼S4)의 경우 약 60 %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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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서히 래디칼농도가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래디칼 농도 변화의 원

인을 설명하기 위한 메카니즘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폴리카본네이트내에 존재하는 

래디칼이 그림3-1-1-2과 같이 주변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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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1-1-1. Radical Changes of the DLC-deposited Specimens 

                after γ-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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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1-2. A Model for Radical-Oxygen Reaction and Antioxidation

                   of DLC Thin Films.

  또한 DLC 증착시편에서의 래디칼 농도변화 속도가 DLC 증착되지 않은 시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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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작은 것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DLC 박막층이 래디칼과 산소의 반응을 방해

하기 때문에 래디칼이 덜 소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폴리머재료

의 방사선산화기구(radiation-oxidation mechanisms)에 의하면[8] 산소는 방사선조

사로 생성된 자유래디칼과 반응하며, 그후의 퇴화반응은 다른 환경(온도상승, 자외

선, 기계적 응력, 화학반응 등)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유사하게 일어난다.

․개시단계(initiation step)는 방사선 에너지를 흡수하여 래디칼이 생성되는 과정이

며;

R─→
γ
 
R․                              

여기서 R은 CH3- 또는 CH3CH2-와 같은 탄화수소기를 나타낸다.

․전파단계(propagation step)는 높은 에너지를 갖는 래디칼이 공기중의 산소와 반

응하여 산화물을 형성하고 또 다른 래디칼을 생성시키게 되는데, 이와 같이 래디칼

이 소모됨과 동시에 생성되는 과정이며;

R․ ──→
O2
 
RO2․

RO2․──→
RH
 
RO2H+R․ 

․연쇄반응(chain branching)은 전파단계에서 새로이 생성되는 래디칼이 전파 사이

클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산소분자를 공격하게 되는데, 반응의 순환성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자유래디칼 연쇄반응이라 하며;

RO2H→RO․+․OH

 RO․──→RH
 
ROH+R․

․OH──→
RH
 
H2O+R․

 이러한 과정에서 교차결합(cross-linking)과 결합절단(scission)이 일어나게 되며;

RO2H,RO2,R․→ /

․자유래디칼 연쇄반응은 반응물 또는 자유래디칼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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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유래디칼이 완전히 소진되는 단계를 종결단계(termination 

step)라 한다.

2RO2․→RO2R+O2---

  지금까지 방사선산화 저항성은 주로 폴리머재료에 안정화제(stabilizers)를 첨가하

므로서 개선시켜 왔다. 그러나 래디칼과 산소의 반응이 재료의 표면근방에서 대부

분 일어나기 때문에, 재료표면에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박막을 코팅하므로서 방사선

산화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표3-1-1-1의 결과에서, DLC 증착 시편(S1, S2, S3 

및 S4)의 시간경과에 따른 래디칼 감소율이 DLC 미증착 시편(S0) 보다 적은 것은 

시편표면에서의 산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조금이나마 래디칼이 감소하는 것은 

시편의 DLC 코팅되지 않은 반대편 면이 산소와 반응을 일으켜 소멸되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그리고 감마선조사 직후 래디칼 생성량이 S1, S2, S3 및 S4 보다 S0가 

적게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은 현싯점에서는 알 수 없으며 앞으로 많은 실

험과 분석을 통하여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2. 얇은 시편내 래디칼 농도변화

   최종 년도인 2차 년도에서는 1 mm 두께의 ABS, 아크릴, 폴리카본네이트, 폴리

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등의 감마선조사 시편에 대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래디

칼 농도변화를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EPR 분석을 통하여 관찰하 다. 그 결과 

1x105∼1x106 rads 조사선량으로 조사시킨 DLC 비코팅 시료의 경우 조사후 20시간 

이내에 생성된 래디칼이 모두 소멸되었으며,  그 이상의 선량에서는 표3-1-1-1/그

림3-1-1-3 및 표3-1-1-3/그림3-1-1-4와 같이 각 재료마다 래디칼 소멸속도가 다르

게 나타났다. 

  그리고 DLC를 코팅시킨 시료에 대해서도 감마선조사후 7일부터 105일까지의 시

간경과에 따른 래디칼 변화량을 관찰하 다. 그 결과 시편 종류에 따라 변화속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각 종류의 시편에 DLC 박막을 한쪽 면

만 코팅하 을 때와 양쪽 면을 모두 코팅하 을 때의 래디칼 변화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3-1-1-5∼그림3-1-1-16은 위의 6개 종류의 폴리머재

료 시편에 대하여 1x107∼1x108 rads 조사선량으로 조사시킨 후 시간경과에 따른 

상대적인 래디칼 농도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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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1. Radical Changes of Various Polymer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4 to 360 h after Irradiation of 1x10
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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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1-2-1. Radical Changes of Various Polymer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4 to 360 h after Irradiation of 1x10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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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2. Radical Changes of Various Polymer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4 to 360 h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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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2. Radical Changes of Various Polymer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4 to 350 h after Irradiation of 1x10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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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3. Radical Changes of ABS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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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4. Radical Changes of Acryl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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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5. Radical Changes of PC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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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6. Radical Changes of PE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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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7. Radical Changes of PP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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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8. Radical Changes of PVC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7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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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9. Radical Changes of ABS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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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10. Radical Changes of Acryl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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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11. Radical Changes of PC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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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12. Radical Changes of PE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 70 -

Fig.3-1-2-13. Radical Changes of PP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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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2-14. Radical Changes of PVC Specimens in the Elapsed

                     Time of 7 to 105 days after Irradiation of 1x10
8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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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사선유도 산화

1. 표면에서의 산소량 변화

    DLC 증착 감마선조사 폴리카본네이트 시편과 미증착 감마선조사 폴리카본네이

트 시편에 대하여 각 시편의 산소량을 NITROGEN/OXYGEN DETERMINATOR로 

측정하여 그림3-2-1-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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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1. Oxygen Contents of DLC-Deposited and Undeposited Polycarbonate 

Specimens at the Elapsed Time of 4 Months after Irradiation.

그림에서는 약 2% 이내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표3-1-1-1에서와 같이 초기 래디칼 

생성량을 고려한다면, 생성 래디칼 량이 두배 정도 적은 DLC 미증착 시편이 더 많

은 래디칼-산소 반응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방사선 유도 산화가 

더 많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 동일시편내에서 DLC 

증착층이 산화가 적게 일어나고, 미증착층이 많이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각 시편으로부터 높이 3 mm, 폭 1.5mm 및 길이 1.5 mm로 잘라내고, 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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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부분과 미증착부분으로 높이를 2등분하여 똑같은 산소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그

림3-2-1-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바이어스전압 

450V 및 500V에서 만든 DLC 증착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DLC증착층 부분이 산소

농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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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3-2-1-2. Oxygen Contents of DLC-Deposited Side, Undeposited Side

                    and Pure Specimen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정 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시편 표면의 상대적인 산소농도가 XPS 분석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XPS분석에 사용된 시편으로는 DLC 증착/감마선조사 시편 S2(bias voltage : 400V)

의 두 표면과 순수한 폴리카본네이트 시편 Sn을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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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3. XPS Spectra of the Surface on the Specimen Sn and S2.

  그림3-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광범위한 XPS 스펙트럼을 획득하 는데, 

이것은 Al Kα에서 방출되는 복사선을 갖는 일정분석기에너지 모드(constant 

analyser energy mode : CAE mode) 하에서 이루어졌다. X-선 선원이 비단색광

(non-monochromatic)일 때, Bremsstrahlung 복사선에 기인한 넓은 연속적인 분포

가 표적물질(target material)에 대해 특성선(characteristic lines)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모든 X-선은 다음 식에 따라 광전자 방출(photoelectron emission)의 원인이 

된다.[9,10]

EK= hν-EB-Φ                          (3-2-1-1)

여기서 EK는 측정된 전자의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이고, hν는 여기복사선

(exciting radiation)의 에너지,  EB는 고체내 전자의 결합에너지(binding energy), 

그리고 Φ는 일함수(work function)이다. 그림3-2-1-3에서, O 1s 및 C 1s의 결합에

너지에 해당하는 피이크만이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다. 우선 이 스펙트럼으로부터 

결합에너지 525-545 eV의 산소(O 1s)와 결합에너지 275-295 eV의 탄소(C 1s)에 해

당하는 각각 3개의 피이크를 확장시켜 그림3-2-1-4 및 그림3-2-1-5와 같이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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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게 분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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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4. Expanded Peaks of O 1s on the XPS Spectra in Fig.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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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5. Expanded Peaks of C 1s on the XPS Spectra in Fig.3-2-1-3.

일반적으로 피이크 면적은 시편내 원소의 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그림3-2-1-4에서 

각 피이크의 면적은 시편 표면상의 산소농도에 비례하게 된다. 표3-2-1-1은 이들 

피이크 면적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며,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S2 시편의 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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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 표면의 산소농도가 DLC 미증착 표면에서의 산소농도 보다 약 28 % 작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것은 자유래디칼과 산소와의 반응에서 자유래디칼 소멸속도

(annihilation rate)와 관련이 있으며,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DLC 박막 증착층이 산소

와의 반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폴리머재료의 표면에 DLC를 증

착시킴으로서 방사선유도산화 저항성(resistance of radiation-induced oxidation)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Table 3-2-1-1. Peak Area of O 1s and C 1s on the Surfaces of the Sn and

               S2 Specimens

Specimens
Peak Area, kcps

Remarks
O 1s C 1s

A 8,697 22,656  ․Pure Polycarbonate Specime Sn

B 8,707 20,819  ․Surface without DLC of S2

C 6,228 24,189  ․DLC deposited Surface of S2
 

  산소농도와는 대조적으로, S2 시편의 DLC 증착면의 탄소농도는 그림2-3-2-5 및 

표3-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DLC 미증착면의 탄소농도 보다 약 16 %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것은 DLC 박막이 약간의 수소를 함유하고는 있지만 주로 탄소성분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수 폴리카본네이트 시편 Sn 보다 탄소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3-2-1-4와 그림3-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DLC 증착/감마선조사 시

편 S2의 O s1 및 C s1 피이크가 순수한 폴리카본네이트 시편 Sn의 해당 피이크에 

비해 낮은 결합에너지 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DLC 박막이 

방사선유도퇴화의 진행을 완전하게 방해할 수는 없지만, y-축의 계수율의 크기를 

근거로하여 볼 때 산화를 줄임으로서 어느 정도 퇴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그림3-2-1-4에서 결합에너지(binding energy) 528∼532 eV 사이에

서 무딘 피이크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방사선조사 시편이 높은 산화분위기에서 

과산화그룹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것이 XPS 시험조건에서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

[11] 하 기 때문에 생긴 피이크라고 생각된다. 좀 더 상세한 원인은 앞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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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2. 산소침투 깊이 변화

    S0∼S4 시편 양쪽 면에서 자유래디칼과 공기중 산소와의 반응으로 형성된 산화

층의 침투 깊이는 그림2-3-2-7∼10의 산화층 두께와 현미경 사진 촬 시 배율 

400X를 근거로 하여 표3-2-2-1과 같이 결정하 다. DLC 박막을 코팅하지 않고 방

사선 조사만 시킨 S0 시편의 경우, 양쪽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두께

로 산소가 침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DLC 박막 코팅 시편의 경우, S3 

시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편에서 DLC 박막코팅 면이 코팅되지 않은 면 보다 산화

층 두께가 훨씬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폴리머재료에 DLC 박막을 코팅하면 

방사선-유도 산화를 차단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Table3-2-2-1. Thickness of Oxide Layers formed on the Surfaces of the         

               DLC-deposited/irradiated and Irradiated Only Specimens

Specimens

Oxide Thickness, μm

Remarks
DLC side

Non-DLC 

side

S0 5 8  ․Irradiation Only Polycarbonate

S1 1 13  ․Bias Voltage 350 V in DLC Deposition

S2 1 13  ․Bias Voltage 400 V in DLC Deposition

S3 2 9  ․Bias Voltage 450 V in DLC Deposition

  각 시편의 단면에 대한 산화층두께 분포를 살펴보면, 산화막이 표면층에서만  형

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부록의 공기중 방사선퇴화 부분에서도 언급

하 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방사선량을 조사시켰을 때 나타나는 비균일산화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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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계 및 화학구조 변화

1. 미세경도 변화

   그림2-3-3-1∼3에서 톱니자국(indent) 모양의 미세경도 자국의 크기를 근거로 

분석한 상대적인 경도는 표3-3-1-1과 같이 나타났다. 이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DLC 코팅한 면의 경도가 코팅하지 않은 면의 경도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차이는 시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시편 양면의 평균 경도 값을 기준

으로 할 때 약 16 %이다. 이러한 것은 폴리머재료에  DLC 박막을 코팅하면 방사

선-유도 퇴화가 적게 일어난다는 증거이며, 또한 방사선-유도 산화가 적게 일어났

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Table 3-3-1-1. Relative Vickers Hardness on the Surfaces of the S1, S2,         

                 S3 and S4 Specimens

Specimens
Hardness, kp/mm

2

Remarks
DLC side Oposite side

S1 17.6 13.9  ․Bias Voltage 350 V in DLC Deposition

S2 15.6 13.4  ․Bias Voltage 400 V in DLC Deposition

S3 15.0 13.2  ․Bias Voltage 450 V in DLC Deposition

S4       - 13.4  ․Bias Voltage 500 V in DLC Deposition

  표3-3-1-2는 DLC 코팅한 시편 S2 뿐만 아니라 순수한 폴리카본네이트 시편 Sn

과 방사선조사만 시킨 시편 S0에 대한 미세 경도를 측정하여 나열한 것이다. 경도

는 S2 시편의 경우 DLC 코팅하지 않은 면을, 나머지 시편은 양쪽 면을 구별할 필

요가 없기 때문에 임의의 면을 선택하여 측정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방사선조사로 

인하여 순수한 폴리머재료의 경도가 얼마나 변화하는 가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 폴리카본네이트 시편의 경도 값을 기준으로 볼 때, 

나머지 시편의 경도 값이 약 38 % 감소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폴

리머재료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연결고리가 절단되어 방사선-유도 퇴화가 필연적으

로 일어난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결과이다. 앞에서 언급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DLC 박막을 코팅한 면은 방사선에 노출되더라도 그 반대 면 즉, DLC 코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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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면에 비하여 방사선-유도 퇴화가 적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폴

리머재료는 DLC 코팅을 하더라도 방사선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환경에서 사용되는 

폴리머재료와 비교해 볼 때 퇴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퇴화는 

방사선조사 폴리머재료의 산화에 기인하며, 따라서 산소농도 변화의 크기는 퇴화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이정표가 된다.

Table 3-3-1-2. Comparison of Relative Vickers Hardness on the Surface of

               the Sn, S0 and S2(Non-deposited side) Specimens

Specimens
Hardness, kp/mm

2

Remarks
DLC side Oposite side

Sn - 20.8  ․Pure Polycarbonate Specimen

S0 - 12.8  ․Irradiation Only Polycarbonate Specimen

S2 - 12.5  ․DLC deposited and Irradiated Specimen

2. 화학구조 변화

    그림2-3-3-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 폴리카본네이트 시편 Sn과 순수 시

편에 방사선 조사만 시킨 S0에 대한 FTIR 스펙트럼은 각 시편의 양쪽 면에서 비슷

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DLC 박막을 코팅하고 방사선 조사시킨 S2시편의 

경우, 그림2-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쪽 면에서의 FTIR 스펙트럼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첫 번째 아래 첨자 n, 0 및 2 다음에 쓰인 두 번째 첨자는 

면을 나타냄). 이러한 양상을 뚜렷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3개 시편에서 얻은 FTIR 

분광분석 자료를 동일 평면에 구성하여 그림3-3-2-1과 같은 스펙트럼을 얻었다. Sn

과 S0 시편의 1면에서의 FTIR 스펙트럼은 거의 비슷한 모양과 크기를 보여주는 반

면, S2 시편의 DLC 박막코팅 면(1면)에서의 스펙트럼은 모양도 다르고 그 크기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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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1. FTIR Spectra of the Surface on the Specimen Sn, S0, and S2.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 조사후에 원래 시편의 화학적 분자구조가 변화되었다는 증거

이다. 폴리머재료의 화학적 분자구조 변화는 부록1에서도 언급하 지만 방사선조사

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그 변화는 결합절단 및 교차결합 형태로 나타난다. 어느 형

태가 우세하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각 폴리머재료의 결합절단 및 교차결합 수율

(yield)에 달려있으며, 그 수율의 크기에 따라 기계적인 특성이 변하게 된다.

  그림3-3-2-2∼5는 그림3-3-2-1의 FTIR 스펙트럼에서 겹쳐진 피이크를 구별하기 

위해서 파수(wave number)를 4개 구간으로 분류한 확장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이

러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S2 시편의 DLC 코팅된 면에 해당하는 피이크들이 

거의 모든 구간에서 낮은 파수(낮은 에너지) 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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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2. Expanded FTIR Spectra of the Specimen Sn, S0 and

                    S2 in the Range of 500∼1,300 Wav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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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3. Expanded FTIR Spectra of the Specimen Sn, S0 and

                    S2 in the Range of 1,000∼1,300 Wav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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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4. Expanded FTIR Spectra of the Specimen Sn, S0 and

        S2 in the Range of 1,300∼2,000 Wav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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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5. Expanded FTIR Spectra of the Specimen Sn, S0 and

        S2 in the Range of 2,000∼3,200 Wav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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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폴리머재료의 방사선유도 퇴화의 주

요 원인인 방사선유도 산화를 차단하여 재료의 수명연장, 안정성 및 경제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사선산화에 대한 폴리머재료의 저항성은 안정화제에 의

해서 개선되어 왔다. 이러한 안정화제는 래디칼-중재 연쇄산화반응을 차단하는 산

화방지제 역할을 한다. 산화방지 효과는 불활성기체 사용 분위기와 같이 산소가 없

을 때 방사선퇴화를 억제하게 되나 폴리머재료의 방사선조사 중 또는 조사 후 주변

환경이 산소 분위기일 때 그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안정화제는 특정 방사

선 흡수선량을 넘어서면 소진되어 버린다. 따라서 안정화제의 효과는 오랫동안 지

속되지 못한다. 이러한 안정화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폴리머

재료의 표면에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DLC 박막을 증착시켜 공기중에서의 방사선산

화를 차단하는 방법의 효용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폴리머 재료 표면상에 

DLC 박막을 증착한 후, 고준위 감마선을 조사시켜 경과시간에 따른 방사선조사 효

과를 관찰하 다. 이를 위하여 ABS, 아크릴, 폴리카본네이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

필렌, PVC 등의 시편에 DLC 증착은 커패시티브형 플라즈마 화학증착 방법을 사용

하 으며, 이러한 시편에 대한 감마선조사는 KAERI의 고준위 방사선조사시설을 이

용하 다. 각 시편에 대한 DLC 증착은 각 재료에 따라 최적의 증착조건을 수립한 

후 수행하 으며, 반응기체로서는 순수 CH4를 사용하 다. DLC 증착 시편 및 비증

착 시편에 대한 감마선조사는 1,173/1,332 keV의 에너지를 갖는 Co-60 선원을 사용

하 으며, 조사선량은 1x10
5
∼ 1x10

8 
rad로 하 다.

  DLC 박막증착/감마선조사 및 DLC 비증착/감마선조사 시편의 여러 가지 물성변

화중 감마선조사로 인해 생성된 자유래디칼의 상대적인 량은 감마선조사후 2시간 

∼105일 경과시점에서 EPR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결정하 다. 이러한 시편에 대한 

EPR 분석결과로부터, DLC 증착을 하지 않은 3 mm 두께의 폴리카본네이트 시편의 

경우, 2개월 경과후 래디칼농도변화는 초기의 측정시점에 비해 4.4 %로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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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반면, DLC증착 시편의 경우 약 60 %로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

한 현상은 폴리머재료 시편내에 존재하는 래디칼이 주변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물을 형성하는 것을 DLC 박막층이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각 시편의 벌크 및 표면 산소분석 그리고 각 시편 단면의 산소침투깊이 관찰

을 통하여 산화정도를 확인함으로서 그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규명하게 되었다. 또

한 방사선유도 퇴화의 정도는 각 시편 양쪽 면에 대한 미세경도 측정을 통하여 확

인하 다. 미세경도 측정결과로부터 DLC 박막 코팅면이 코팅하지 않은 면보다 약 

16 % 경도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순수 시편에 비해 약 38 %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정확한 해석은 앞으로 더 많은 실험과 물성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폴리머재료의 방사선산화 저항성이 안정화제 첨가로 개선시킨 것

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산화 저항성이 DLC 박막층에 의해서 증가될 수 있

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이러한 기술은 앞으로 안정화제와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더 증가하여 결국 재료의 안정성과 경제성 향상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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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방사선 화학

  가. 이온화 방사선과 물질의 상호작용

      현재 방사선 화학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사선원은 Co-60 또는 Cs-137 감마선원

(gamma source) 및 전자빔 발생기(electron beam generators)이다. 방사성 선원으로부터 발

생되는 고 에너지 감마광자(gamma photons)는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강력한 이차전자

(secondary electrons)를 생성시킨다. 그래서 감마 및 전자빔 선원은 흡수물질(absorbing 

material) 내에서 유사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온다. 동일한 에너지를 갖는 강력한 전자와 비

교해 α입자와 같은 무거운 하전입자(heavy charged particles)는 천천히 움직이며, 고속전

자(high-velocity electrons) 보다 매질과의 상호작용 확률이 더 높다. 즉, 무거운 입자는 이

온 및 여기분자(excited molecules)와 집하게 존재하는 “트랙(tracks)"을 만들어 낸다. 반

면에 전자는 비교적 적은 수의 이온 및 여기상태를 

(a) (b)
Norm al M olecules
Excited or Ionized M olecules

Fig.1-1. Absorption by Matter of (a) Ultraviolet Light Photons, (b) α Particles.

갖는 분리된 작은 체적의 군집부(isolated spurs) 내에서 많은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온 및 

여기상태는 전자와 무거운 입자에 대해서 동일하며, 따라서 방사분해(radiolysis)

의 화학적 생성물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그렇지만 트랙 및 작은 체적내 반응성 화학종

(reactive species)의 농도가 다르면 형성되는 생성물의 비율도 달라진다.

   감마 및 전자 조사(γ and electron irradiation)와 무거운 하전입자 조사간의 차이는 선

형 에너지 전달(Linear Energy Transfer : LET) 효과로서 설명된다. 이러한 효과는 입자의 

궤적을 따라 차이가 나는 에너지 전달속도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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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사선에 의한 에너지 손실

       원자핵 가까이 지나가는 고속 하전입자는 속도가 줄어들며, 고전물리학에 따르면 

z 2Z 2/m 2에 비례하는 (-dE/dl)의 속도로 전자에너지(electromagnetic energy)를 방사하

는데, 여기서 z 및 Z는 입자 및 핵의 전하이며, m은 입자의 질량이다. 그리하여 방사선에 

의한 에너지 손실은 가벼운 입자(light particle) 및 높은 원자번호의 정지물질(stopping 

materials)에 대해서 크게 나타난다.

    (2) 비탄성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

       또한 하전입자는 정지물질내 원자전자와 쿨롬(Coulomb) 상호작용을 통하여 물질내

에서 에너지를 잃는다. 정지물질 내에서 이온화 및 여기를 일으키는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배적인 과정이며, 여기에서 전자는 bremsstrahlung 방출(electromagnetic energy emission)

이 일어나는 그 이하의 에너지로 감속된다. Bethe는 이온화 및 여기에 의한 전자에너지손

실을 다음과 같이 유도하 다.

-(dE/dl)=
2πNZe 4

mev
2 [ ln

mev
2
E

2I 2(1-β 2)
- (2 1-β

2
-1                  

+β
2
) ln 2+1-β

2
+
1
8
(1- 1-β

2
)]

                                                                         

여기서 v는 전자의 속도, c는 광속도, β는 v/c, I는 정지물질 원자에 대한 평균여기포텐샬

(mean excitation potential), N은 단위 부피당 원자수, e는 전자의 전하, me는 전자의 정지

질량, 그리고 Z는 정지물질의 원자번호이다.

    (3) 상호작용 과정

      (가) 응집성 산란(Coherent Scattering)

          낮은 에너지 광자는 그림1-2과 같이 몇 가지 과정에 의해서 적은 에너지 손실

로 산란될 수 있으며, 이중 Rayleigh 산란은 전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산란

은 입사 방사선과 산란 방사선 사이의 명확한 상관계(phase relationship)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집하게 화합하므로 응집성 산란이라 한다. Rayleigh 산란은 광전상호작용의 단면

적(cross-section)이 큰 에너지 범위에서 일어난다. 편향각은 일반적으로 작으며, 그래서 산

란광자는 모든 산란 방사선이 배제되는 즉, 좁은 빔(narrow-beam) 조건하에 있는 일차 빔

으로부터 구별된다.

      (나) 광전효과(Photoelectric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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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광자 에너지에서 주요 상호작용 과정은 광전효과이다. 그림1-2에서와 같

이 하나의 광자가 정지물질의 원자로부터 단 한 개의 전자를 축출시킨다. 축출전자의 에

너지 E e는 광자의 에너지 E 0와 원자내 전자의 결합에너지(binding energy) E s  사이의 

차이와 같다.

Ee=E 0-E s                                                 

낮은 광자에너지에서 전자는 주로 입사광자의 방향에 직각으로 축출되지만, 광자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그 분포는 전방(forward direction)으로 이동한다.

      (다) 컴프톤 산란(Compton Scattering)

          컴프톤 산란은 광자가 전자와 상호작용할 때 일어나는데, 전자는 느슨하게 결

합되거나 또는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며,  그래서 그림1-2에서와 같이 전자는 가속되고 광

자는 줄어든 에너지를 가지고 편향된다. 입사광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은 산란광자와 되튐전

자(recoiling electron) 사이에 공유된다.  컴프톤 산란효과는 입사 및 산란 방사선 사이의 

불규칙 상관계(random phase relationship)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의 세기 추가로 흐트러지

게 화합한다. 

Target Target

Target Target
θ

Coherent(Rayleigh) Scattering Photoelectric Effect

Compton Effect Pair-Production

“Low-Energy” 
  Photon

Atomic 
Electron

Scattered 
Photon

“Low-Energy” 
  Photon

Scattered 
Electron

“Medium-Energy” 
  Photon

Atomic
Electron

Atomic or Free
Electron

Scattered
Photon

Ejected 
Electron

“High-Energy” 
  Photon

Atomic
Nucleus

Electron

Positron

Fig.1-2. The Interaction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with Matter.

그러므로 그 과정을 비점착성 산란(incoherent scattering)이라고 한다. 되튐전자의 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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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및 산란광자의 에너지 사이의 차이와 같다.

Ee= E 0-E γ                         

이것은 0으로부터 최대값까지 갖게 되며, 최대값은 θ가 180°일 때 일어난다. 컴프톤 산

란은 1 MeV 정도의 광자에너지에서 주로 일어난다.

      (라) 쌍전자 생성(Pair Production)

          쌍전자 생성은 원자핵 또는 빈도는 적지만 두 개 입자(전자 및 양전자)를 만드

는 전자 부근에서 광자의 완전한 흡수로 일어난다. 각각 m ec
2을 갖는 두 입자의 정지에

너지 보다 작은 광자에너지는 전자 및 양전자(positron)의 운동에너지로 나누어진다.

E 0= E e+Ep+2mec
2  

운동량은 되튐핵에 의해서 공유된다. 양전자는 전자의 감속과 유사하게 감속되며,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방출되는 두 개의 0.51 MeV 감마선(소멸 방사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자

와 반응한다. 쌍전자 생성은 1.02 MeV 이하의 광자에너지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나. 자유래디칼(free radicals)

     자유래디칼은 한 개 이상의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소유하고 있는 원자 또는 분자

이다. 이러한 래디칼은 분자가 공유결합(covalent bond)에서 분리될 때 형성되며, 결합전자

중의 한 개는 각각의 파편(fragment)과 함께 남게된다.

 R : S  →  R․ + ․S

   이 과정은 가역적이며, 래디칼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재결합하게 된다. 두 반응이 서로 

다른 생성물을 만들지라도, 재결합은 종종 원래의 분자로 되돌아 온다. 삼중항 여기상태

(triplet excited states)는 종종 분자내에서 두 개의 분리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갖는 

쌍래디칼인 것처럼 거동한다. 그리하여 삼중항 기저상태(triplet ground state)를 갖는 산소

는 과산화 래디칼을 만들기 위해 자유래디칼에 첨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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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O2 → R-O-O․

   자유래디칼은 필연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하전 래디칼의 예는 

e-aq,O
-,O-2 ,CH

+
4
 등이 있으며, CH 2CO

-
2
 와 같은 유기이온(organic ions)에서 생긴다. 

래디칼은 자동산화(autoxidation), 전기분해(electrolysis), 중합(polymerization) 및 열분해

(pyrolysis)와 같은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는 많은 반응에서 순간적인 중간물(transient 

intermediates)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결과적으로 자유래디칼의 특성 및 반응은 잘 

정립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과 많은 다른 조건하에서 연구되어 왔다.

   래디칼은 기체, 액체 및 고체 시스템에서 생성될 수 있으며, 그들의 물리 및 화학적 성

질은 그 상(phase)에 달려있다. 이것은 물, 알콜 및 얼음과 같은 극성계(polar systems) 내

에서 전자 및 과산화물 이온과 같은 하전 래디칼(charged radicals)의 경우 가장 명백하다. 

방사선 화학에서 자유래디칼은 이온화입자의 트랙내 또는 근처에서 여기분자의 분리 및 

이온반응 해리, 이온-분자 반응, 중성화에 의해서 생성된다.

   높은 래디칼 농도의 구역내에서 다른 종류의 래디칼과 반응하지 않는 래디칼은 매질의 

벌크(bulk) 내로 확산하며, 일반적으로 그 물체(substrate)와 반응한다. 그러나 입자 트랙에 

가까이 있는 초기의 높은 래디칼 농도는 래디칼이 더 균일하게 분포되는 시스템에서 보다 

방사선 화학에서 서로 다른 래디칼 거동을 초래할 수 있다. 많은 시스템에서 G값이 약 6 

radicals/100 eV 일지라도, 흡수선량(absorbed dose)으로부터 G값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1) 래디칼 형성

       자유래디칼은 단일분자 해리(unimolecular dissociation)를 일으키는 분자에 충분한 

에너지를 전달하거나 또는 산화-환원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산화-환원 과정은 한 원

자 또는 분자로부터  다른 원자 또는 분자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갖는 단일 전자, 

또는 원자 또는 그룹의 전달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계적 응력(mechanical stress)도 분자

를 분열시켜 래디칼을 형성할 수 있다.

      (가) 열분해(thermal dissociation)

          비교적 약한 공유결합을 하는 화합물은 적정온도에서 분해되며, 유용한 래디칼

원(radical sources)을 제공한다. 과산화물내 산소원자 사이의 결합은 비교적 약하며, 과산화

물의 열분해는 기체상 및 용액내에서 손쉬운 래디칼원이 된다. 그리하여 di-tert-butyl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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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이 기체상내에서 메틸래디칼원(methyl radical source)으로서 사용되며, 120∼200℃의 

반응온도에서 분해함으로서 초기에 alkoxy 래디칼(RO․)이 만들어진다.

(CH3)3CO-OC(CH3)3 → 2(CH3)3CO․ → 2․CH3 + 2CH3COCH3

      (나) 광분해(photodissociation)

          광흡수로 인해서 여기되는 분자는 자유래디칼로 분해된다. 아세톤(Aceton)은 기

체상 및 용액에서 광화학 메틸 래디칼원으로서 자주 사용된다.

CH3COCH3 → CH3CO․ + ․CH3

CH3CO․ → ․CH3 + CO

      (다) 산화-환원 과정(oxidation-reduction processes)

          두 반응물질 사이에 전자이동을 동반하는 산화-환원 반응은 자유래디칼을 생

성시킨다. 철 이온과 과산화수소의 혼합물은 hydroxyl 래디칼을 만들어낸다.

Fe
2+
 + H2O2 → Fe

3+
 + ․OH + OH

-

    (2) 래다칼의 특성

       래디칼은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다른 래디칼의 유사한 전자와 쌍을 이루거나 

또는 전자이동 반응에 의해서 배출되는 방법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높다. 또한 

래디칼은 더 안정된 이차 래디칼을 만들기 위해서 반응한다.

   래디칼의 반응도(reactivity) 및 안정성(stability)은 주로 그 구조에 의존한다. 표2-1-1-1

에서 많은 반응성 래디칼이 결합분해 에너지(bond dissociation energies)를 근거로 표의 아

래쪽으로 내려감에 따라 안정성이 증가하는 순서로 정렬되어 있다. 상대적인 위치는 개략

적인 것이며, 인접 에너지준위에 있는 래디칼 사이에는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1-1은 유기자유래디칼의 반응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래디

칼 반응도의 개요를 나타낸다. 이 표의 위쪽에 있는 래디칼은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래디칼 보다 선택도가 낮다. 예를들어, 불소원자는 충돌하는 첫 번째 원자와 반응해서 유



- ix -

기분자내에 존재하는 C-H 결합들중 어느 하나로부터 수소를 축출하는 경향이 있다. 수소 

및 염소원자는 불소원자 보다 선택성이 있으며, 반면에 Br은 H 및 Cl 보다 더 선택적이다. 

그리하여 브롬원자는 제3의 C-H 결합에서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유기화합물내 특정 C-H 

결합과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선택성은 주로 일어나는 과정의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

며, 비록 반응성이 높은 래디칼이 낮은 온도에서 선택적일지라도, 일반적으로 높은 온도에

서는 선택성이 낮다. 반응물 및 용매내 전자의 도 차이, pH 및 감응효과(inductive 

effects)와 같은 극성인자(polar factors)는 결합절단(bond scission) 및 결합형성(bond 

formation) 전자쌍의 이동을 포함하는 반응에서 보다는 작지만 래디칼 반응에 향을 미친

다. 래디칼은 전자를 얻거나 잃는 경향에 따라 전자 억셉터(electron acceptors) 또는 전자 

도너(electron donors)로 분류된다.

    (3) 래디칼 반응

       래디칼 반응은 단분자 반응(unimolecular reaction) 및 중분자 반응(bimolecular 

reaction)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중분자 반응은 생성물 사이에 래디칼을 갖는 반응(부가반

응, 축출반응)과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소유하지 않는 분자 또는 이온 생성물을 갖는 

반응(래디칼 결합, 불균형화, 전자이동)으로 세분화된다.

    (4) 핫 래디칼(Hot radicals)

       어떤 상황에서 원자 및 래디칼은 주변 분자의 평균 열에너지 보다 큰 운동에너지 

또는 여기에너지를 갖고 형성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원자 및 래디칼은 주변 분

자에 비해 높은 에너지상태(hot)를 갖는다. 에너지가 높은 래디칼은 이온 중성화(ion 

neutralization)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너지가 결합분해에너지 보다 크다면 여기분자의 분

해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은 이온입자의 트랙에서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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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lative Stability of Reactive Free Radicals

D(R-H)

(kJ/mol)

Atoms and

Inorganic

Radicals

Alkyl Radicals

Radicals

Containing

Nitrogen or

Halogen

Radicals

Containing

Oxygen or

Sulfur

Unsaturated

and Aromatic

Radicals

450-570 F

OH

- ․CN - CH≡C․

CH2=CH․

CH3-CH=CH․

․C6H5

430-449 H

Cl

․CH3

cyclo-C3H5․

․NH2

․CF3

․CH2Cl

CH3O․

C2H5O․

(CH3)3CO․

CH3CO2․

-

410-429 - ․C2H5

n-C3H7․

i-C3H7․

s-C4H9․

CH3NH․

CHCl2

․COOH -

390-409 - cyclo-C4H9․

cyclo-C6H11․

t-C4H9․

(CH3)2N․

․CCl3

․CBr3

․CH2OH

․CH2COOH

H3CSCH2․

-

370-389 HO2

HS

․SiH3

- - CH3OCH2․

CH3O2․

t-C4H9O2․

cyclo-C3H3․

<369 Br

I

- - ․CHO

CH3CO․

CH3S․

CH=CH-CH2․

C6H5CH2․

C6H5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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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산소와의 반응

       산소는 쉽게 자유래디칼을 증가시키며, 방사선유도반응 역할을 한다. 그림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자산소는 기저상태(ground state)에서 두 개의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갖으며, 다른 래디칼 및 삼중항여기분자(triplet excited molecules)와 반응하는 이중래디칼

(biradical) 처럼 거동하는데, 이것은 또한 두 개의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를 갖고 있다.

Fig1-3. Distribution of Electrons in the Molecular Orbitals of A, Ground                 

         State(Triplet, 3Σg) Oxygen; B, Singlet Excited(
1△g) Oxygen; C, Siglet Excited

         (
1
Σg

+
) Oxygen; D, Superoxide Ion O2

-
; E, Peroxide Ion O2

2-
. Each Species has          

         the Same 1s and 2s Electron Configuration.

 유기자유래디칼과 분자산소의 반응은 비교적 안정한 과산화 래디칼 RO2․을 만든다.

                                R․ + O2  → R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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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래디칼 포획제거(radical scavenging)

       자유래디칼 포획제거제(scavengers)는 산소, 질소산화물, 요드, 수소옥화물(hydrogen 

iodide), 유기옥화물(organic iodides), 천이금속염(transition-metal salts), 안정한 자유래디칼, 

그리고 불포화유기화합물 등이다.

CH3․ + I2 → CH3I + I

․C4H9 + NO → C4H9NO

․CH2OH + FeCl3 → HCHO + FeCl2 + HCl

  다. 방사분해 메카니즘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물질의 방사선조사는 에너지 전달의 결과 그림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화 입자의 트랙을 따라 집중되는 이온화 및 여기분자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온 및 여기분자는 군집을 이루게 되며, 이것은 종종 많은 이온쌍과 여기분자를 갖고 있

는 작은 체적의 군집부(spurs)라고도 한다. 감마방사선 및 고에너지 전자빔과 같은 낮은 

LET 방사선을 조사시키면, 군집부는 분리된다. 그러나 무거운 하전입자 빔과 다른 높은 

LET 방사선을 조사시키면, 이러한 군집부는 더 가깝게 

Fig.1-4. Distribution of Ions and Excited Molecules in the Track of a Fast Electron.

형성되며 이온화 및 여기화학종의 칼럼(column)을 겹치게 한다. 이러한 에너지 분포의 국

부적 차이는 높고 낮은 LET 방사선의 화학적 효과 차이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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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4에서 델타선(Delta rays)은 2차전자(방사선조사에 의해 방출된 전자)를 말하며, 

이들중 일부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초기 이온화구역으로부터 더 멀리 이동하게 되며, 1

차 트랙으로부터 가지를 치며 그들 자신의 트랙을 형성하게 된다.

  방사선조사 재료의 화학적 변화는 방사선으로 인해 생성된 이온(radiation-produced ions) 

및 여기분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형성되는 자유래디칼 반응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반응성 

화학종에 대한 반응은 재료를 통한 이온화 입자의 초기 통과로부터 최종 안정된 생성물의 

형성까지 일어나는 화학적 단계를 설명하는 방사분해 메카니즘을 나타낸다. 상세한 메카니

즘은 화합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개요는 모든 재료에 대해서 표1-2에 열거한 단계

와 유사하다.

  첫 번째 단계는 이온화 입자( X,γ  및 고속전자 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의 트랙을 

따라 단일항 및 삼중항을 포함하는 이온 및 여기분자의 형성이다. 이온과 여기분자는 단

독으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방사선의 LET에 따라 많은 부분이 높은 LET 입자에 의해서 

군집부나 또는 주상형 트랙(columnar tracks)으로 집단을 이루게 된다. 표1-2의 반응 (1-10)

의 반응물 및 생성물은 이러한 반응이 매우 빠르며, 확산이 군집부를 확대시키고, 활성화

학종을 분산시키기 전에 완료되기 때문에 괄호 안에 둘러싸여 진다. 군집부 팽창은 원래

의 하전입자의 통과후 약 10
-11
초가 된다. 반응은 비균일 속도론(non-homogeneous kinetics)

에 따르지만, 군집부 팽창 후 남아 있는 용해 이온(solvated ions), 래디칼 및 삼중항 여기

분자는 시스템 내에 필수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될 것이며, 그들의 반응은 일반적인 균일 속

도론을 따르게 된다.

  열거된 반응과정은 여기 이온(2-3) 및 분자(8-9)의 분리, 이온-분자반응(4), 분리 없이 여

기화학종으로부터의 에너지 손실(7), 이차 전자의  양이온(5) 또는 solvation(6)과 쌍을 이루

는 재결합 후에 열에너지로의 감속, 그리고 동일 군집부내에 근접하게 형성되는 두 개의 

래디칼 사이의 반응(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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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사분해 속도(radiolysis kinetics)

        전통적인 속도론은 반응물이 계 전체에 걸쳐 불규칙하게 분포된다고 가정

한다. 반응을 하지 않는 순간적인 화학종이 트랙구역(track zone)으로부터 확산하여 

불규칙하게 분포될지라도, 반응성 화학종이 작은 체적의 군집부내에 집중될 때, 이

러한 것은 이온화입자의 통과에 따라 즉시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전

통적인 속도론은 순간적인 화학종이 입자트랙으로부터 확산할 때에만 적용 가능하

다. 계의 역학은 초기 반응성 화학종의 비균일분포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확산에 

의한 분리를 고려하여 비균일속도론(nonhomogeneous kinetics)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가) 연쇄반응(chain reactions)

           생성물내 래디칼 반응은 연쇄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연쇄반응

에서 래디칼-매체 반응(radical-substrate reaction)은 래디칼중심(radical center)이 

없어질 때까지 여러번 반복진행된다. 래디칼 연쇄반응은 첨가(addition) 및 축출

(abstraction)에 대응하는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연속적인 첨가반응은 

래디칼-유도 중합(radical-induced polymerization)을 나타낸다.

R․ + AB  →  R-AB․

R-AB․ + AB  →  R-AB-AB․

반면에 연속적인 축출반응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R․ + AB  →  RA + B․

B․ + RC  →  BC + R․
__________________________

AB + RC  →  RA + BC

연쇄반응을 계속할 수 없는 반응성이 낮은 래디칼을 만들거나 또는 래디칼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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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Generic Radiolysis Mechanism
a

Reaction Comments

Reactions Occurring with a Spur or Colmnar Track

1

2

3

4

5

6

7

8

9

10

11

MH2 ∼→ [MH2
+
, e

-
, MH2

*
]

[MH2
+] → [MH+ + H]

→[M
+
 + H2 ]

[MH2
+ + MH2] → [MH3

+ + RH․]

[MH2
+ + e-] → [MH2

*]

[e
-
 + nMH2] → [esolv

-
]

[MH2
*] → [MH2]

→ [MH․ + H]

→ [M + H2]

[MH․ + H] → [MH2]

→ MH․ + H

Initial deposition of energy creates spurs containing 

ion pairs and excited molecules

Ion dissociation giving a radical

Ion dissociation to give a molecular product

Ion-molecule reaction

Geminate recombination of ions

Solvation of charged species (electrons and positive 

ions)

Dissipation of excitation energy without reaction

Dissociation of excited molecule to radical products

Dissociation of excited molecule to molecular  

products

Recombination of caged radicals

Diffusion of radicals, molecular products, and 

possibly triplet excited states from the spur

Reactions Following Spur Expansion (i.e., after ∼10
-10
 s)

12

13

14

15

16

 MH3
+ + esolv

- → MH2 + H

→ MH․ + H2

H + MH2  → MH-MH

2MH․ → MH-MH

→ MH2
 
+ M

Ion neutralization

Ion neutralization

Hydrogen abstraction by a radical

Radical combination

Radical disproportionation (M is unsatuarated)

a : 이 메카니즘은 MH2(H:수소)로 나타내는 단순 유기화합물의 방사분해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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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하기 위해 불순물이 첨가되면, 연쇄반응은 작은 량의 불순물에도 민감하게 

된다.

  속도론에서 방사선-개시 래디칼 연쇄반응(radiation-initiated radical chain 

reaction)은 개시(initiation), 전파(propagation) 및 종결(termination)의 세 가지 단계

로 분류될 수 있다.

․개시 : A ∼∼→ R․,  cDM

․전파 : R․ + A  → R․ + P,  k p

․종결 : 2R․  →  products,  k t

개시단계는 이온화 방사선의 흡수를 통하여 매질(substrate) A로부터 래디칼 R을 

생성한다. 래디칼 생성율은 흡수선량율 DM과 상수 c의 곱으로 나타내며, 이것은 래

디칼 G 및 물질의 도와 관련된다. 전파는 속도상수 kp를 갖고 생성물(P)을 만들

고, 래디칼(R)을 재생성하는 매질-래디칼 반응으로 나타낸다. 종결은 생성물 P를 포

함하지 않는 비반응성 생성물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개 래디칼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

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 종결단계의 속도상수는 kt이다. 정상상태 조건하에서, 

래디칼 생성속도는 래디칼 소멸속도와 같다. 즉,

cDM= k p[R]
2 , [R]= (

c
k t
) 0.5(DM )

0.5

생성물의 생성속도는

d[P]
dt

= k p[A] [R] = k p(
c
k t
) 0.5[A] (DM )

0.5

이며, 여기서 ( c
k t
) 0.5  는 반응상수이다. 계의 에너지흡수속도 dE

dt
는 흡수선량율 

DM과 같으며( dE
dt
=DM), 생성물 P에 대한 방사선화학수율(radiation-chemical 

yield) (단위 에너지흡수당 수율) G(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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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
d[P]
dE

                   

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확장시킬 수 있다.

G(P)=
d[P]
dt

×
dt
dE

               

따라서,

G(P) = k p(
c
k t
) 0.5[A] (DM )

- 0.5          

가 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G(P)가 선량율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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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

  가. 플라즈마 특성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 다음으로 물질의 네번째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물질

들은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결합에너지의 상대적인 크기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어떤 물질을 한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야 한다. 또한 물질을 플라즈마로 만들기 위해 입자의 운동에너지가 그 물질의 이온화에

너지 보다 커야만 한다. 순수한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플라즈마와 기체 사이에는 분

명한 경계는 없고 그 거동은 기체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에 따르고 있다. 기체와 구별되는 

플라즈마의 특이한 성질은 강한 자기장의 존재하에서 분명해진다. 이때에 플라즈마는 비등

방적인 성질을 갖는다. 그러므로 플라즈마와 기체와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전자기적 힘에 

대한 각각의 반응의 차이로 나타난다. 플라즈마에 존재하는 하전입자들은 외부에서 가해지

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향을 받으며,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입자들에 걸린 전기장이 아

주 강하면 각 입자들은 다른 수많은 입자들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입자

들간의 에너지결합은 이온화하지 않은 기체보다는 플라즈마 중에서 훨씬 더 강하다.

  실험실에서 플라즈마 발생은 보통 전기적 방전을 사용하여 왔다.  이것은 두 개의 금속 

전극이 설치된 유리 방전관을 이용하는데, 방전관내 압력을 약 0.1-1Torr 로 유지시켜 전

압을 가하므로서 이루어 진다. 전압을 점차 증가시키면, 방전관을 통한 전류는 초기에는 

미세하게 흐르지만 수백 볼트에 이르게 되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황적색 빛(visible 

orange-red light)을 발한다. 방전관내의 이러한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부르며, 기체는 이온

화로 인하여 전기적으로 도체가 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플라즈마에서 양(+)으로 하전된 

이온과 음(-)으로 하전된 전자는 통계적으로 무작위 속도분포를 가지고 움직이며, 이러한 

입자들은 전장에 따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1) 플라즈마의 분류

       직류 로우 방전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플라즈마는 또한 낮은 압력에서 

고주파나 마이크로파 방전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플라즈마에서, 이온화도는 전

형적으로 겨우 10-4 정도이며, 그래서 기체는 대부분 중성이지만 여기된 화학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플라즈마의 특성은 전자온도와 기체온도 사이에 열평형을 이루지 않는 것

이며, 이러한 형태의 플라즈마를 비평형플라즈마(nonequilibrium plasma)라 한다. 수십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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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압력에서 방전으로 발생된 플라즈마에 있어서, 전자의 온도는 높게 되지만 기체입

자들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된다. 이것은 전자와 기체입자 사이의 충돌 빈도수가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적 비평형상태에 있는 플라즈마를 냉플라즈마(cold plasma)라 한

다.

  전류가 로우 방전내에서 일정 압력하에서 증가될 때, 방전을 가로지르는 전압은 떨어

지고, 플라즈마는 제한을 받게되며, 방전을 통한 전류 도는 증가한다. 이것은 로우 방전

에서 아크 방전(arc discharge)으로 플라즈마 상태의 천이이다. 아크 방전에서, 음극온도가 

아주 높아져서 열전자가 방출된다. 종종 플라즈마에서 방출된 빛은 음극 물질로 부터 생

긴 선(lines)을 갖고 있다. 비록 아크방전이 100 Torr 이상의 비교적 높은 압력에서 보다 

쉽게 만들어지지만, 불과 수 Torr의 낮은 압력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아크 방전으로 발생

된 플라즈마에서, 전자와 기체분자의 에너지분포는 거의 같다. 왜냐하면 전자와 기체분자

들 사이의 충돌빈도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프라즈마는 열평형을 이루므로 전자의 온

도는 기체의 온도와 거의 같게 된다. 열평형은 약 100 Torr 이상의 압력에서 이루어지며, 

전자 도는 10
16
/cm

3 
이상이다. 고온의 기체입자들로 구성된 플라즈마를 열플라즈마(thermal 

plasma)라고 한다.

    (2) 플라즈마내의 반응

       플라즈마 내에서 전자는 전장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며 기체분자와 충돌한다. 전

자충돌은 기체분자의 여기와 이온화를 일으키며, 여기된 분자와 이온은 플라즈마 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반응을 만들어 낸다. 그림2-1은 플라즈마가 발생되는 진공반응기내에서 

이러한 반응을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가) 충돌현상(collision phenomena)

           만일 계가 열평형에 있다면, 기체분자, 원자나 전자와 같은 입자의 무작위 운

동은 맥스웰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v와 v+ dv  사이의 속도 범위에 있는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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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2-1. Schematic Description of Plasma Reaction

                       in Vacuum Chamber.

의 수 dN을  총 입자수 N으로 나눈 분율은 

          dN/N=4πv 2(
m
2πkT

)
3/2

exp(
-mv 2

2kT
)dv= f(v)dv  

로 주어진다. 여기서 m은 각 입자의 질량,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이다.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속도는 맥스웰 속도분포곡선의 최고점에서의 속도이다. 이점

에서 df(v)= 0  이므로 

 vm  = 2kT
m

                        

가 된다. 또한 선형평균속도(linearly averaged velocit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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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

∞

0
vf(v)dv  = 8kT

πm
                   

과 같이 유도된다. 그리고 제곱근 평균제곱속도(root-mean-square velocity)는 v
2
의 제곱근

으로서 정의되며, 

v r = v
2  = [⌠⌡

∞

0
v 2f(v)dv]

1
2  

= 3kT
m

           

으로 표현된다.

  플라즈마내에는 하전입자(전자와 이온)와 중성입자(기체원자와 분자)가 있다. 이러한 입

자들 사이에는 연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난다. 내부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충돌을 탄성충돌이

라 하며, 입자들 사이에 내부에너지의 교환이 있는 충돌을 비탄성충돌이라 한다.

  동일 온도에서 맥스웰분포를 갖는 두 종류의 기체분자의 단위 체적당, 단위 시간당 충

돌수는  

N c= n 1n 2π(r 1+ r 2)
2
v r                   

이다. 여기서 n 1,n 2는 각 기체의 입자 도이며, v r은 두가지 기체분자의 평균상대속도이

다. 단 한가지 형태의 기체분자에 대해서 상대속도는 v r= 2 v  이다. 여기서 v는 선형평

균속도이다. 2r 1= d  이므로, 충돌수는 

N c= 2πn 2d 2 v                    

이 된다. 충돌 빈도수(collision frequency)는 ν c= N c/n  으로 주어지므로, 같은 종류의 기

체인 경우  

N c= 2πnd
2
v                 

이 된다. 기체 원자, 분자 또는 이온과 같이 무거운 입자들과 충돌하는 전자에 대하여, 무

거운 입자들은 정지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평균상대속도는 v r= v  이 된다. 만일 n e와 

n g가 전자와 무거운 입자의 입자 도를 나타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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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 n en gπr
2
1 v= n gπr

2
1 v          

이 되며, 여기서 r 1은 기체입자의 반경이다. 어떤 입자가 한 입자와 충돌하는 위치와 다

음 충돌위치 사이의 거리는 자유경로이며, 그 거리의 통계적 평균이 평균자유경로

(mean-free path) 이다. 충돌 빈도수 ν c는 초당 충돌 수이며, 어떤 입자의 평균속도가 v

로 주어진다면, 평균자유경로는 

λ=
v
ν c

              

이다. 모기체(parent gas)에서 평균자유경로는 

λ g=
1

( 2πnd 2)
          

이 되며, 전자인 경우 

λ e=
1

(πngr
2)
i

          

이 된다.

      (나) 여기(excitation) 및 이온화(ionization)

          원자나 분자들이 에너지를 받을 때, 병진운동에너지가 증가하고 내부에너지도 

보다 높은 상태로 천이한다. 이 과정을 여기라 한다. 여기된 원자들은 빛의 파장이 높은 

준위와 낮은 준위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므로서 에너지준위를 낮추

기 위해서 10
-8
초 이하의 짧은 시간내에 탈여기(de-excite)한다. 그러나, 이 천이 과정은 어

떠한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선택율(selection rule)을 따르며, 광학적 천

이가 금지되거나 천이확률이 아주 작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원자를 준안정상태(metastable 

state)라 한다.

  더 많은 에너지가 주어지면, 대부분의 느슨하게 결합된 전자들은 원자로부터 제거된다. 

이것이 이온화이며, 이온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다) 재결합(re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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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과정으로 발생된 하전입자들은 기체상에서 또는 고체표면 위에서 

중성화될 수 있다. 양(+) 이온과 전자와의 결합 또는 양이온과 음(-) 이온과의 결합으로 

중성 원자나  분자로의 이완(relaxation)을 재결합(recombination)이라 하며, 그 과정은 이온

-전자 재결합과 이온-이온 재결합으로 분류된다.

      (라) 이온-분자간 반응(ion-molecule reactions)

           만일 한 개의 전자가 중성 기체분자와 충돌한다면, 전자는 분자에 포획되어 

음이온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것은 기체의 종류와 전자의 에너지에 달려있으며, 그 과정

을 부착(attachment)이라 하며, 음이온이 전자를 방출하는 역과정을 이탈(detachment)이라

고 한다.

      (마) 이동현상(transport phenomena)

           비록 플라즈마가 10
-3
 Torr 이상의 비교적 높은 압력에서 발생될 지라도, 입자

들의 평균자유행로(mean-free path)는 전극 사이의 특정 크기나 진공반응기의 크기보다 짧

다. 그러한 플라즈마에서, 전자와 이온은 열운동으로 무작위 속도(random velocity)를 갖는 

중성 기체분자 또는 이온화된 기체분자들과 빈번히 충돌하면서 전장에 의해서 집합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하전입자들의 운동은 표류속도(drift velocity)의 특성을 나

타낸다. 전장이 E=E 0exp(iωt)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입자의 운동방정식은 

m
dvd
dt
= eE 0e

iωt-mνmv d      

로 된다. 이것은 충돌 빈도수 νm에서 중성입자들과 충돌하는 질량 m과 전하 e를 갖는 

입자의 운동방정식이다. 이 방정식의 우변 맨 오른쪽 항은 점성에 대한 힘을 나타낸다. 정

상상태에서 이 방정식의 해는 

v d=
(e/m)E
iω+νm

          

로서 표류속도는 전장에 비례한다. 여기서 비례상수 μ=
(e/m)
iω+νm

를 유동도(mobility)라 

한다.

  만일 플라즈마내에서 전자와 이온의 평균자유행로가 진공반응기의 크기에 비해 짧다면, 

그 절차는 기체분자들의 확산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입자의 도 N이 위치에 따라서 변



- xxv -

할 때, 확산속도는 

v=-(
D
N
)grad N           

이 된다. 여기서 D는 확산계수로서 D=
kT
(mνm )

=
1
3
λ v r  이며, λ는 평균자유행로, v r

은 평균상대속도(root mean square velocity)이다. 자신의 모기체(parent gas) 내에서 기체의 

확산을 자기확산이라 하며, 두가지 종류의 기체 사이의 확산을 상호확산이라 한다. 플라즈

마내에서 전자의 확산계수는 이온의 확산계수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것은 플라즈마내에서 

전하분리를 야기시키며, 전장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전자의 확산은 억제되고 이온은 전

장에 의해서 가속된다. 정상상태에서, 전자와 이온의 이동은 독립적이 아니고, 보통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확산한다고 생각된다. 이 현상을 음양극 확산(ambipolar diffusion)이라 

한다.

    (3) 냉플라즈마 발생

       냉플라즈마는 낮은 압력에서 기체 방전의 형태로 발생된다. 각각의 방전은 그들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방전 형태는 응용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

다.

  전극간 간격 d와 균일한 전장을 갖는 두 개의 평행판 전극 사이에 인가된 전압을 생각

해 보면, 단위 시간당 양극(anode)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 N은 

N=
N 0e

αd

[1-γ(e
αd
-1]

이다. 여기서 α는 이온화계수, γ는 음극 충격에 의한 이차전자 방출계수이다. 이 방정식

은 전자충격에 의한 기체분자의 이온화와 이온충격으로 음극에서 방출되는 이차전자를 고

려한다. 이 식에서, 만일 분모가 (zero)에 접근하면, 전자 증폭인자(방전전류) N/N 0는 

무한대(∞)로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전극간의 간격에서 기체의 전기적 분해이며, 

γ(e
αd
-1)= 1인 조건을 필요로 한다. 시동전압(starting voltage) 또는 분해전압

(breakdown voltage) Vst는 환산 전극거리(reduced electrode distance) pd의 함수이며, p는 

기체의 압력이며, d는 전극간 거리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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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t=
Bpd

ln (pd)+ ln
A

ln (1+
1
γ
)

이며, 여기서 A= 1/λ e1 , B=μ iλ e1 , λ e1은 1 Torr에서 전자의 평균자유행로이며, μ i는 

기체의 이온화 포텐셜(ionization potential)이다.

  고주파 방전 또는 라디오-주파수(radio-frequency : RF) 방전은 박막형성을 위한 응용에

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방전 형태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큰 체적의 안정된 플라즈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진공 반응기 내부에 설치되는 전극방식은 전 주파수범위에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주파

수가 대략 300 kHz를 초과하면, 고주파 출력은 외부전극에서 부하로 공급될 수 있다. 이것

은 유리로 만들어진 방전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유리의 열저항성과 낮은 유전손실 때

문이다. 외부 전극에 의한 고주파 방전을 무전극 방전(electrodeless discharge)이라 한다. 

고주파 방전은 부하가 걸린 고주파출력을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두가지 형태로 분류되어 

왔다. 즉, 커패시티브 연결(capacitive coupling)과 인덕티브 연결(inductive coupling)이다. 커

패시티브 연결 내부전극 형태는 고주파 방전을 이용하는 플라즈마 반응 시스템에서 생산 

수준으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규모확대가 쉽기 때문이다. 시편홀더

(substrate holder) 반대쪽 전극인 핫전극(hot electrode)과 접지 차폐체 사이의 공간에 있는 

유동정전용량(floating electrostatic capacitance)은 기하학적인 배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

은 전극상에 효율적 출력과 회로망내 출력손실에 향을 미친다. 플라즈마 구역(plasma 

bulk)과 암흑공간(dark spaces)의 임피던스는 사용된 주파수, 방전조건에 따라 변하며, 주로 

기체의 종류와 압력에 달려있다.

  주파수는 보통 13.56 MHz가 선택되는데, 이것은 이 주파수에서 플라즈마 임피던스가 비

교적 낮기 때문이다. 이 주파수는 국제통신 당국에 의해 산업, 과학 및 의학적 사용이 허

용된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두가지 형태의 고주파 발생기가 있다. 첫번째 형태는 크리

스탈 진동기(crystal oscillator)로 제어되는 것이고, 두 번째 형태는 진공관 증폭기의 도움

으로 작동하는 자기여기방식(self-excitation mode)을 이용하는 것이다. 증폭기는 출력측의 

일부를 입력측에 반환하게 한다. 첫 번째 형태가 주파수 안정성과 출력 임피던스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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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월등하다. 상업용 고주파 발생기는 50Ω의 출력 임피던스를 갖도록 설계된다. 그러나 

진공 반응시스템은 10
2
-10

3
Ω 정도의 큰 임피던스를 갖기 때문에 매칭네트웍(matching 

network)을 사용해서 전진 출력(forward power)에 대한 반사 출력(reflected power)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고주파 발생기와 부하(load) 사이의 임피던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나. 증착 메카니즘

    (1)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의 기본원리

       플라즈마는 기체가 매우 높은 온도나 강한 전장 또는 자장을 받음으로서 발생된

다. 열 플라즈마에서 전자, 이온 및 중성 화학종들은 국부적인 열역학 평형(local 

thermodynamic equilibrium)을 이룬다. 그러나 비평형 또는 “냉(cold)" 플라즈마에서의 전자

와 이온은 중성화학종 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갖는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와 기체 화학종 사이의 비탄성충돌은 여기된 중성 화학종, 자

유래디칼, 이온 그리고 더 많은 전자들과 같은 매우 반응성 있는 화학종을 발생시킨다. 이

러한 메카니즘에 따라, 전자의 에너지는 기체 온도를 증가시키지 않고 반응도가 높은 하전

된 화학종을 생성한다.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반응도가 높은 화학종은 물리․화학 반응에

서의 모화학종(parent species)보다 더 낮은 에너지 장벽을 갖게 되서, 결과적으로 더 낮은 

온도에서 반응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성 화학종이 열활성화 CVD에서의 온도

보다 낮은 온도에서 박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플라즈마 CVD에서 사용되며, 로우 방전에

서 하전된 화학종은 증착 박막의 성질에 향을 줄 수도 있다.

  반응속도 방정식을 사용해서, 전자와 중성화학종 사이의 비탄성 충돌에 의한 여기 화학

종, 이온, 자유 래디칼 등의 발생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예컨데 여기반응:

A+ e
-
  →  A

*
+ e

-

으로부터 여기화학종 A *  가 생성되는 속도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d[A
*]

dt
= k 1[A]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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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A
*]

dt
는 여기화학종 A *의 형성속도, k 1은 반응속도 계수, [A]는 화학종 A

의 농도, 그리고 [e- ]는 전자의 농도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이 비탄성충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윗

식의 k1은 전자 속도 및 비탄성충돌 단면적의 함수로 정의될 수 있다. 전자/입자 비탄성충

돌의 단면적은 이 비탄성충돌이 일어날 확률에 비례하며, 전자에너지의 함수이다. 만일 전

자의 에너지가 요구된 문턱에너지보다 낮다면, 충돌 단면적은 (zero)이 된다. 속도계수 

k i는 다음식으로 계산된다.

  k i=
⌠
⌡

∞

0
(2E/me) 1/2 σ i(E)f(E)dE

여기서 E는 전자에너지, me는 전자질량, σ i는 반응 i의 충돌단면적이며 전자에너지 E

의 함수이다. 그리고 f(E)는 전자에너지 분포함수이며, 특정 에너지를 갖는 자유전자의 

분율을 나타낸다. 적분은 전자가 갖는 모든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수행되며, 윗식의  제

곱근항은 전자속도를 나타낸다. 얼마간의 충돌단면적 자료가 문헌으로부터 활용될 수 있지

만, 박막 증착에서 흥미있는 대부분의 값들은 알려져 있지않다. 전자에너지 분포함수 

f(E)에 대해서도 똑같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부가되는 복잡성 때문에 이론적으로 반응속

도계수와 반응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박막 증착에 사용되는 RF 로우 방전은 50 kHz와 13.56 MHz 사이의 주파수와 약 2.0 

torr 이하의 압력범위에서 발생된다. 플라즈마 도, 다시 말해서 이온과 자유전자의 도

는 단위 부피당 108 ∼ 1012 개의 범위에 있다. 이온화도(degree of ionization)는 전형적으

로 ≤ 10
-4
 이다. 즉, 로우는 주로 중성화학종으로 이루어진다. 전형적인 평균전자에너지

는 1∼3 eV의 범위에 있지만 가장 빠른 전자들은 10∼30 eV 만큼 높은 에너지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박막 형성을 이루

게하는 반응성 화학종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방전은 평균 전자에너지가 이온 에너지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비평형 로우방전(nonequilibrium glow discharges)이라 한다. 다시 말해

서 플라즈마 화학증착(PECVD) 분위기는 열적 평형(thermal equilibrium)을 이루지 않는다. 

따라서 열역학적 계산은 PECVD 반응의 생성물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2) 증착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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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즈마로부터 발생된 입자가 기질표면(substrate surface)에 충돌해서 그 표면에 

흡착될 때, 그 입자는 증착되어서 박막증착의 일부분이 된다. 기질표면에 충돌하는 입자들

은 전자, 이온, 자유래디칼, 여기분자 또는 중성 화학종으로 구성된다. 로우방전에 의해 

활성화 상태에 이른 이러한 흡착물들은 기질표면(substrate surface)의 분자나 또는 원자와 

반응한다. 또한 흡착화학종은 이온이나 자유래디칼 메카니즘에 의해서 서로 반응한다. 그

래서 기질표면에 도착하는 첫번째 입자들은 그 표면의 가장 작은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이러한 입자들은 박막형성과정에 참여해서 미세한 표면기공내로 계류되어 

견고한 박막접착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플라즈마 박막증착은 그림2-2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 진다.

         ① 기체상에서 이온, 자유래디칼, 여기화학종, 중성화학종의 형성후 확산

         ② 기질표면상에 활성화학종의 흡착

         ③ 화학반응

         ④ 기질표면상에 흡착되었던 일부 화학종 탈착

         ⑤ 부산물 배출

   박막형성 메카니즘에서 더욱 복잡한 점은 새로이 형성․흡착되어 반응을 일으킨 화학

종들이 플라즈마 분위기의 강력한 성분들에 의해서 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이 도착된 입자에 부가적인 변화를 가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성장박막의 교차연결을 

포함하는 변화된 반응이다.

   A.T. Bell과 그의 공동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플라즈마에서 탄화수소의 증착반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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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 Sequence of Events during Deposition.

                 ①                M + S  →  S-M

                 ②                Rn + S-M  →  S-Rn+1

                 ③                Rn + S  →  S-Rn

                 ④                M + S-Rn  →  S-Rn+1

                 ⑤                S-M + S-Rn  →  S-Rn+1 + S

                 ⑥                S-Rm + S-Rn  →  S-Pm+n

                 ⑦                Rm + S-Pn  →  S-Pm+n

여기서 M은 단량체 분자(에틸렌 또는 아세틸렌), R은 n단위의 자유래디칼, S는 표면위치

(surface site), 그리고 Pn은 종결된 중합체고리(terminated polymer chain)이다.

  다. 증착 매개변수의 효과

      플라즈마화학증착(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 PECVD)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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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변수는 압력, 반응기체의 조성, 단량체 유동속도(flow rate), 방전력(discharge 

power), 온도, 캐리어기체(carrier gas), 자장, 반응로 설계 효과등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는 많은 연구에서 행한 실험변수인 증착시스템의 압력, 바이어스 전압(self-bias voltage) 

및 증착기체의 조성변화효과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압력효과

       정상상태 유동시스템(steady state flow system)의 압력은 다음과 같은 인자에 의하

여 결정된다.

    - 반응로에 공급되는 단량체(monomer)의 유입속도

    - 반응로에서 생성된 기체의 배출 속도

    - 플라즈마에서 발생한 입자가 반응로내 표면에 흡착되는 속도

    - 기체상에서 화학종의 분열속도(fragmentation rate)

    - 성장박막 표면으로부터 입자방출속도(particle emission rate)

  Y.Catherine과 P.Couderc는 RF 플라즈마 화학증착에서 단량체의 흡착․성장과정을 단량

체 분리(dissociation)과정, 활성화학종의 흡착과정 및 흡착 래디칼의 결합(incorporation)과정

의 세 단계로 가정하여 증착속도와 방전압력과의 관계식을 유도하 다.

△m  ≃ AP
1
2                

여기서 △m은 증착속도(mass deposition rate), A는 단량체 분리 속도상수, 활성화학종의 

흡착속도상수 및 흡착래디칼의 결합속도상수와 관련된 비례상수이며, P는 방전압력이다.

    (2) 바이어스 전압 효과

       Y.Catherine과 그의 공동연구자들은 CH4기체를 사용한 DLC 합성시, RF플라즈마 

방전에서 바이어스 전압(self-bias voltage)과 증착속도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실험식으로 

찾아냈다.

r d  ∝ V
1.3+ 0.2
B

 

여기서 r d는 증착속도이고, VB는 바이어스 전압이다. 또한 그들은 진공 증착시스템 내에

서 플라즈마 구역의 면적( Ap) 및 길이( l p), sheath의 면적( As) 및 두께( l s)등과 관련하여 

바이어스전압을 다음과 같이 유도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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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B=
(Apσ eW)

1/2

Asωε 0l
1/2
p

l s

여기서 σ e , ω(=2π f), ε 0  및 W는 각각 전자전도도(electron conductivity), RF 주파수, 유전

상수(dielectric constant) 및 전력을 나타낸다. 윗식에서 W와 l s를 제외한 모든 값들은 증

착시스템과 사용기체가 정해지면 상수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바이어스전압 VB는 사용전

력 W 1/2에 비례하게 된다. 그리고 방전압력 P의 함수로 표현되는 sheath 두께 l s는 

P- 1/2에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바이어스전압 VB는  대략 (W/P) 1/2로 나타낼 

수 있다.

VB= (W/P)
1/2

    (3) 단량체 조성변화 효과

       일단의 소련과학자들은, 박막성장표면에서 과평형(super-equilibrium) 수소원자 농도

가 흑연에 대해서 용제(solvent)처럼 작용하여, 다이아몬드에 흑연이 함께 증착하는 것을 

억제시킨다고 주장한다.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상대부식속도(relative etching rates)에 대한 

그들의 연구에서, 활성화 수소의 흑연에 대한 제거속도가 다이아몬드에 대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며, 특히 Angus와 그의 공동연구자들은 수소가 다이아몬드를 부식시키는 것보

다 거의 500배의 속도로 흑연을 부식시킨다고 하 다. 기체상증착 DLC 박막에서, 수소는 

적으면 2∼3a/o서부터 많게는 30a/o 이상까지 함유하는데, 그 박막내 수소의 농도는  내부

압축응력과 광학적인 성질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한다. Couderc와 Catherine은 압축응력

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C=C 결합에서 C-C 결합으로 변화할때, 결합길이 증가에 따른 체적

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4) 열처리 효과

        1997년 미국 Sandia 연구소의 T.A. Friedmann과 그의 공동연구자들은 

1970년대 초부터 연구대상으로 되어왔던 DLC 박막과 모재(substrate)간의 접착력 

문제를 해결하 다. 그 방법은 진공반응기내에 열처리 장치를 장착하여 DLC 박막 

증착과 열처리 과정을 여러번 반복함으로서 계면사이의 결정구조 불일치로 인한 응

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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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방사선 환경에서 사용되는 폴리머재료의 특성

  가. 방사선 향의 최소화

      설계자의 임무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는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수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같은 고준위 감마 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하

는 장비 설계 시, 그림3-1의 흐름도와 같은 중요한 절차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

선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비의 설계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 방사선 환경의 정의

단계 2 : 구성품의 분류 및 단순화

단계 3 : 각 구성품에 대한 수용 가능한 설계수명의 설정

단계 4 : 고장 기준과 고장 유형의 결정

단계 5 : 구성품에 대한 방사선 향 평가와 적정한 설계여유도를 적용

단계 6 : 차폐와 함께 환경 및 운 에 대해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설계 해법 

설정, 내방사선성 구성품의 사용 등

단계 7 : 원격 유지보수를 위한 설계와 예방적 유지보수 프로그램 개발

  그림3-1에서 설명된 것처럼 방사선 향을 포함하는 설계 절차는 복잡하고 많은 

취사선택을 포함한다. 모든 분야의 폭넓은 이해가 설계와 구성품, 부품, 재료들의 

현명한 선택에 향을 미친다. 만약 방사선 향이 설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고

려된다면, 방사선 환경에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은 크게 향상된다.

  방사선 환경의 철저한 특성 파악과 이해가 첫 번째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이

다. 모든 설계에서처럼, 단계 2에서 시스템의 운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만약 시스템 구성품들이 방사선을 고려하여 선택(방사선에 민감

한 구성품들은 내방사선성 요소를 추가한 기술로 대체 등)된다면 방사선 환경을 위

한 장비 설계 작업이 크게 단순화 될 수 있다. 만약 방사선에 민감한 구성품이 셀 

밖으로 이동되거나, 저준위 방사선 구역으로 옮겨질 수 있다며, 고준위 방사선 환경

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의 설계는 훨씬 더 단순해진다.

  단계 3은 각 구성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설계수명을 설정한다. 설계수명의 설

정은 흔히 설계 기준을 설정할 때 수행되고, 방사선에 민감한 구성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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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ystem Design Process to Minimize Radiation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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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할 때 특히 중요하다. 단계 4에서는 구성품들이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 것인지

를 분류할 수 있도록 고장 기준과 고장 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단계 5에서는 각 

구성품들의 방사선 향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한 단계이며, 

이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품들이 주의 깊게 검사(방사선 조사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의 정의 등)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될 수도 있다. 단계 6에서는 각 구성품에 대한 방사선 향을 평가한 후, 설계자는 

방사선 문제에 대한 설계 해법을 설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작

업은 시간, 비용, 재료의 가용성 등 많은 취사선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매우 

복잡하다. 마지막으로 단계 7에서 각 구성품들은 고장난 구성품들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원격취급을 위한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예방적 유지보수 프로그램이 

다른 단계에서의 결과들에 기초해서 개발되어야 한다. 각 단계들의 세부항목은 다

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된다.

  나. 방사선 환경

      방사선에 조사되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설계자는 방사선 환

경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완전히 파악하여야 한다. 환경에서 나타날 방사선의 등급 

및 유형이 결정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방사선의 유형과 등급은 시설의 

방사선 지도를 가지고 지역과 주변의 방사선을 결정함에 따라 설정된다. 방사선에 

대한 시스템의 총 조사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외부에 작용하는 선원의 크기 및 기간 

고려되어야 한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의 방사선 준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감마 방사선이 장

비의 작동에 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주된 유형이며, 이 보고서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해로운 방사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계산 결과는 사용

후핵연료로부터 방출되는 중성자에 의한 손상이 감마 방사선에 의한 손상보다는 낮

지만 10
7
 rad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시설 내의 장비와 구성품들의 중성자 

흡수에 의한 반응으로부터 생성되는 2차 감마선은 1차 감마선과 비교해 볼 때 미비

하다. 만약 장비가 극단적으로 중성자에 민감하다면, 근처에 있는 물체에 의해 중성

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성자에 의한 간섭과 손

상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방사선과 이의 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정의 및 방사선량 단위에 대한 설명이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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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된다.

    (1) 방사선과 관련된 정의

      -흡수선량

       흡수 물질의 단위 질량 당 핵 또는 이온 방사선에 의한 에너지의 양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위는 Gy(gray)이다 (퀴리에 대한 정의 참조).

      -퀴리

       방사선원 붕괴율의 측정단위로서 기본적으로 라듐 1g이 초당 붕괴하는 것과 

같으며, 현재 초당 3.70×10
10
 붕괴로 정의된다. 퀴리는 동일 핵종의 다양한 선원의 

크기 비교에 유용하다.

      -선량(방사선량)

       단위 질량(1 kg)당 에너지(ergs, joules, calories)의 측정단위로서 에너지의 

흡수선량은 일반적으로 방사선의 총조사선량 또는 누적선량에 대해 Gy라는 용어로 

나타낸다. 이것은 이온화 또는 핵 방사선과 같다. 선량이라는 용어는 공기 중에서 

생성되는 방사선량인 이온화의 총량을 측정하는 뢴트겐에서 표현되는 조사선량과 

같이 사용된다.

      -전자기 방사선

       전자기파인 X선이나 γ선 등 방사선의 총칭으로서 이동 파장 운동은 자기

와 전기의 발진에 따른 결과이다. 전자기 방사선은 파장이 짧은 X선과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전파 사이의 역에 해당된다. 모든 전자기 방사선은 빛의 속도로 진공

에서 이동한다.

      -전자볼트(eV)

       1 V의 전위차에 의한 전자의 운동에너지로서 1.6×10
-12
 erg와 같다.

      -플루엔스

       단위면적(cm2)당 에너지(ergs, joules, calories)의 전이이다.

      -플럭스

       단위시간당 단위면적을 통과하는 입자 또는 에너지의 전이이다.

  (neutrons․cm2/s).

      -감마선(γ)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의 핵 방사선으로 투과율이 높다. 실제로 감

마선은 고에너지의 X선과 같다. 단, 차이점은 X선은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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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주위의 전자구름으로부터 방출된다.

      -방사선 반감기

       방사성 핵종의 방사능이 붕괴에 의해 초기값의 반으로 감소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으로서 반감기는 각 방사성 핵종의 고유 특성이며, 핵종의 양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온화

       전자를 방출 또는 흡수함에 의해 이온의 생성 또는 비전하 원자를 전하 원

자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 도는 분자의 분리

에 의해 전기적으로 전하를 가지는 구성요소가 생성된다.

      -내방사선성

       구성품, 회로, 시스템 등을 방사선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민감도를 낮게 만든

다는 개념으로서 내방사선성은 방사선에 약한 부분이나 시스템을 어떤 방사선 환경

에서의 취약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정하는 과정, 또는 부품의 방사선 허용치 향상

을 돕기 위한 설계 과정이다.

      -뢴트겐 흡수선량(Gy)

       1 J/kg(C)의 흡수선량으로서 Gy는 어떤 물질에 대한 입자 또는 전자기파의 

방출되는 에너지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1 Gy = 3.0×109 electrons/cm2 at 1 MeV (전자)

1 Gy = 1.0×10
8
 protons/cm

2
 at 1 MeV (양자)

1 Gy = 3.0×10
8
 meitrpms/cm

2
 at 1 MeV (중성자)

1 Gy = 2.2×1011 photons/cm2 at 1 MeV (광자)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될 때 물질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소(C)는 가장 흔

히 참조되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종종 괄호 속에 나타낸다. 실리콘은 전기재료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공기에 대한 87.8 erg/g(C)의 조사선량으로서 일반적인 온도와 압력에서 1 cm
3
의 

공기에서 양 또는 음 전하의 1 정전단위(esu)인 이온화를 생산하는 방사선의 양이

다. 이 용어는 표준 온도 및 포준 압력에서 방출되는 이온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

는 것으로서 해수면에서 표준 온도인 25℃(77 ℉)와 표준 압력인 760 mmHg 상태

의 공기 중에서 2.083×10
9
 ion pairs/cm

3
를 생산하는 방사선의 양이다.

      -10가층(tenth-value)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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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양의 10분의 1로 감마 방사선(또는 선량)의 양을 줄이기 위한 재료의 

두께로서 100가층(two tenth-value) 두께는 100분의 1로 선량을 줄이기 위한 두께

이다. 특별한 에너지의 방사선에 대해서 여러 재료의 10가층 두께는 대략적으로 재

료 도에 역비례하며, 감마선에 대한 방사선 감쇠는 전자 도(재료의 도)에 의

해 결정된다.

    (2) 방사선량 단위

        방사선을 취급할 때, 두 종류의 방사선량 단위가 흔히 사용된다.

      ․조사선량(보통 뢴트겐으로 측정됨)은 조사된 재료와 별도로 정의되는 방사

선의 측정단위이다.

      ․흡수선량(보통 Gy로 측정됨)은 단위질량 당 또는 조사 물질당 흡수된 에너

지의 단위로 정의된다. 1 Gy는 “에너지의 킬로그램당 1 J의 전달”로 정의된다. 흡

수선량에 대한 cgs 단위는 rad로서 “피폭 물질의 그램당 흡수된 에너지의 100 

erg의 전달”로 정의된다. Gray와 rad와의 관계는 1 Gy = 100 rads와 같다.

  조사선량과 흡수선량의 차이점이 설명되어야 하고, 계산 시에 적절한 경고표시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많은 물질들에 대해서, 1 R 방사선 환경에서의 조사는 대략 

1 rad의 흡수선량을 나타낸다. Rad는 조사 물질과 관련된 용어로 정의된다. 그래서 

같은 방사선 환경에서 조사된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질은 서로 다른 수치의 흡수선

량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Rad를 취급하는데 있어 수치적 계산 오류, 즉, rad와 

뢴트겐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10% 또는 20% 작게 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방사선에 손상되지 않거나 내방사선성 물질에 대한 정보는 보통 흡수선량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이것은 특별한 엔지니어링 특성에 대한 손상의 임계치와 일치한

다. 전형적으로 물질의 특성은 전도성, 견고성, 신축성, 압축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

되어 진다. 방사선에 의한 손상이 항상 물질의 특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어

떤 경우에는 방사선의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실제로 향상된다.

  방사선에 대한 향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2 개의 선량준위가 관련된다.

    ․손상분기선량 : 방사선에 대한 향이 정의되는 시점에서의 가장 낮은 선

량이다. 이것은 흔히 어떤 특정한 속성이 측정되는 장비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

지며, 결과적으로 제한된 재현성과 상당한 불확실성을 갖는다. 손상분기선량 값

으로 보고되는 값들이 큰 편차를 보인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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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율 선량 : 임의의 일정량이 손상되는 선량을 의미한다. 즉, 25%의 선

량은 재료의 속성이 초기 값의 25%가 손상되는 선량이다.

  구성품에 대한 방사선 향을 결정할 때, 손상분기선량이 필수적으로 구성품의 

고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구성품은 종종 물질의 퇴화가 시작된 후에도 자신의 

요구된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 시에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값, 

즉 여유도를 결정할 것인가는 시스템 설계자의 판단으로 남는다. 심지어 특정한 구

성품에 대한 실험 자료가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방사선 향에 대한 자료를 가지

고 구성품의 실제 작동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각각의 운  환경은 조건들

(대기조건, 진동, 움직임 등)의 유일한 조합을 갖게 될 것이고, 이들은 종종 모델링

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각 항목들은 각각의 근거에 따라 설명되어야 한다.

    (3) 시스템의 정의 및 단순화

        일단 시스템의 설계기준이 설정되고 개념설계가 수행되었다면, 다음 단계

는 장비를 공정셀 내에 배치하는 것이다. 어떤 장비가 시스템을 위해 필요하며, 그 

장비를 셀 내 어디에 놓을 것인가를 설정한다. 이것은 각 구성품의 환경을 결정하

는데 도움(차폐분석에 대한 도움 등)을 준다.

  차폐와 다른 특별한 요구사항들은 장비와 셀 벽의 위치에 중요한 향을 미칠 것

이며, 실제로 접근 및 유지보수 절차의 수립에 제한을 미칠지도 모른다. 원격유지 

시설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장비의 수명을 추정하기 위한 공정셀내의 방사선 준

위를 계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것은 재료와 구성품들에 대한 방사선에 의

한 손상을 고려할 때 아주 중요하다.

  일단 장비가 정의되고 셀 내의 취치가 선정되면, 설계는 방사선 준위가 높은 셀 

내에 있는 불필요한 구성품들을 제거함으로써 단순화될 수 있다. 고준위 방사선 환

경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때, “만약 의심스럽거나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

을 제거하라”는 옛 격언을 상기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구성품들을 적게 셀 내에 위

치시키는 것이 좋다.

  고장난 장비를 교체하는 원격 유지보수 작업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셀 내

에 구성품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고장날 확률도 높으며, 수리를 위한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방사선에 민감한 구성품들은 시스템의 단순화 과정에서 특

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런 구성품들에 대해서는 고준위 방사선에 대한 피폭이 적

은 지역이나 셀 밖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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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용 가능한 설계수명

        시스템 설계과정에서 설계기준의 일부로서 각 구성품에 대해 수용 가능한 

설계수명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성품이 시설의 설계수명과 같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보다 설계수명이 짧아도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일단 요구되는 설계

수명이 설정되면, 구성품이 바라는 설계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품의 설계수명에 대한 방사선의 향이 계산되어야 한다.

  방사선 환경에서 구성품의 수명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은 간단히 구성품의 내방사

선 값을 셀 내의 추정 방사선량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h)=
  (Gy)

   (Gy/h)

아래와 같이 구성품의 설계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

․구성품의 내방사선성 값을 높인다.

․방사선량을 감소시킨다.

․구성품의 내방사선성 값을 높이고 셀 내의 방사선량을 감소시킨다.

  구성품의 내방사선성은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재료로 만들어진 구성품을 

사용함으로써 높일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지도 모른다.  내방사선 구성품의 사

용에 대한 정보와 내방사선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뒷부분에 기술된다.

  선량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감소될 수 있다.

① 장치 차폐 : 구성품이 받는 선량을 낮춤

② 선원 차폐 : 시설 내의 전체 선량을 낮춤

③ 선량이 낮은 곳에 장비를 놓는 전략적인 배치

   (가능한 선원으로부터 멀리 장비를 배치)

  만약 구성품의 예상 수명이 작동을 위해 부적당하다면, 뒷부분에서 상세하게 설

명되는 것처럼 설계상의 해결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고장 기준과 고장 유형

        가능한 고장 기준과 고장 유형이 각 구성품에 대해서 설정되어야 한다. 고 

장 기준은 구성품의 고장에 대한 조건을 정의하는데 도움을 준다. 방사선에 의한 

손상은 느리게 진행되지만, 구성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일으킬 것이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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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준은 주어진 기능의 수행이 실패하기 전에 구성품에 얼마만큼의 손상을 허용

할 것인가를 정의하는데 도움을 준다. 고장 유형은 구성품이 어떤 고장을 일으킬 

것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야 한다.

  방사선 환경에 구성품이 노출되었을 때, 구성품은 방사선에 향을 받고 고장을 

일으키기 쉬운 어떤 민감한 부분을 갖게 될 것이다. 구성품이 고장을 일으키기 쉬

운( 봉 부분이 약하거나 파손 부위 등) 부분을 정의하는 것은 구성품이 더 높은 

내방사선성을 갖도록 보강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몇몇 전형적인 장비들

에 대한 고장 유형을 표3-1에 나타내었다.

Table 3-1. Typical Modes of Failure for Components

구성품  고장 유형  포함되는 대상

봉재

(Seals)

일반적으로 합성고무 봉재는 굳어지고 부서지기 

쉬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봉재가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어링, 기어박스, 

모터, 밸브, 솔레노

이드 밸브

절연재

(Insulation)

절연재가 선이 끊기거나 부서지기 쉽게 된다. 이것

은 회로의 수명을 짧게 그리고 또는 권선과 핀의 

위치가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부분의 구성품에 대해서 유전도 속성의 퇴하는 

이차적인 것이다.

속도계, 배터리, 케

이블, 회로판, 커넥

터, 전기히터, 모터 

권선, 전위차계, 릴

레이, 리졸버 권선, 

열전대

윤활재

(Lubricants)

방사선은 매끄러움을 변화시킨다. 이것은 원활한 

윤활작용을 방해한다.

베어링, 기어박스, 

모터, 기타 이동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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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들이 설계 수명을 충족시켜줄 지에 대한 신뢰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예상

되는 각각의 고장 유형에 대해 “회복을 위한 어려움의 정도”는 높게, 그리고 “고장

의 결과”는 크게 하여 구성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할 필요가 있다.

  다. 구성품에 대한 방사선 향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방사선 향은 단지 구성품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달

라진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 특성은 구성 품별

로 만족해야 될 기능에 따라 다르다. 더구나 구성품이 사용될 특정 장비의 설계는 

주어진 엔지니어링 특성에 대한 수용 가능한 퇴화의 양을 결정한다. 장비가 수용할 

수 있는 퇴화의 양에 대한 계산, 즉 주어진 기능의 수행에 대해 충분히 높은 확률

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방사선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손상분기점”으로 나타내며, 이 손상분 기점은 

어떤 재료 특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요구되는 선량값이다. 다른 표현으로는 “변

화 선량률”이 된다. 이선량율은 재료 특성에 대해 어떤 변화률(25% 50% 등)을 일

으키는데 요구되는 선량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장비가 의도한대로 기능을 수

행하고 있지만, 변화율은 아주 높을 수도 있다.

  많은 전기 및 기계 구성품들이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나 전체 시스템의 운 을 위

해 요구된다. 필요한 구성품들의 몇 가지 예를 표3-2에 나타내었다.

Table 3-2. Examples of Components in a System

전자적 구성품
증폭기, 컨트롤러, 표시기, 인버터/충전기, 로직 디바이스, 계기, 

전원공급기, 레코더, 신호조절기

전기적 구성품
배터리, 전선, 커넥터, 히터, 절연재/테이프, 관통 터미널 블록, 변

압기

전자기계적 구성품
회로 분석기, 휴즈, 모니터, 모터, 릴레이, 스위치, 트랜스미터, 밸

브 작동기

전기구조체 배터리 랙, 모터 제어반, 계측기 랙, 판넬

기계 장비
에어록, 크레인,덕트, 필터, 이동장비, 히터, 모터, 파이프, 펌프, 탱

크, 밸브

  시스템 설계시 방사선 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구성품 별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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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가 주어진다. 다음절에서는 몇 개의 일반적인 구성품들과 이들의 수행 능력

에 대한 방사선 향을 설명한다. 구성품들의 방사선 향에 대한 대부분의 주된 

자료들은 원자력발전소에서의 경험과 장비의 품질 시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원자력발전소보다 상대적으로 일정한 고준위 감마선량을 갖

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의 방사선 향은 이들 자료와는 약간 다르다. 원자력발전소

는 운 기간중 상대적으로 저준위 선량을 나타내고, 사고 시에는 주기가 짧은 고준

위 선량과 증기가 누출된다. 

구성품 선택을 돕기 위해, 내방사선성 장비 제작업체의 목록을 표3-3에 나타내었다. 

이 표는 내방사선성 제품 및 제작업체 그리고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몇몇 장비를 표

기하 다. 

Table 3-3. Possible Radiation-Resistant Component Vendors

품  목 제작업체 내방사선(Gy) 비  고

Ac Motor class H, 

type RH
Reliance Electric 2× 10 6 0-600 V

Resolver
Northern Precision 

Laboratories
1× 10

7

LVDT Schoeritz 1× 10 10

Electrical connectors
Lemo

VEAM

1× 10 7

1× 10 8

Electric Wire Cable

Kyle Technologies

Boston Insulated 

Wire

6× 10 12

2× 10
6

Power and 

Instrument cable

Proximity Detectors Capacitek 6× 10 12 Depend on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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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 및 전자 구성품

        전기 및 전자 구성품은 방사선 조사에 아주 민감하다. 몇몇 구성품의 방사

선 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다음 절에 포함된다.

     (가) 콘덴서(Capacitors)

         유리, 운모(mica), 종이의 콘덴서는 일반적으로 10
5  Gy의 선량에 대한 

방사선량에는 강하다. 이들의 정전용량은 방사선 흡수선량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장기간의 조사는 이들의 기능을 변화시킨다. 오일 콘덴서는 상당량의 가스

를 방출하며, 이러한 가스 방출은 콘덴서를 팽창시키고 어떤 부위를 약화시킨다. 전

해 콘덴서는 다른 유형의 콘덴서가 고장을 일으키는 조사기간 보다 약 1/10의 시간

에서 고장을 일으킨다. 일반적인 콘덴서 재료의 목록과 이들의 손상분기 선량값은 

표3-4와  같다.

Table 3-4. List of Common Capacitor Materials and

 Their Threshold Dose Levels

콘덴서(재료) 경계선량값(Gy)

유리

종이

운모

세라믹

에나멜

탄탈(Ta)

전해질

1× 10 5

1× 10
5

1× 10 4

1× 10 4

1× 10
4

1× 10 3

1× 10 2

     (나) 회로판

          방사선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박막으로 구성된 절연체의 저항이 감소되

고, 뒤틀림, 수소현상, 물리적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회로판의 코팅은 내방사선을 

향상시키고, 특히 세라믹 판은 일반적인 적충 플라스틱의  대용으로 가능하다.

     (다) 전선

          일반적으로 전선은 절연체로 분리된 거의 모든 도체 시스템에 포함된다

(내방사선성 전선의 제작업체 목록은 표3-3을 참조). 대부분의 전연체에 대한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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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환경에서의 수명은 전기적 특성보다도 전선의 기계적 손상(부스러짐, 피복의 벗

겨짐 등)에 대한 저항성에 의해 결정된다. 방사선 환경에서 전기적 특성의 구적인 

변활는 아주 미미하다. 재료의 분자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유전도 상수와 같은 속성

은 재료 분자구조의 상당량이 변경될 때까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전도 상수는 엔지니어링 특성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선량에서 약

간 변화된다.

  유기물질의 절연저항은 방사선의 조사속도에 민감한 향을 받는다. 어떤 물질의 

절연저항은 10
2∼ 10

4  Gy/h의 감마 방사선 조사동안 10
3∼ 10

4율로 증가할 

수도 있다. 절연저항의 일시적인 감소는 고-임피던스 회로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일

반적으로 조사후의 복구는 단지 매우 높은 총조사량에 대한 대한 문제이다. 상호적

이거나 다양한 응력에 따른 간섭 효과를 받는 절연체는 다음과 같다.

  ․클로로플랜(chloroprene)

  ․마이라(mylar)

  ․염화술폰화된 폴리에틸렌(chlorosulfonated polyethylene)

  ․테프론(teflon)

  ․가교결합된 폴리올레핀(crosslinked polyolefin)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에틸렌 프로필렌(ethylene propylene)

  ․폴리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절연체에 사용되는 대부분 플라스틱은 방사선 환경에서 단단하게 되어 결국 이들

은 부서지기 쉽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굴곡 현상이 발생할 경우, 절연체가 

벗겨지고 일부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무기질 절연체(세라믹, 유리, 운모 등)

와 유기와 무기질이 혼합된 절연체(석탄산 광택제 또는 실리콘이 이용된 운모와 유

리)가 일반적으로 고온 및 고방사선량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34]. 만약 

높은 유연성이 요구된다면, 일반 전화선처럼 전선을 감는 것이 방사선에 조사되는 

저넌의 응력을 줄이는데 유용할 것이다.

     (라) 전기콘넥터

          전기콘넥터는 방사선에 조사되어 절연체의 움츠림, 열분해 및 유전체 속

성이 파손된다. 콘덱터 내부에 삽입된 세라믹의 사용은 훨씬 더 좋은 내방사선성을 

제공할 것이다. 앞의 전선에 대한 정보와 표3-3의 절연체 재료에 대한 정보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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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마) 저항기

          높은 범위의 저항기는 낮은 범위의 저항기보다 방사선에 의한 손상이 훨

씬 더 민감하다. 고장과 손상은 저항이 낮아짐으로서 발생되며, 이것은 방사선량 준

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전선이 남겨진 저항기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거보

다 덜 향을 받는다. 몇 가지 형태의 저항기와 이들의 배방사선성 등급은 표3-5와 

같다.

     (바) 변압기

          절연재의 퇴화와 내부 혼합물의 팽창 때문에 변압기의 물리적인 손상은 

명백하다. 이러한 팽창은 누전 또는 봉 부분과 케이스 사이의 벌어짐 등을 야기

시킨다. 고방사선량 준위에서 도자율(permeability)과 항자력(coercive force)은 줄어

든다[33].

 Table 3-5. Some Typical Resistors and Their Radiation Resistance Level

저 항 손상분기 선량값(Gy)

Precision wire-wound ceramic bobbin

Metal film

Precision wire-wound epoxy bobbin

Carbon film

Other film

Composition

Oxide film

1× 10 6

1× 10 5

1× 10
4

1× 10 4

1× 10 3

1× 10
2

1× 10 1

    (2) 기계 및 전기기계 구성품

        방사선은 흔히 기계장치 내의 유기재료( 봉, 윤활유, 권선, 절연 등)에 손

상을 준다. 방사선에 의한 몇몇 구성품의 손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다음절에 포

함된다.

     (가) 호스, 탄력 튜브 및 격판

          유연한 플라스틱(폴리에틸렌, 탄화불소, 폴리염화비닐 등)과 합성고무 재

료가 호스, 탄력 튜브, 격판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재료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온도, 



- xlvii -

기압, 유체 등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호스는 필요한 만큼 유연(굴곡)성

을 갖지만 일정한 힘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행히 방사선은 장력보다 유연성에 더 

빠른 손상을 준다.

손상에 대한 저항성과 장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호스들에 있어 중합 재료의 충전

재가 첨가된다. 유리섬유, 석면, 탄소 등과 같은 유기질 충전재는 호스의 내방사선

성을 높이고 호스의 수명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나) 자석

          단단한 자성 재료(알니코, 크롬강 등)는 내방사선성이 높다. 유연한 자성 

재료(다양한 자기 장치에 자심으로 사용되는 것)는 훨씬 더 민감하다. 그러나 조사

가 적절히 조절될 때, 조사는 자성 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비록 

핵연료 재처리 환경에서는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중성자와 하전 입자에 의한 높은 

방사선량은 구자석의 자성 속성에 불리한 향을 줄 수 있다.

     (다) 모터

          모터에 있어서 방사선 손상의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절연, 윤활, 봉 부

분이다. 고려되어야 할 환경 조건 중의 하나로, 모터와 제동장치 제작에 사용되는 

자석 권선의 절연재 선택 시에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 전류가 통하는 모터와 제동

장치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온도의 상승은 절연재의 최대허용 작동 온도를 

초과함에 따라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온도의 상승은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가속

화시킬 것이다. 물리적인 속성의 퇴화 또는 변형은 전도체의 저항과 절연재의 유도

력에 향을 줄 것이다.

모터의 윤활 체계에 있어 유기 봉재는 윤활유 자체보다 방사선에 2 배 내지 10배 

정도 더 민감하다. 내방사선성 모터의 가능한 제작업체에 대한 정보는 표3-3에 포

함되어 있다.

     (라) 첨가 또는 갭슐화된 화합물

          많은 중합 체계가 전기적 저항, 습도 저항 그리고 전기 구성품을 코팅하

기 위해 필요한 기계적 특성들을 제고하기 위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적당한 온

도에서 경화되는 화합물을 바란다면, 상대적으로 저가 중합체(polymer)의 적은 화합

물을 넣도록 합성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에폭시 수지와 실리콘 수지 

그리고 일반 수지가 가장 흔히 사용된다.

실리콘이 첨가된 재료는 유연성과 습기 저항성이 매우 높고 탄성이 적당히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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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대한 만감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가스는 중요한 고

려 대상이다. 고주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명이 유도체 절연 파괴력에 의해 제한

되는 것이 좋다.

     (마) 봉재, 오링, 가스켓

          플라스틱과 탄성중합체는 봉재, 가스켓 그리고 오링에 가장 많이 사용

된다. 고무와 몇몇 부드러운 플라스틱 등이 유연하고 탄력있는 재료가 요구 될 때 

사용된다. 여러 재료와 필터들이 어떤 속성을 갖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봉재, 

오링 그리고 가스켓을 위해 가장 중요한 속성들은 견고성, 탄력성, 신축성, 압축성 

등이다. 

탄성중합체에 대한 방사선 자료의 의하면 다른 성질들은 증가하지만, 일부 탄성중

합체에서는 탄력성, 파단점, 그리고 압축성 등이 먼저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는 방

사선 조사로 인한 경화 때문에 발생한다. 즉, 경화는 제조 시에 이용된 처리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예로, 오링은 큰 변화 없이 10 7Gy까지 견딜 수 있다. 두 가지 예

는 부타디엔 아크릴로니트릴(butadiene acrylonitrile)과 에틸렌 프로필렌(ethylene 

propylene)이다.

  탄성중합체로는 SBR, 니트릴, 네오프렌과 몇몇 폴리우레탄 고무가 포함된다. 300 

F이상의 온도에서는 Viton-A, Kel-F, 니트릴 고무 그리고 실리콘 탄성중합체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봉재가 방해받지 않는다면, 고정 봉재의 성능은 

보고된 재료 수명을 초과할 것이다.

  봉재와 가스켓은 기름 속에 들어 있을 때 더 높은 내방사선성을 갖는다. 기름 

속에 들어 있는 Viton-A 봉재와 실리콘 고무는 공기중에서 보다 2배 이상 큰 

10 6Gy 선량에서도 기능을 발휘한다. 방사선 손상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성분이 재료에 첨가될 수 있다. 이들 물질은 흔히 “내방사선재”로 알려져 있으

며, 니트릴, 네오프렌, SBR, 그리고 천연고무의 방사선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킨

다. 특수한 재료에 대한 내방사선재는 수명을 배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

     (바) 열 절연재

          중합체 절연재에 대한 조사는 가스의 방출을 약간 증가시킬 것이고, 열

절연재의 필수적 특성인 열전도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열 절

연재는 효율적이고 저 도 포말(泡沫)이다. 폴리우레탄, 폴리스티렌, 천연고무, 합성

고무, 그리고 폴리염화비닐은 가장 일반적인 재료이지만, 대부분의 플라스틱과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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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합체는 생산 시에 어떤 단계에서 첨가재를 불어 넣거나 기포화하여 형성시킨다. 

흔히 방사선은 기포의 탄력성과 압축성을 변경시킨다. 실제로 장치의 작동이 기포

화된 구성품에 따라 달라질 경우, 몇몇 중합체는 방사선에 대한 내성을 제한할 수 

있다.

    (3) 방사선 문제에 대한 설계 해법

        잠재하는 방사선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초기에 정의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방사선에 대한 향을 줄이기 위한 가능한 해법은 첫째: 장치와 선원에 대한 차폐, 

둘째: 장비의 전략적 배치, 셋째: 상업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진 내방사선성 구성품

의 이용, 넷째: 각각의 구성품에 대한 내방사선 프로그램 등이다. 이러한 각각의 해

법들은 다음절에서 상세하게 설명된다.

      (가) 장치 및 선원의 차폐

           차폐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첫째는 방사

선 선원의 차폐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장비가 받는 총조사선량을 낮춘다. 둘

째는 국부적인 장치의 차폐이다. 이것은 방사선 손상에 특별히 민감한 장치에 대한 

차폐이다. 선원 차폐는 방사선 선원 주위에 제거 가능한 판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셀로 방사선원 물질을 위치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방사성 핵종은 

차폐될 수 없지만 장치 차폐는 각각의 구성품과 시스템이 받는 조사선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예로, 시스템의 전자장비는 차폐재 내부에 포함시키거나 격리시킬 

수 있으며, 모터는 윤활부와 권선부가 받는 선량을 낮추기 위해 납틀로 둘러쌀 수 

있다. 그리고 원격이동 장비는 사용되지 않을 때 차폐된 “주차차고”에 위치시킨다. 

차폐는 감마 방사선이 물질을 통하여 이동될 때 약해지므로 효과적이다. 이것은 재

료 내 관통부의 거리에 대한 함수로 그들의 도가 감소하는 결과이다. 투사된 광

자가 이온화에 의해 에너지를 상실하기 때문에, 광자 진로의 단위 거리당 손실은 

재료 내 전자의 평균수에 비례한다. 일반적으로 재료의 감쇠 속성은 원자번호와 

도에 비례한다. 효과적인 감마선 차폐는 다른 요구 조건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높은 원자번호를 갖는 재료를 이용한다. 상대적으로 조 한 재료의 얇은 차폐재가 

감마선의 충분한 감쇠를 제공하는 반면, 보다 덜 조 한 재료의 경우에는 차폐제를 

두껍게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철보다 납이, 납보다 우라늄이 더 효율적으로 감마선을 차폐한다. 납

은 가장 일반적인 감마선 차폐재이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철이나 콘크리트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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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료를 구조적으로 더 두껍게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여전히 차폐재로서 사용되고 있다. 차폐에서 흔히 10가층두께(10 %를 감쇠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두께 값)가 사용된다. 표3-6에서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분열

에 대한 차폐 구조재의 적당한 10가층 감쇠 두께값을 보여준다.

차폐 설계는 복잡한 분석과정이다. 표3-6의 자료는 “거의 근접한” 추정치로서 개략

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차폐 요구조건은 방사선원, 에너지 준위, 재

료 도, 감쇠율 등 많은 인자를 필요로 한다. 만약 차폐가 구성품의 수명에 핵심적

이라면, 완벽한 차폐 분석이 요구된다.

Table 3-6. Approximate Tenth-Value Attenuation Thickness for

 Shielding Materials for Fission Product Gamma-Rays

재료
도

(g/cm3)

Tenth-Value

(cm)

우라늄 18.77 1.37

텅스텐 19.66 1.78

납 11.36 2.79

철 7.79 6.86

강철 7.85 9.40

콘크리트 2.31 30.48

물 1.00 66.04

  그림3-2는 다양한 에너지 준위에 대한 차폐재의 10가층(tenth-value) 두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전형적으로 필수 차폐량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값은 1 

Me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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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Tenth-Value Attenuation Thickness for Shield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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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장비의 전략적 배치

           시스템 설계 시에, 구성품의 전략적 배치는 어떤 구성품에 대한 방사선 

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방사선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구성품은 방사선

의 주 선원으로부터 멀리 옮겨져야 한다. 어떤 설계의 경우, 어떤 지역이 자연히 자

체적으로 차폐가 될 수 있고, 방사선에 아주 민감한 구성품을 위한 가능 지역이 될 

수 있다. 고려되어야 할 다른 조치사항으로는, 방사선에 민감한 구성품을 방사선 환

경의 외부로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재배치는 보다 낮은 방사선량 준위를 갖는 방

에 구성품을 배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시스템의 설계 시에 많은 취사선택을 요구한다. 즉, 만약 모터 제어부가 고

준위 방사선 환경의 외부로 이동된다면, 방사선 손상에 민감한 한쌍의 권선이 또한 

셀 벽을 관통해야만 한다.

      (다) 내방사선 장비

           전통적으로 방사선에 민감한 몇몇 구성품들이 상업적으로 가능한 내방

사선 제품으로 개조되었다. 제조 업체와 회사들은 내방사선 구성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내방사선 구성품들은 제한된 시장과 설계의 특수성 

때문에 고가이다.

 만약 구성품에 대한 내방사선성 자료가 없다면, 재료 분석과 함께 적당한 내구성

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료에 대한 방사선의 향은 일시적이면서 구적이며, 

재료의 형태와 합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방사선에 민감한 구성품의 사용 수명을 

예측하는데 보수적인 접근 방법이 사용된다. 실제로 구성품에 대한 허용 선량으로

써, 구성품 내 가장 민감한 재료의 허용 선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료에 대

한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허용 가능한 선량은, 방사선 향이 설정된 고장 기준을 

넘어 구성품의 작동을 악화시키기 전에 흡수 될 수 있다.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환경적 인자들은 속성 변화의 크기에 향을 미칠 것이

다. 더군다나 이들 인자들은 상호의존적이고, 이들의 결과가 미치는 향은 매우 복

잡해 질 수 있다.  온도의 상승, 산소의 존재 그리고 응력의 증가는 내방사선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향이 많은 재료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때때로 

일반적인 기대와는 반대적인 결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라) 구성품 내구성 프로그램

           구성품의 선택적인 내구성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보통 상당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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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산될 때 행해진다. 예로, 내방사선성이 아주 강한 전기 서보모터를 만들기 위

해서는 권선 부분에 대해 무겁고 내구성이 아주 높은 절연이 필수적이다. 결과적으

로 이러한 요구는 매우 큰 코일과 틀 조립 그리고 모터의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시작품 개발 프로그램의 결과로 가능할 것이다. 특수 설계에 대한 제작과정

에 뒤이어, 구성품의 내구성을 검사하기 위한 검증시험이 다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

러한 시험은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을 요구한다. 비용 효율성을 위해서, 특수 설계는 

구성품의 사용수명을 적어도 2배 이상 증가시켜야만 한다.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특수 설계 또는 사업적인 설계의 대폭적인 수정은 매

우 많은 비용이 든다. 만약 특별한 내구성 프로그램이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

면, 구성품의 내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 단계들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참고

문헌에서 요약된 단계들은 아래와 같다.

단계 1: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성능 요건의 개발

단계 2: 고장 기준을 제공

단계 3: 시스템에  대한 내방사선 허용오차 사양을 결정

단계 4: 구성품에 대한 부품과 재료 선정

단계 5: 가능한 자료에 기초해서, 허용오차를 갖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내

방사선의 최대치를 설정하기 위해 재료에 대한 평가를 수행

단계 6: 검증을 위해 내방사선에 대한 시험을 수행

    (4)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설계

        설계자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시스템 또는 구성품에 부과된 요구를 만족시

키려 할 것이다. 이전의 절에서, 고방사선 환경에서 장비의 신뢰성을 증가시킴에 따

라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하 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

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다른 제약조건(비용, 기간, 크기 등)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

  구성품의 가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안으로는 고장난 구성품의 보수 또는 교체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비록 어떤 것은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원격 

유지보수 시설을 위한 장비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정의할 것이

다. 원격 유지보수 설계 지침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참고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이

러한 설계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개별적으로 교체 가능한 모듈로 장비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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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모듈별로 유사한 내방사선성을 갖는 장비를 그룹화

3. 고장의 원인을 정의하기 위한 충분한 진단 능력을 제공

4. 가능하다면 고방사선 환경 밖으로 계측 장비를 배치

5. 원격 유지보수 설계 지침에 따라 장비를 설계

  원격 유지보수를 위한 시스템과 구성품의 설계 외에 추가로 설계자는 예방적 유

지보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와야 한다. 재료 정보(시험 자료, 신뢰도, 가용성, 유지

보수 분석 등)에 있는 방사선 향의 활용은 시스템 내 구성품의 수명 예측을 가능

하게 한다. 이러한 설계수명을 근거로, 실제로 고장 때문에 시스템이 멈추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여유 부품과 예방적 유지보수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한다.

구성품은 고장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교체될 수도 있다. 

계획된 예방적 유지보수 프로그램은 실제로 방사선 향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지

만, 평균 보수 시간을 상당히 줄일 것이다. 따라서 고장의 진단과 감지를 위해 필요

한 시간을 줄임에 따라 전체 시스템 가동성이 증가할 것이다. 예방적 유지보수 프

로그램과 함께, 보수는 운 중의 비상 지침보다 정기적으로 계획된 정지기간 동안

에 수행된다.

  예방적 유지보수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형적으로 절

대적인 이익을 확신하기 위한 비용 분석이 수행되야 한다. 그러나 어떤 장비는 방

사선 환경에서 제한된 수명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획된 정지기간 동안에 

이러한 장비의 교체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증가시키고, 시스템이 보다 낮은 고장율

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하다.

  예방적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몇 가지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조사선량, 사용된 내구성율 등에 따라 모든 장비의 수명을 설정

2. 초기 고장에 대해서 장비를 모니터링 (특히 방사선에 민감한 장비)

3. 가용성 요구조건에 의한 구성품의 교체에 따라 여분의 부품 재고를 설정

  - 이용자가 직접 수행해야 할 교체는 어떤 것인가?

  -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 시설운 에 있어 고장시의 향은 무엇인가? 등

4. 시설 운  절차를 설정

       -장비에 대한 부하, 정지 계획 설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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