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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본 과제의 최종목표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성자빔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빔 이용시설

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빔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용시설 구축의 핵심기술로는 양성자

빔 에너지 및 선량 조절기술, 에너지 측정 기술, 선량 및 조사 균일도 측정기술, 대면적 균일조사기술, 

SOBP(Spread-Out Bragg Peak)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1단계에는 이러한 20MeV 및 100MeV 양성자

빔 이용시설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을 확보하 다. 또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의 각종 실증 및 기초실험을 지원하

으며 20MeV 양성자빔 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설계를 완료하 다. 

 2. 연구결과

시험이용시설 및 20MeV/100MeV 빔 이용시설 구축에 활용하고 예비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들

의 양성자빔 수요조사를 실시하 고 더불어 국내외 빔 이용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확보하 다. 20MeV 

양성자빔 이용시설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양성자빔 에너지 및 선량조절 기술, 균일 조사 

기술 및 Stage 개발, 선량측정 및 조사균일도 측정 기술 개발, 에너지 측정 기술 개발, Rotating 

Range Modulator를 이용한 SOBP(Spread-out Bragg Peak) 시스템 개발, 20MeV 양성자빔 이용시설 

개념 설계 등을 수행하 다. 본격적인 20MeV/100MeV 양성자빔의 공급이전에 이용자들이 실증 및 예

비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을 구축하여 운 하 다.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은 2003년도에 구축하여 빔 조사실험을 수행하여왔고 1.8MeV 시험이용시설용 장치는 개

발을 완료하 다. 또한 원자력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을 보완하여 이용자들에

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다양한 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빔 이용시설 구축 및 운  외

에도 본 과제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국내외 빔 이용시설 활용지원, 빔이용 연구관련 해외과학자 초청 및 

자문, 빔 이용시설 보유기관 방문을 통한 기술개발 및 이용협의 등의 활동을 통해 빔 이용기술개발분

야의 기술지원도 수행하 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이용자들의 이용분야별 기초․예비실험을 위해 개발된 이용시설은 이용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고 확보된 핵심기술은 모든 가속장치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빔 조절 및 

계측 기술은 빔 이용분야에서도 필수적인 기술이므로 그 활용성이 높다.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은 산업

화 기술 개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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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빔 이용시설 구축 및 운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NT, BT, IT, ST 등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

서 이용할 수 있는 20MeV, 100MeV 에너지의 양성자빔을 각각 2009년과 2011년

까지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본 과제의 최종목표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

합하는 빔을 제공할 수 있는 빔 이용시설을 구축하여 양성자빔을 원활하게 제공

하며 이용자들의 연구가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용시설 구축의 핵심기술로는 양성자빔 에너지 및 선량 조절기술, 에너지 측정 

기술, 선량 및 조사 균일도 측정기술, 대면적 균일조사기술, SOBP(Spread-Out 

Bragg Peak)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1단계에는 이러한 20MeV 및 100MeV 양성

자빔 이용시설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을 확보하 다. 또한 이용자들을 대상으

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의 각종 실증 및 기초실험을 지원하 으며 20MeV 양성자빔 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설계를 완료하 다.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양성자빔 이용시설구축 및 운 ” 과제는 가속기 건

설과 동시에 양성자빔을 이용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미래원천기술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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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양성자빔 수요조사
- 양성자빔 이용 수요조사

- 국내외 빔 이용관련 자료 조사

20MeV 양성자빔

이용시설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양성자빔 에너지 및 선량조절 기술

- 균일 조사 기술 및 Stage 개발

- 선량측정 및 조사균일도 측정 기술 개발

- 에너지 측정 기술 개발

- Rotating Range Modulator를 이용한 SOBP         

   (Spread-out    Bragg Peak) 시스템 개발

- 20MeV 양성자빔 이용시설 개념 설계

양성자빔 시험이용

시설 구축 및 운

- 45MeV 저선량 시험이용시설 구축 및 빔 조사실험 

- 1.8MeV 시험이용시설용 장치 개발

빔 이용기술개발

분야 기술지원

- 국내외 빔 이용시설 활용지원

- 빔이용 연구관련 해외과학자 초청 및 자문

- 빔 이용시설 보유기관 방문을 통한 기술개발 및 

  이용협의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개발 및 운

Ⅳ. 연구개발결과

1. 양성자빔 이용 수요 조사

∙ 양성자빔 이용기술 개발과제 15개 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시료의 종

류, 빔 조사 조건, 빔의 공급 희망시기 등에 대해 각각 조사하 으며 

이후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자와의 개별적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

∙ 이후 사업단 홈페이지에 수요조사 기능을 추가하여 상시 수요조사서 

접수 및 빔 이용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한 체계 구축

∙ 사업단 외부 산․학․연 기관이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하기 위한 수요조사 대상 데이터베이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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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수요조사 관련 정보 송부 

및 정보 교환 예정

∙ 미국, 스위스, 국, 일본 등의 양성자빔 이용시설 보유기관 방문과 전

문가 초청 등을 통한 양성자빔 이용 기술과 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양성자빔 이용 시설 현황 분석 및 수요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

2. 20MeV 빔 이용 시설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에너지 및 선량 조절을 위해 scatterer 및 degrader 개발 및 특성 조사

  - Al degrader를 이용하여 45MeV 양성자빔을 최저 10MeV까지 에너지

를 조절하여 특성 확인

  - 수 nA의 빔 전류에 대해 Au scatterer를 이용하여 flux를 최저 ∼

1×108/cm2-sec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

∙ 균일 조사 기술 및 stage 개발

  - Spiral scanning 방식 및 mechanical wobbler 방식을 이용해 최대 지

름 30cm 이상이 되는 시료에 대해 조사균일도 90%이상의 조사조건 확

립 및 빔 조사 실험 수행

∙ 선량 측정 및 조사 균일도 측정 기술 개발

  - 이온챔버를 이용한 선량 측정 시스템 개발

  - 선량 범위에 따라 MD-55, HD-810 등 여러 종류의 film dosimeter를 

이용해 보다 효과적인 흡수선량 및 조사 균일도 측정 시스템 구축

  - 2D scanning densitometer를 이용 2차원 조사균일도 측정 시스템 개

발

∙ 양성자빔 에너지 측정 기술 개발

  - PMMA phantom을 이용하여 10MeV∼45MeV의 에너지 측정 기술 

개발

  - 반도체 검출기를 이용해 최대 20MeV까지의 빔 에너지의 측정이 가

능한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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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tating range modulator를 이용한 SOBP(Spread-Out Bragg Peak) 

시스템 개발

  - 최대 15mm 두께의 시료에 대한 90%이상의 균일한 dose 조사 가능

한 시스템 개발

∙ 20MeV 양성자빔 이용시설 개념 설계

  - 저선량 및 고선량 빔라인 장치 설계 및 광학 계산

  - 펄스빔에 대한 조사조건 계산 및 장치 설계

3.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 구축 및 운

∙ 수요조사를 통해 2009년부터 운 될 20MeV 양성자빔 이용시설이 본

격 가동되기 이전에 국내 시험 이용시설의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어 분

야별 빔이용 시설 개념을 바탕으로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

시설을 구축하여 운  중이며 1.8MeV 시험이용시설도 구축 중

∙ 45MeV 저선량 시험이용시설 구축 및 빔 조사실험

  - 원자력의학원의 MC-50 싸이클로트론에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

설 구축 완료 및 빔 조사실험 수행

∙ 1.8MeV 시험이용시설용 장치 개발 및 빔인출 실험 수행

  - 사업단 1MV 탄뎀가속기를 이용한 시험이용시설 구축 중

  - 빔라인 장치 제작 완료, 현재 빔 인출 실험 중.

4. 빔 이용기술개발 분야 기술 지원

∙ 국내외 빔 이용시설 활용 지원

∙ 빔 이용연구 관련 해외과학자 초정 및 자문

∙ 빔이용시설 보유기관 방문을 통한 기술개발 및 이용협의

5.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성능개선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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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이온주입장치

  - 반도체용 이온주입장치

  - 금속이온주입장치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이용분야별 기초․예비실험을 위해 개발된 이용시설은 이용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활용

∙ 확보된 핵심기술은 모든 가속장치 개발에 활용 가능

∙ 빔 조절 및 계측 기술은 빔 이용분야에서도 활용 가능

∙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은 산업화 기술 개발 직접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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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ser Facility

Ⅱ. Purpo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EFP(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 planned to supply 20MeV proton 

beam in 2009 and 100MeV proton beam in 2011 that can be used in NT, BT, 

IT, ST, etc. This project have final goals that are establishment user facilities 

those can provide users with suitable beam coincident with their needs and 

support to make users studies get an outcome with great success. 

Key technologies for establishing user facility are following as : Energy and 

current control, beam energy measurement, irradiated dose and uniformity 

measurement,   uniform irradiation for large area, SOBP(Spread-Out Bragg 

Peak), etc. In the first phase, we have secured these key technologies need to 

establish 20MeV and 100MeV proton beam user facilities. Also we have 

accomplished the demand survey for the proton beam. Based on the result, we 

established the test user facilities as well as we supported various kinds of 

users' basic experiments and pilot studies. And we achieved a concept design 

for the user facility of 20MeV proton beam.

 As mentioned above, we are not only constructing the accelerator facility but 

also accomplishing our goal, create the technologies for the future, by doing 

the projec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ser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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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of the Study

Goal Scope

Demand survey
- Demand survey for user facilities

- Investigation of literature and web for user facilities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20MeV proton beam 

facility

- Technology of proton beam energy and dose 

control. 

- Development of uniform irradiation technology and 

stage.

- Development of flux and irradiation uniformity 

measurement technology. 

- Development of energy measurement system.

- Development of SOBP system using the Rotating 

Range Modulator.

- Concept design of 20MeV proton beam user 

faciliti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roton beam test 

user facilities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45MeV low flux test 

user facility.

- Development of 1.8MeV test user facility.

Technical counseling 

for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 Support of using domestic and overseas beam user 

facilities. 

- Inviting foreign researchers and asking advice in the 

beam application technologies.

- Discussing the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by 

visiting the foreign user facilities.

Development of low 

energy beam 

facilities.

- Development of low energy beam facilities.

Ⅳ. Results of the Study

1. The demand survey

   • The demand survey on user facilities was carried out through managers  

      of the 15 PEFP's application projects. They replied to the survey        

      suggesting beam specifications and irradiation conditions which they     



- viii -

      wanted to be applied for their pilot studies of proton beam utilization.    

      On the basis of the survey results, we made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by making arrangement for discussion with the presenters. 

   • Demand survey system was supplemented to PEFP's home page. And   

      all-time monitoring system for information on user facility were         

      developed.

   • Database of demand survey participants was secured for the outside     

      survey on various organizations and researchers. 

   • Utilizing the secured database, we are going to update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 demand survey and to share that.

   • Related information on proton beam utilization was obtained by visiting  

      nations retaining beam user facilities such as U.S.A, Switzerland, U.K,   

      Japan. Also we issued a report named "Report on Status of Proton      

      Beam User Facilities and Demand Survey".

2. The development of key technologies for the 20MeV user facility

   • Development of scatterer and degrader and validation studies of these    

       performance for energy and flux control.

     - The research on 45MeV proton beam energy controlled down to        

        10MeV was performed to check their capability.

     - Using a few nA beam with the Au scatterer, it appeared that the      

        minimum flux value of 1 X 108/cm2․sec could be obtained by control.

   • Development of uniform irradiation technology and stage.

     - Using the spiral scanning method and mechanical wobbler method, we  

       performed beam irradiation tests. Irradiation conditions which can       

       make irradiation uniformity of higher than 90% were determined even   

       for larger than 30cm-dia. targets.    

   • Development of dose and uniformity measurement technology.

     - Dose measurement system with ion chamber was developed.

     - More effective measurement system for absorbed dose and uniformity   

       was developed by using the film dosimeter such as MD-55, HD-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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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 in each suitable range.

     - 2D uniformity measurement system was developed by using 2D        

       scanning densitometer. 

   • Development of proton beam energy measurement system

     - Measurement system for the proton beam of 10MeV ∼ 45MeV was    

       developed by using PMMA phantom.

     - Using a semiconductor detector, beam energy measurement system up  

       to 20MeV was developed.

   • SOBP(Spread-Out Bragg Peak) system using a rotating range modulator  

      was developed.

     - The system which can achieve higher than 90% of dose uniformity     

      was developed and it is applicable to the samples of up to 15mm        

      thickness.

   • Conceptual design of 20MeV proton beam user facility

     - Design and optics calculation for low and high flux user facilities.

     - Irradiation condition study for pulse beam and system design.

 

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st user facility

  • The demand survey revealed that domestic test beam facility is required  

     before 20MeV proton beam facility is getting into its stride in 2009. On   

     the basis of various users' demand, we established the 45MeV low flux  

     user facility and are operating it. Also 1.8MeV test facility is now under  

     construction.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45MeV low flux user facility 

    - We set up the low flux user facility with MC-50 cyclotron located in    

     KIRAMS and beam irradiation experiments were performed.

  • Development of 1.8MeV user facility and beam test.

    - User facility using PEFP's 1MeV tandem accelerator is now under      

      development.

    - After we finished developing the beamline, the beam test is being       

      performed a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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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echnical counsel for the development of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 Help the use of domestic and overseas beam facilities

  • Inviting foreign researcher and asking advice for the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 Discussing the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by visiting the foreign user  

     facilities. 

5. Low energy beam user facility

  • Upgrade and operation of low energy beam user facility

   - Gas ion implanter

   - Semiconductor ion implanter

   - Metal ion implanter

Ⅴ. Applicability of the Results

   - User facility developed for basic experiments and pilot studies can be     

   used to fill the role of experiment facility for the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 Secured technologies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accelerator.

   - Beam control and measurement technologies can be applicable to beam   

   application field.

   - Low energy beam user facilities are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iz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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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목적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5T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

고 양성자빔 및 장치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2002년 7월에 사업에 착

수하 다. 이 사업에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기간에 걸쳐 100MeV, 

20mA의 대용량 양성자빔 가속장치를 개발하고 2009년과 2011년에는 각각 

20MeV와 100MeV의 양성자빔을 인출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본 과제의 최종목표는 20MeV와 100MeV 빔 이용시설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필

요로 하는 양성자빔을 주어진 시기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빔 이용시설 구

축 및 빔 조사 핵심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에너지 조절 및 측정기술, 선량 조절 및  

측정기술, 빔 균일조사 기술 및 균일도 측정기술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양

성자빔 이용기술 개발과제가 이미 착수되어 수행되고 있는 사업 전체의 일정을 

고려하면 본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양성자빔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자들은 

국내외 유사장치들을 이용하여 기초실험 및 실증실험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이러

한 필요성은 1차년도에 실시된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

자들의 기초실험 수행을 위한 시험이용시설을 구축하고 운 하는 것이 본 과제의 

또 다른 목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1단계 3년동안 20MeV 빔라인을 설계하고 빔라인 제작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 으며, 일부 시험이용시설을 구축하여 운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기초․실

증실험을 수행하 고 기술지원도 제공하 다. 또한 6" 웨이퍼용 stage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균일조사 기술을 개발하여 운 함으로써 목

표로 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본 과제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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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 대전류 20MeV/100MeV 양성자빔 이용시설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장치 개발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주로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수십 MeV급의 싸이클로트

론이나 물질 미세 분석 혹은 기초실험을 위한 수 MV급의 탄뎀가속기들이 주

로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활용되어 왔으며, 양성자 암치료를 위한 230MeV급

의 싸이클로트론이 설치 중에 있다. 그러나 가속장치들의 국내 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원자력의학원에서 개발한 13MeV급의 PET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싸이클로트론과 본 사업단에서 2001년도에 개발한 지뢰탐지용 

1MV 탄뎀가속기, 수십∼200keV급의 저에너지 이온주입장치 정도를 들 수 있

을 뿐이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될 100MeV급 대전류 선형 양성자가속

장치는 국내 개발의 의의뿐만 아니라 대전류를 필요로 하는 여러 실험에 폭넓

게 활용될 수 있는 장치의 국내 건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9년과 2011년에 20MeV와 100MeV 양성자가속기 및 빔 

이용시설의 구축을 통해 100MeV급 대용량 양성자빔 이용시설 구축에 필요한 

핵심기술과 경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NT, BT, IT, ST, 

의료, 재료, 기초과학 분야 등의 여러 이용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빔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빔 이용기술 개발 분야 원리실증 및 기초 실험을 위한 시험 시설 구축 

   및 제공

이용분야별로 연구의 단계나 이용하고자 하는 빔의 특성에 따라 국외의 가속

기 시설을 활용하거나 국내 기 확보된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

다. 국외 가속기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적합한 규격의 이용시설이 없을 경우, 

원하는 특성의 빔을 제공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빔 

조사실험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과제는 이미 1단

계 3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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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빔 이용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 및 예비실험을 지원해왔으며, 1.8MeV 양

성자빔 시험이용시설도 구축 중에 있으므로 국내의 양성자빔 이용시설 개발에 

필요한 시험시설의 확보 및 관련 기술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개발 및 운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저에너지 이온빔 주입

장치를 개발하고 산․학․연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온빔을 이용한 여러 조

사실험들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기술은 근래에 이르러 내마모성이나 내식

성이 강화된 재료의 개발과 자외선 차단 효과, 대전 방지 효과 등을 가진 고

분자 필름의 개발, 수십 nm의 거칠기의 정 한 가공이 가능한 미세연마기술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산업체

와 공동으로 다수의 기술과 장치를 개발하고 실용화하 다. 그러므로 저에너

지 이온빔 조사장치 기술뿐만 아니라 산․학․연의 저에너지 빔 이용기술 개

발 분야의 기술 확보에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의 운  및 성능 향상연구는 크

게 기여할 것이다.

▶ 양성자빔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자 의견을 반 한 가속장치 건설 가능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국내기술로 대용량 양성자가속기를 건설함으로

써 이와 관련된 첨단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큰 목표와 더불어 건설과 동시에 

양성자빔을 이용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NT, BT, IT, ST, RT 등의 관련 분야 

미래원천기술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

자들의 의견이 가속기 건설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따라서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이용 분야별 빔 수요조사 및 시험시설들에

서의 실험을 통해 얻어진 이용자들의 의견을 가속기 건설에 반 함으로써 가

속기 건설 후 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양성자빔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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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산업적 측면

▶ 대전류 양성자빔용 빔이용 시설 구축을 통해 관련 기술 산업 분야에의 

   실용기술 확보 및 제공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수십 MeV급 양성자가속기는 빔전류가 수백 μA급으

로 본 사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mA 급 전류에 비해 훨씬 낮은 값이다. 따라

서 빔 이용시설 구축에 있어 이러한 대전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

고 이와 관련된 기술들을 확보함으로써 관련된 산업 기술 분야에의 기술 축적 

및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운 을 통해 빔 이용 기술 실용화 및 경제적 

   효과 창출

본 사업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체 이온빔 조사장치, 반도체용 이온빔 조사장치, 

금속이온빔 조사장치, 대전류 대면적 조사장치, 이온빔 정 연마장치 등의 5대 

저에너지 이온빔 조사장치 운 을 통해 이미 1단계에 이용기날 내구성 향상기

술 등을 개발하고 실용화한 바 있으며, 2단계에도 정 금형 표면연마 기술, 미

세 드릴의 수명 향상 등의 기술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어 기술의 실용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술의 실용화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

업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윤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분야

의 개척도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양성자빔 이용자 그룹으로의 빔 이용 및 조사 관련 기술 이전

이전에 사업단에서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한 여러 이용 분야 기술 수요조사 결

과를 보면 양성자빔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 그룹들은 자체

적으로 빔 이용시설 구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거나 취약한 실정이다. 빔 이

용 시설이 구축된 후에도 이용 분야별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빔라인을 수정

하거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빔 이용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 업무를 사업단에서 주관하여 수행하

게 되겠지만 빔 이용시설 구축과 관련된 특성화된 빔라인 구축 기술을 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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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별로 확보한다면 실험 수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양성자빔 이용 기술 개발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측면

▶ 양성자빔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원활한 빔 제공을 통해 가속기를 이용한  

   기술의 확대

이 과제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면보다는 간접적인 면에

서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본 과제는 가속기 건설 후 빔 이용자들에게 빔

을 제공하기 위한 빔 이용시설의 구축 및 운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가속

기 건설 후 양성자빔을 이용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용자들에의 요구에 

부합하는 빔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이용분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가속기의 사회·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될 것이다.

▶ 빔 이용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사업유치지역의 발전에의 기여

양성자가속기의 부지선정이 완료되면 유치지역과 사업단간의 긴 한 협조 하

에 가속장치 개발 및 건조를 통한 지역 경제에의 기여를 포함하여 이용시설 

활용을 통한 빔 이용기술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지역을 사회․문화적으로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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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범위

1.  양성자빔 이용 수요 조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에서 양성자 가속기 건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빔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양성자빔의 규격은 실험 종류나 연구 내용 및 분야 등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예

를 들어, 생체 시료에 대한 이온빔 조사 효과 등을 주로 연구해온 생명공학 분야

에서는 ∼109/cm2-sec 이하의 낮은 flux를 가지는 빔을 요구하며, LET(Linear 

Energy Transfer)에 따른 RBE(Relative Biological Effective- ness), OER(Oxigen 

Enhancement Ratio), Repair Capacity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LET 분포를 조절할 

수 있도록 빔라인을 구성할 것이 요구된다. 또 다른 예로, 본 사업에서 개발 중인 

이용기술 중의 하나인 전력반도체의 이송자 수명제어 기술의 경우에는 1012∼

1014/cm2 정도의 높은 dose rate를 요구한다. 전력반도체 생산은 연구 단계가 아닌 

제품 생산을 최종목표로 함에 따라, 이후 양산 적용시의 throughput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웨이퍼 표면적 등을 고려하면, 빔 flux가 생명공학 분야에 

비해 10만∼100만배 이상 커져야 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이용기술 개발 

과제별로 기초적인 실증실험 등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빔 조건에 대한 구체적

인 조사가 선행되어야만 효율적인 시험 이용시설 구축 및 20MeV/100MeV 빔 이

용시설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적으로 본 

사업과 유사하게 양성자빔을 이용하거나 중이온빔을 이용하는 시설들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 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양성자빔 이용기술 개발과

제 15개 과제 책임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료의 조건, 빔 조사 조건, 빔의 공급 희

망시기 등에 대해 각각 조사하 으며 이후 수요조사 결과를 제출자와의 개별적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 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온라인 상에서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단 홈페이지에 수요조사 기능을 추가하여 상시 수요조

사서 접수 및 빔 이용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한 체계 구축하 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사업단 외부 산․학․연 기관이나 연구원들을 대상한 수요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한 수요조사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 으며 확보된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수요조사 관련 정보 송부 및 정보 교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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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MeV 빔 이용 시설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일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이용도 및 활용도가 높은 빔 발생장치들은 대부분 싸이

클로트론 가속기나 탄뎀가속기로서 수 MeV∼수백 MeV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양성자 및 중이온빔을 수nA∼수십μA 범위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탄뎀가속기를 기준으로 최대 인출에너지의 약 10% 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으로부터 최대 에너지까지 적정 범위 내에서의 에너지 및 전류 가변이 가능한 

형태여서 에너지 조절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빔 전류가 작

아 빔라인별로 빔을 동시에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여러 개의 빔라

인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중 한 개의 빔라인에서만 실험이 가능하다는 단

점이 있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시설들에 비해 빔전류가 1000배 이상 커서 여러 

개의 빔라인에서 동시에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에너지가 

20MeV와 100MeV로 고정되어 인출될 계획이어서 에너지 및 flux를 조절하여 각

각의 빔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빔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빔 이용시설 구축에 필요한 기초적이고도 핵심적인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예비실험을 위해 구축한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

험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한 degrader system 및 빔 플럭스 

조절을 위한 scatterer system의 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또한 양성자빔 이용 시

설 구축에 있어 빔 측정 및 계측은 이들 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용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이는 빔 이용시설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용자의 빔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빔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개발하

고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가속장치에서의 분기지점부터 이용자들에게 공급되는 조사시설 최

종단에 이르기까지의 빔라인에서 양성자 빔 특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

하다. 국․내외 여러 빔 이용시설에서의 빔 측정 및 계측 장치 개발 및 연구 동향

을 파악하 고 이를 바탕으로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이용시설에 양성자빔 에너

지, 선량 등 기초적인 빔계측을 수행할 수 있는 BPM, ionization chamber, film 

dosimeter 및 반도체 검출기 등을 이용한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 다. 

빔 이용분야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시료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조사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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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기술이다. 빔 수요조사에 따르면 수 mm에서 6“ 

wafer 크기의 시료까지 다양한 크기에 대해 균일한 조사 효과를 얻어야 한다. 따

라서 이러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대면적의 시료에 대해 균

일조사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2009년과 2011년에 20MeV 및 100MeV 양성자빔 인출과 동시에 구축될 빔이용시

설에 기본적으로 저선량(108∼1011/cm2-sec)과 고선량(1011∼1013/cm2-sec)의 빔라

인을 계획하고 있다. 각각의 빔라인에 적합한 균일조사 방식으로 저선량에서는 

mechanical wobbler 방법과 spiral scanning 방법을 개발하 고 고선량 빔라인에 

대해서는 raster scanning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면적 균일조사 기술을 개발

하 다. 또한 대면적 균일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2D scanning densitometer와 

film dosimeter를 이용해 균일조사 측정기술도 함께 개발하 다. 한편, 시료는 분

말형태부터 식물편까지 매우 다양한데 양성자빔은 두께에 따라 흡수되는 에너지

가 다르고 특히 완전히 에너지를 소실하기 전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실하는 특

성을 고려하여 전체 시료 두께에 대해 균일한 효과를 주고 특히 bragg peak을 이

용하여 최대의 조사효과를 얻기 위한 SOBP(Spread-Out Bragg Peak) 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를 이용하여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이용시설에서 최대 15mm 두

께의 시료에 대해 균일한 양성자빔 조사가 되도록 관련기술을 개발하 다.    

3.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 구축 및 운

본 과제에서는 2009년에 20MeV의 양성자빔이 이용자들에게 공급되기 전까지 빔 

이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적 실증실험을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가용시설들에 시험이용시설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을 지원하 다. 2004년 2월

에 원자력의학원의 MC-50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

을 구축하여 주로 BT, ST 등 저선량의 양성자빔이 필요한 조사실험을 수행하

다. 매월 회당 3일씩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빔 조사 실험을 수행하여 1년동안 총 

13개 과제에 대해 약 1,500건의 시료를 빔 조사했다. 또한 1999년도에 지뢰탐지장

치 실증 실험 및 전력반도체 타당성 조사를 위해 개발된 1MV 탄뎀가속기를 이용

한 1.8MeV 시험이용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며 관련 장치 제작을 완료하고 현재 

빔 인출 실험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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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빔 이용기술개발 분야 기술 지원

20MeV/100MeV의 양성자빔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까지 빔이용기술의 이용분

야별 기초․예비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 가용가속기를 이용한 빔이용시설을 

구축하여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의 성격에 따라서는 실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국외 빔 이용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지원을 수행

하 다. 일본의 RIKEN, IECC, TIARA 등에서의 빔 이용시설 활용을 지원하 고 

스위스의 PSI에서의 빔 조사실험도 지원하 다. 뿐만 아니라 신종 식물유전자원 

개발이나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기술 개발 등에 관련하여 일본과 스위스의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 다. 그 외 미국, 일본, 중

국, 스위스, 독일 등 빔 이용시설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기술개발 및 이용에 대한 

협의를 하 다.

5.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1989년부터 제작, 설치된 이온주입장치를 보수․개선하여 운 함으로써 산․학․

연의 다양한 분야 이용자들에게 빔 조사서비스를 제공하 다. 특히, 이를 통해 산

업화 기술개발에 적극 활용되었다. 현재 사업단이 보유한 장치는 표 1-1 및 그림 

1-1과 같고 아래에는 장치별 주요 개선사항을 설명하 다.

표 1-1.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현황 및 제원

장치명 이온에너지 빔전류 조사가능이온 빔조사면적 용도

기체이온주입장

치
20∼150keV ∼10mA

H, D, He, N, Ar, 
Xe, Kr

직경 18cm 

(>95% 조사균일도)

금형 등의 내마모성, 
내구성 향상 

대전방지, 친수/소수성 
polymer 개발 

반도체용 

이온주입장치
20∼100keV ∼10mA

B, BF2, As, P, 
H, N, Ar, 
Metallic, Gaseous

4" Wafer 

(>95% 조사균일도)
반도체 Wafer, High 
Dose Implantation

금속이온주입장

치
20∼50keV ∼1mA

Ag, Fe, Mo, Y, 
Zr, Cr, Metallic, 
Gaseous

직경 10cm 

(>95% 조사균일도) 

반도체 Wafer, High 
Dose Implantation

대전류 이온빔 

조사장치

20∼50keV ∼50mA H, He, N, Ar, 
Xe, Kr

폭 80cm 

(>95% 조사균일도) 

: Roll 형태 가능

폭 80cm  Roll 형태의 
고분자 필름 조사

이온빔 

스퍼터링장치
0.5∼30keV ∼10mA Xe, Ar, He

직경 30cm 

(>95% 조사균일도) 

정 금형 표면 연마 
전용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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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이온주입장치 반도체용 이온주입장치 금속이온주입장치

대전류 이온빔 조사장치 이온빔 스퍼터링 장치

그림 1-1.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사진

가. 기체이온주입장치

이용자의 장치 제원에 대한 개선요구에 따라 이온에너지를 증대시키는 장치로 개

선하 으며, 단시간에 이온빔 조사서비스를 하기 위해 이온빔 전류를 향상시켰다. 

또한 1989년도에서 제작되어 사용된 일부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운전시간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온빔 조사 챔버와 진공배기장치를 수정하 으며 장치운전 효율

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스위치 방식의 제어방식을 터치스크린 형식으로 간편화하

다.

나. 반도체용 이온주입장치

장치 운전시 타겟에서의 낮은 이온빔 전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빔라인 정렬을 개

선하 으며 각각의 빔 수송계에서의 빔 형상을 제어하는 장치를 최적화하 다. 또

한, 고전압 방전 등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전압 터미널에서의 분전저항

단을 설계 제작하 으며, 단시간에 진공배기 및 폐기를 위해 진공배기시스템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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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 다. 

다. 금속이온주입장치

이온원에서의 금속플라즈마 안정을 위해 플라즈마 발생 전원부를 일체형으로 설

계 제작하 으며, 정확한 빔 진단을 위해 타겟 앞쪽에 이송식 패러데이컵 장치를 

설치하 다. 또한 진공 배기 및 폐기를 원활하게 운전하기 위해 배기시스템을 수

정하 다. 

라. 대전류 이온빔 조사장치 & 이온빔 스퍼터링 장치

상기 두 장치는 대전방지용 고분자 표면처리 기술개발 과제와 정 금형이온빔 표

면연마기술개발 과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각각 자동화 제어장치 및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장치를 설치 개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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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외 기술 개발 동향 분석

1.  양성자빔 이용 시설의 국내외 현황

가.  국외 연구시설 현황

20MeV 및 100MeV 양성자빔 이용시설을 구축함에 있어 국외의 대학 및 연구소

에 가동 중인 빔 이용시설에 대해 조사하여 향후 시설 구축 및 건설에 그 내용을 

참고하고 본격적으로 빔이 제공되기 전까지 이용자들의 실증실험을 지원하기 위

하여 본 사업의 내용과 부합하거나 공통적인 이용연구분야를 수행 중인 가속기를 

중심으로 연구시설에 대해 조사하 다. 일본 JAERI의 TIARA(Takasaki Ion 

Accelerators for Advanced Radiation Application)와 RIKEN의 RRC(RIKEN 

Ring Cyclotron), 스위스 PSI(Paul Scherrer Institute)의 590MeV Ring Cyclotron 

등을 비롯하여 미국의 IUCF(Indiana University Cyclotron Facility)와 UC-Davis 

대학 등의 가속기 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설별로 자세한 사항들은 1차년

도에 발간한 “국내외 양성자빔 이용시설 현황 분석 및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다루었으며, 여기에서는 시설별로 개략적인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서만 다루었다.

JAERI의 TIARA는 1988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1991년에 AVF 싸이클로트론과 탄

뎀 가속기로부터 첫 번째 빔이 발생되었다. 현재까지 K110 AVF 싸이클로트론, 

3MV 탄뎀 가속기, 3MV single-ended accelerator, 400kV ion implanter 등 4개의 

이온빔 가속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장치들로부터 양성자에서 Au 이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온빔을 수백 MeV 이상의 에너지 역에 걸쳐 생산해고 있

다. TIARA에서는 주로 생명공학, 재료공학, 나노물질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

행 중이다.

RIKEN에서는 K540 ring 싸이클로트론으로 총 7개의 빔라인에 빔을 공급하고 있

으며, Search for Superheavy Elements (SHE), Large Scattering Chamber 

ASCHRA, 2-pi Counter Array, Spectrograph SMART, Biology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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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le- Fragment Separator RIPS, Condensed Matter 등의 연구를 위해 각각 

활용 중이다. RIKEN의 경우 특기할만한 사항은 intense RI beam을 얻기 위하여 

K510MeV, K980MeV, K2500MeV 인 싸이클로트론 3기를 건설 중에 있다. 그림 

2-1은 이 RI Beam Factory의 2단계 발전계획을 포함한 부지 전체 layout을 나타

내고 있다.

 

그림 2-1. 일본 RIKEN의 RI-Beam Factory 2단계 개발계획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온빔 이용시설들은 싸이클로트론이나 탄

뎀 가속기 등과 같이 저전류의 가속장치들 위주로 개발되고 이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스위스의 PSI를 비롯한 미국의 IUCF, UC-Davis 대학 등에서의 가속기 

연구개발 현황을 비롯하여 빔 이용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상세히 다루

었다.

나.  국내 연구시설 현황

국내에는 수 MeV 급의 탄뎀가속기와 수십 MeV급의 싸이클로트론을 비롯하여 

수십 keV급의 중이온 가속장치들을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포함한 4개 기관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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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연구용 양성자빔 발생장치들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원자력의학원의 MC-50 싸이클로트론은 neutron therapy 연구를 위하여 도

입되었으며, 현재에는 PET용 동위원소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의학

원의 PET용 동위원소 생산 전용 30MeV 싸이클로트론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연구용으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과제에서 구

축한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이용시설에 활용되어 BT 및 ST 분야의 양성자빔 

이용기술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대전류 탄뎀가속기의 경우에

는, 당초 지뢰탐지장치 개발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현재 제작이 완료되어 빔 인출 

실험 중에 있다. 다른 장치들에 비해 전류가 큰 장점을 이용하여 1015/cm2 이상의 

큰 dose rate를 요구하는 시료에 대한 양성자빔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표 2-1. 국내 양성자빔 발생장치 현황

장치명 보유기관
빔 규격

종류 에너지 전류/빔크기 조사면적

3MV 
탄뎀가속기

서울대 
공동기기원

H, C 0.3∼6MeV 5μA /ø2mm 5cm×5cm

MC-50 
Cyclotron

원자력의학원 H, D, He 18∼50MeV
5nA∼60μA
/ø2∼14mm

1.7MV 
탄뎀가속기

지질자원연구소 H, C, D, He 0.3∼3.4MeV ∼2μA

1MV 
탄뎀가속기

원자력연구소 H 0.3∼1.8MeV ∼10mA

Gaseous Ion 
Implanter

원자력연구소
N, Ar, He, 
Xe, H

50∼150keV ∼10mA

Semiconductor 
Implanter

원자력연구소
B, 

Gaseous Ion
20∼120keV ∼10mA 15cm×10cm

Ion Beam 
Irradiator

원자력연구소
N, Ar, He, 
Xe, H

20∼50keV ∼50mA 80cm×30cm

2.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빔 이용시설 구축에는 빔 배분 기술, 빔 수송 기술, 빔 에너지 및 빔 전류 조절 

기술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빔 수송 기술은 이전의 많은 빔 이용시설들에서 

연구되어 왔고, 빔 에너지와 빔 조절 기술은 proton therapy 기술의 개발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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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급격히 발전되고 있는 분야이다.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등의 개발과 함께 시

작된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주환경에서의 방사선에 의한 향

을 인체, 우주 전자부품 등을 대상으로 심도있게 연구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필요

성 및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는 PSI의 

PIF(Proton Irradiation Facility)나 PTF(Proton Therapy Facility)를 포함하여 

IUCF(Inidana University Cyclotron Facility) 등의 시설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연구결과의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의 위치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속장치들은 주로 싸이클

로트론 형태로 전류 크기가 최대 수십 μA를 넘지 못하며, 이러한 저전류의 장치

로는 여러 개의 빔라인에 동시에 빔을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1개의 빔라인이 가

동 중이면 다른 빔라인에서는 실험이 불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점은 활용도가 커

지거나 산업용으로 활용되는 경우 이용자들의 빔 이용시간의 확보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 개발 중인 가속기는 선형으로 최대 

피크전류가 20mA로 커고 여러 개의 빔라인에 bending 마그넷 등을 이용한 빔 배

분기술을 활용하여 시간 단위로 빔을 펄스 형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구조이다. 

이는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새로운 기술적인 시도이다. 이 경우 여러 빔

라인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실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로 실시되는 빔 배분 방식으로 종래의 방법으로

는 단 하나의 실험만을 수행할 수 있었던 단점을 해결하여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빔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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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양성자빔 이용 수요 조사

1.  국외 양성자빔 이용시설

본 과제에서는 2007년과 2011년의 20MeV/100MeV 양성자빔 공급에 앞서 이용자

들이 기초 및 실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시험시설 지원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국외 시설

에서의 양성자빔 이용기술 개발 현황 및 추이를 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추후 

양성자빔 이용 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한다. 본 보고

서에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국외시설을 중심으로 빔 이용기술 개발 현황을 기술하

다.

가.  일본

(1)  TIARA (Takasaki Ion Accelerators for Advanced Radiation Application)[1]

TIARA는 JAERI의 Takasaki site에 위치하고 있으며,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Center에 속해 있다. 이 센터에서는 이온빔 조사시설인 TIARA를 비

롯하여 방사선 조사설비와 전자빔 조사설비 등 3개의 조사시설을 운 하고 있다.

- Ion-irradiation research facility

- Cobalt 60 irradiation facility

- Electron beam irradiation facility

이 중 이온빔 이용 및 응용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Ion-irradiation research 

facility 인 TIARA에는 각각 그 이온의 종류와 공급가능한 이온의 에너지 범위가 

달라 상호보완적으로 운 이 가능한 4대의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 센터

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bio-technology와 material science 분



- 17 -

야의 응용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cocktail beam 가속, micro beam 기술, 

single-ion hit system 등의 기술도 개발 중에 있다. 이 시설은 JAERI 연구진 뿐

만 아니라 외부의 사용자에게도 공개적인 활용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 TIARA에

서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는 다음과 같다.

- K110 AVF cyclotron

- 3MV tandem accelerator

- 3MV single-ended accelerator

- 400kV ion implanter 

TIARA 시설의 배치도는 아래 그림 3-1 과 같으며, 각 시설별로 제공가능한 빔의 

종류와 에너지는 표 3-1과 그림 3-2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3-1. 일본 TIARA의 ion-irradiation research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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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TIARA에서 이용 가능한 빔의 종류와 특성

 

      

그림 3-2. TIARA에서 이용 가능한 빔의 에너지 범위.

그림 3-1에서 보여지는 각각의 시설에 대한 자세한 규격 및 정보들은 “국내외 양

성자빔 이용시설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기술

하 다. 본 보고서에서 주된 이용시설인 K110 싸이클로트론에 대해서만 그 구성

과 특성을 간략히 언급하면, 표 3-2과 그림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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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K110 AVF 싸이클로트론의 특성

Number of sector 

Sector gap 

Pole gap  

Pole diameter 

Spiral angle 

Max. average field  

Circular trimming coils  

Harmonic coils  

Magnet weigh  

Bending limit  

Focusing limit 

Number of dees 

Dee angle 86 degrees 

Max. dee voltage  

Max. RF power  

Resonator  

Harmonic number 

Main vacuum pump 

Range of M/Z

(M;mass number, Z;charge state) 

4 

166 mm 

405 mm

2156 mm  

53 degrees 

16.7 kG

12 pairs

8 pairs

229 tons

110 MeV

95 MeV 

2 

60 kV

50 kW ×2

movable short plate

1,2,3 

Cryogenic

(4000 L/s, 4sets) 

1∼6.5 

RANGE OF ACCELERATION ENERGY  

Light ions  

Heavy ions 

H
＋
 5 ∼ 90 MeV

D
＋
 5 ∼ 53 MeV

He2＋ 10 ∼ 100 MeV 

2.5×M∼110×Z²/M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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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K110 싸이클로트론의 구성도.

K110 싸이클로트론은 그림 3-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이온원으로는 2개의 

ECR source와 1개의 multicusp 이온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H, He 이온원은 주로 

multi-cusp 이온원을 그리고 산소나 아르곤 등의 중이온은 ECR 이온원을 이용해 

발생시킨다. 

TIARA에서는 주로 생명공학 분야와 재료 분야에서의 이온빔 이용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이온빔을 이용한 식물 돌연변이 연구, 

중이온 마이크로빔을 이용한 세포생물학 등이 있으며, NT(Creation) 분야에서는 

이온빔을 이용해 기능성 박막을 만들거나 나노박막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

고 있다. 또한 ST 분야에서는 반도체 소자의 내방사선 특성 연구 등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이온빔을 섞어 조사함으로써 이온의 종류에 따른 효과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RARF (RIKEN Accelerator Research Facility)
[2]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에는 이온빔 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여러 개의 

연구부서가 존재하며, 이들 연구부서들은 Wako, Sendai, Nagoya 등의 여러 지역

에 나누어 존재한다. 또한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협조해 Relativistic Heavy Ion Collider를 이용한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

하는 쿼크, 루온의 스핀에 의존하는 거동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질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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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의 근원을 밝혀내는 연구를 수행중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이온빔 이용과 

관련된 RARF(RIKEN Accelerator Research Facility)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한

다.

Wako main compus에 위치한 RARF는 주요 가속기인 K540 ring cyclotron(RRC)

과 injector인 heavy-ion linac (RILAC), K70 AVF 싸이클로트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공되는 빔은 넓은 에너지 범위의 proton에서 bismuth까지 다양하다. 

Wako main compus에는 RARF를 포함 총 41개의 연구실이 있고, 싸이클로트론 

센터를 포함하여 5개 연구센터가 있다. 그림 3-4에는 RARF의 layout이 나타나 

있다.

그림 3-4. RARF Layout Map.

■ K540 ring cyclotron(RRC)

그림 3-5에서는 K540 ring 싸이클로트론의 사진을 표 3-4에서는 이 가속장치의 

특성에 관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표 3-3에는 제공가능한 빔의 종류와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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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양성자빔의 경우 최대 210MeV까지의 빔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 

빔의 emittance는 10mm․mrad 보다 작고 energy spread는 0.1%보다 작으며 

pulse 폭은 최대 300psec를 넘지 않는다.

그림 3-5. RIKEN의 K540 Ring Cyclotron 사진.

표 3-3. RARF에서 제공가능한 빔의 종류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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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RIKEN의 K540 Ring 싸이클로트론의 특성

Injection

type               45 deg. against the medium plane

Main Magnet

K-value            540 MeV

Sector Magnets     4 sector

Sector Angle       50 deg.

Pole Gap           8 cm

Max. Flux Density  1.67 Tesla

Injection Radius   0.89 m on the average

Extraction Radius  3.56 m on the average

Trim Coils         26 pairs per sector magnet

Total Weight       2,100 tons

Accelerator System

     RF Amp. final tube RS2042SK tetrode (Siemens)

     RF output power    300KW(CW) for each Amp.

Resonator          Lambda/2 type, two sets

Dee angle          23.5 deg

Freqeuncy Range    18-45 MHz

Max. Dee Voltae 275 KV

Harmonic No.       9,10,11 for RILAC injection,

    5      for AVF injection

     RF final tube     RS2042SK tetrode (Siemens)

     RF output power    300KW(CW) for each amp

Dimensions

Diameter         12.6 m

Hight             6.0 m

K540 싸이클로트론에는 총 7개의 빔라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빔라인의 주된 

활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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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 : Search for Superheavy Elements (SHE) 

- E2 : Large Scattering Chamber ASCHRA 

- E3 : 2-pi counter array 

- E4 : Spectrograph SMART

- E5 : Biology and medicine 

- E6 : Projectile-Fragment Separator RIPS 

- E7 : Condensed matter

- E1,E3,E5 : Nuclear physics and Chemistry

- E2 : Atomic Physics Beam Line

이들 빔라인들 중 생물학적 시료 조사를 위한 E5 빔라인은 그림 3-6과 같으며, 

균일 조사를 만들어주는 장치와 빔을 모니터하는 장치인 wobbler magnet (gold 

foil scatter 포함), PPAC, ionization chamber가 포함되어 있다. 빔 조사 장치는 

빔라인의 마지막에 설치되며, 50×50mm2 면적에서의 균일도는 90% 이상이다. 이 

빔라인에서는 heavy ion에 의한 neoplastic 세포의 형질변환연구를 통해 heavy 

ion의 생물학적 향을 밝히고,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중이

온에 의한 물고기 배아 향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빔라인에는 생물시료 조사를 

위해 external beam 조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치사진은 그림 3-7와 같다.

그림 3-6. E5 빔라인 조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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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E5 빔 조사 시설.

(3)  IECC(Ion Engineering Center Cooperation)

일본 이온공학센터의 보유 장치 및 설비 배치상황은 이온주입장치, 이온주입이용 

코팅장치, 분석장치로 크게  3 sector로 나누어 장치가 배치되었으며, 모든 장치는 

1층에 배치되고 복도식으로 양쪽으로 방이 배치되어 1장치당 1룸을 사용하고 있

다. 장치별 빔 크기는 보통 수 mm 직경이며, 대면적 이온주입장치의 경우 30cm 

직경 빔까지의 이온주입이 가능하다.

■ 8MeV 이온주입장치

이 장비의 주요목적은 신소재 및 기능성 소재 개발이며, 장비 구성은 이온원, 질

량 분리전자석, 탄뎀, MQD, Switching Magnet, Steerer, Scanner, 타겟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장치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 장치 형태 : Tandem형 가속장치

▷ 이온원 종류 : Duoplasmatron & Sputter Source

▷ 인출전압 : 40kV

▷ 분석능력 : 197AMU/40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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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에너지 : 0.5∼8MeV (Terminal Voltage : 2MV)

▷ 주사방식 : 정전스캔 (수직:502Hz, 수평 89Hz)

▷ 타겟 (자동, 0, 7° 고정, 300mm, 6”×5매)

▷ 초고온 공정 가능 (1000℃)

▷ 빔라인 길이 (Scanner에서 target까지) : 5700mm

▷ 최대 조사면적 : 176.6㎠

▷ 빔전류 측정 : 페러데이컵 (Supression전극 포함)

▷ 질소기준 최대에너지 1.5MeV, 최대전류 3.08㎂

▷ 응용분야 : 반도체, 금속 등에 이온주입, 뉴세라믹 등 신재료 개발, 

                    고온초전도체 개발 및 RBS, ERDA 분석

그림 3-8. 8MeV 이온주입장치 전체 사진 및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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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8MeV 이온주입장치 Duoplasmatron 이온원(좌)과 스퍼터 이온원(우)

■ 400keV 이온주입장치

이 장비의 주요목적은 화합물 반도체 기판 개발 연구이며, 장비 구성은 이온원, 

질량 분리전자석, 가속관, Q렌즈, Scanner, 타겟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압 터미널

의 전원 공급은 유압식 절연변압기를 사용하 다. 장치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

다. 

▷ 장치 형태 : 정전형 가속장치

▷ 이온원 종류 : Freeman형 이온원

▷ 인출전압 : 10∼30kV

▷ 분석능력 : 104AMU/30kV

▷ 가속에너지 : 30∼400keV

▷ 주사방식 : 정전 스캔 (수직 502Hz, 수평 89Hz)

▷ 타겟 (자동, 0-60° tilt, 0.1∼2rps 회전, 4∼6”)

▷ 초고온 공정 가능 (1000℃)

▷ 빔라인 길이 (Scanner에서 target까지) : 2110mm

▷ 최대 조사면적 : 192.2㎠



- 28 -

▷ 빔전류 측정 : 페러데이컵 (Supression전극 포함)

▷ 질소기준 최대전류 100㎂

▷ 이온조사 불가능한 이온 : Li, Be, Na, K, Rb, Cs, Fr

▷ 응용분야 : Si 반도체, 화합물반도체 등의 연구

부 고전압부  
고전압부 가속관 Q렌즈 

스캐너부

시 료

주입실
이온원

(장치 전체높이 약 2.9m) 

인
출
전
극

약 7m

약

3.5

m

분석전자석

그림 3-10. 400keV 이온주입장치 전체 사진 및 구성도

■ 200keV 이온주입장치 (A)

이 장비의 주요목적은 반도체 도핑공정이며, 장비 구성은 이온원, 질량 분리전자

석, 가속관, 타겟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치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 장치형태 : 정전형 가속장치

▷ 이온원 종류 : Freeman형 이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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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출전압 : 10∼70kV

▷ 분석능력 : 200AMU/60kV

▷ 가속에너지 : 30∼200keV

▷ 주사방식 : 기계적 스캔 (디스크 회전 및 수평병진 운동)

▷ 타겟 (배치, 7° 고정, 300mm×4매, 6”×16매)

▷ 슬릿 빔 크기 : 8cm×20cm

▷ 최대 조사면적 : 8000㎠

▷ 빔전류 측정 : 페러데이컵 (전자샤워, Supression전극 포함)

▷ 질소기준 최대전류 2000㎂

▷ 이온조사 불가능한 이온 : Li, Be, Na, K, Rb, Cs, Fr

▷ 응용분야 : glass, 세라믹, 금속 표면의 이온주입

그림 3-11. 200keV 이온주입장치(A) 전체 사진 및 구성도

■ 200keV 이온주입장치 (B)

이 장비의 주요목적은 금속 및 세라믹의 표면개질이며, 장비 구성은 이온원, 질량 

분리전자석, 가속관, Q렌즈, Switching Magnet, Scanner, 타겟, Powder 전용 타

겟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치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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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형태 : 정전형 가속장치

▷ 이온원 종류 : Freeman형 이온원

▷ 인출전압 : 10∼30kV

▷ 분석능력 : 104AMU/30kV

▷ 가속에너지 : 10∼200keV

▷ 주사방식 : 정전 스캔 (수직 502Hz, 수평 89Hz)

▷ 타겟 (자동, 0∼60 tilt, 0.1∼2rps 회전, 3∼6”, 분말시편전용 타겟챔버)

▷ 초고온 공정 가능 (1000℃)

▷ 빔라인 길이 (Scanner에서 target까지) : 1910mm

▷ 최대 조사면적 : 199.8㎠

▷ 빔전류 측정 : 페러데이컵 (Supression전극 포함)

▷ 질소기준 최대전류 100㎂

▷ 이온조사 불가능한 이온 : Li, Be, Na, K, Rb, Cs, Fr

▷ 응용분야 : 반도체 이온주입 및 분말, 입자, 베어링볼 등의 표면에의 

                    이온주입, 이온주입에 의한 고기능성 플라스틱 연구

그림 3-12. 200keV 이온주입장치(B)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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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keV 이온주입장치 (C)

이 장비의 주요목적은 반도체, 금속 및 폴리머의 표면개질이며, 장비 구성은 이온

원, 질량 분리전자석, 가속관, Q렌즈, Scanner, 타겟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치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 장치 형태 : 정전형 가속장치

▷ 이온원 종류 : Freeman형 이온원

▷ 인출전압 : 10∼30kV

▷ 분석능력 : 104AMU/30kV

▷ 가속에너지 : 10∼200keV

▷ 주사방식 : 정전 스캔 (수직 502Hz, 수평 89Hz)

▷ 타겟 (자동, 0, 7 고정, 3∼6”, 봉상, 선상의 특수형태의 시료 가능)

▷ 0.5keV 저에너지 공정, 초고온 공정(1000℃) 및 저온 공정(-150℃) 가능

▷ 빔라인 길이 (Scanner에서 target까지) : 1940mm

▷ 조사면적 : 86.1(197.2)㎠

▷ 빔전류 측정 : 페러데이컵 (Supression전극 포함)

▷ 질소기준 최대전류 100㎂

▷ 이온조사 불가능한 이온 : Li, Be, Na, K, Rb, Cs, Fr

▷ 응용분야 : 반도체 이온주입, 금속표면개질, 고분자재료 표면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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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200keV 이온주입장치(C) 이온원 및 고압 터미널 내부

그림 3-14. 200keV 이온주입장치(C, D) 구성도

■ 200keV 이온주입장치 (D)

이 장비의 주요목적은 반도체, 금속 및 폴리머의 표면개질이며, 장비 구성은 이온

원, 질량 분리전자석, 가속관, Q렌즈, Scanner, 타겟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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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 장치 형태 : 정전형 가속장치

▷ 이온원 종류 : Freeman형 이온원 (알칼리 금속이온 전용)

▷ 인출전압 : 30kV

▷ 분석능력 : 104AMU/30kV

▷ 가속에너지 : 30∼200keV

▷ 주사방식 : 정전 스캔 (수직 502Hz, 수평 89Hz)

▷ 타겟 (자동, 0, 7 고정, 3∼6”)

▷ 빔라인 길이 (Scanner에서 target까지) : 1940mm

▷ 조사면적 : 86.1(197.2)㎠

▷ 빔전류 측정 : 페러데이컵 (Supression전극 포함)

▷ 질소기준 최대전류 100㎂

▷ 이온조사 불가능한 이온 : Li, Be, Na, K, Rb, Cs, Fr

▷ 응용분야 : 금속표면 활성화 처리, 생체용 재료 표면개질

■ 40keV 이온주입장치

이 장비의 주요목적은 표면개질 및 고기능성 박막제조이며, 장비 구성은 금속이온

원,  질량 분리전자석, 가스이온원, e-beam evaporator, 타겟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치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 장치 형태 : IBAD(Ion Beam Assisted Deposition) 장치

▷ 이온원 종류 : Microwave형 금속이온원 + Freeman형 가스이온원

▷ 인출전압 : 40kV

▷ 가속에너지 : 40keV

▷ 타겟 (배치타입, tilt,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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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분야 : 세라믹-금속간 접합에 응용, 고인성 세라믹 개발, glass표면  

                    고순도 금속 이온주입, 이온주입에 의한 내식성 재료연구

그림 3-15. 40keV 이온주입장치 전체사진 및 구성도

■ 대형 이온빔 개질 장치

이 장비의 주요목적은 대면적 표면개질 및 고기능성 박막제조이며, 장비 구성은 

대형이온원, 고전압이온원, e-beam evaporator, RF 마그네트론 스퍼터원, 타겟으

로 구성되어 있다. 장치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 장치 형태 : IBAD(Ion Beam Assisted Deposition) 장치

▷ 이온원 : 버켓형 가스이온원(0.5∼40keV)+고전압용 이온원(40∼100keV)

▷ 조사가능이온 : N2, Ar, O2, H2

▷ 인출전압 : 40kV

▷ 빔전류 : 질소기준 버켓형 이온원 (600mA/5keV, 200mA/40keV), 

     고전압용 이온원(10mA)

▷ 빔 size : 직경 30cm

▷ 타겟 (배치타입, tilt, 회전 5rpm)

▷ 응용분야 : 금속재료, 세라믹, glass 등의 표면개질 및 경사기능재료 

                    형성 (멀티박막구조 현성), 금형, 공구류의 내마모성 향상,

신물질 제조 (BN, AlN, Ti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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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대형 이온빔 개질 장치 전체사진 및 구성도

■ Multi-ICB(Ionized Cluster Beam) 증착장치

이 장비의 주요목적은 금속간 화합물 증착, 유기박막 성장, 고순도 기능성 재료 

개발이며, 장비 구성은 ICB 이온원(유기물 이온원), 가스이온원, 타겟으로 구성되

어 있다. 장치종류는 초고진공 Multi-beam 장치, 유기결정성장 Multi-beam 장치, 

신소재개발용 Multi-beam 장치 A, B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치의 응용분야는 다

음과 같다.

▷ 다원소 증착막, 에피탁시 성장막제조

▷ 다원소 특정조성비의 박막증착

▷ RHEED를 이용한 결정구조 동시분석

▷ 유기결정막 제조

▷ 금속/유기/금속 복합재료 제조

▷ 금속산화막, 금속질화막, 복합내식 금속막 제조

▷ 반도체배선에 응용하는 결정성을 가진 금속막에 관한 연구

▷ 태양전지, 반도체에 응용하는 화합물반도체 박막 형성

▷ 초미세 박막제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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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초고진공 Multi-beam 장치 전체사진 및 구성도

그림 3-18. 유기결정성장 Multi-beam장치(좌), 신소재개발용 

Multi-beam장치(우) 구성도

■ Hybrid Ion Beam 장치

이 장비의 주요목적은 엑시머레이저나, 이온빔 스퍼터링 등을 이온빔 기술과 접목

시켜 신기능성 박막을 제조하는 것이며, 장치종류는 레이저빔+이온빔 장치 2기, 

이온빔 스퍼터링 증착 장치, 고진공에서의 복합 빔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치

의 응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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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화합물 박막 및 다층박막 제조

▷ 자기, 디바이스용 박막제조

▷ 고온초전도 박막제조

▷ 우주, 해양기술에 응용 (내열성, 고내식성 박막 형성)

▷ 기능성 고품질 유기박막제조

▷ 비선형 광소자용 박막제조

그림 3-19. 레이저빔+이온빔 장치 전체사진 및 구성도

그림 3-20. 이온빔 스퍼터링 증착 장치 전체사진 및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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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박막 형성 장치

산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범용 박막 증착장치로 아크이온플레이팅 장치 2기, 스

퍼터링장치 2기, 플라즈마 MOCVD장치 1기, Plasma Base Ion Implantation 장치 

1기를 보유하고 있다. 금속 및 세라믹에 합금박막 및 DLC박막을 증착시켜 적외

선센서, 가스센서, 각종 센서류 개발과 압전디바이스, 고주파디바이스 등의 각종 

기판재료 개발에 응용하고 있다. 또한 PBII장치의 경우 이온주입공정과 박막증착

공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고기능성 박막(DLC박막 등)을 형성시켜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에 사용되고 있다. PBII장치의 경우, 아크형 금속이온원, 펄스형 고전압 

바이어스 전원부, RF 안테나, 가스인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펄스형 고전압 바이

어스전원은 ±40kV까지 가능하다. 

  

그림 3-21. 아크이온플레이팅 장치(좌), 스퍼터링장치(우) 전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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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PBII 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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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PBII 장치에서의 아크형 금속이온원 전체 사진(좌)과 구성도(우)

■ 초정  표면분석장치

이온빔 표면처리와 박막성장에 의한 표면 미세구조 및 조직분석을 위해 TEM 2

기, SEM, STM, AES, ESCA, SIMS, RBS, PIXE, EPMA, GDS, XRD 장치를 보

유하고 있으며, 광분석장치로 FTIR, NIR, UV, VIS, RAMAN, Ellipsometer를 보

유하고 있으며, 이외에 전기저항 측정장치, 경도계, 내마모시험기, nano-indenter, 

scratch tester, AFM, 박막 열전도율 측정장치 등의 계측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 이온빔 산업적 응용 

이온공학센터에서의 이온빔의 산업적 응용부문은 크게 IECC에서 담당하는 이온

주입서비스와 IERIC에서 담당하는 이온빔관련 응용연구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

다. 

이온주입서비스부문은 간사이지방의 반도체회사, 표면처리회사 등 중소기업 측의 

의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관련 의뢰가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반도체 부문의 이용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 도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대인 200keV장치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온빔관련 응용연구 부문은 현재까지 정부에서의 연구비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향후 정부의 연구비보조가 감소할 예정이라 자립화를 위한 이온빔 관련 응용연구

의 상업화를 중점으로 연구개발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서 중점 육성

하는 3T(IT, BT, ET)관련 연구에 집중하여 Bio-material의 연구개발과 엔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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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터빈 즉 환경 관련산업의 연구개발 등이 최근의 이온빔 응용연구개발의 주

안점이 되고 있다. 또한 보다 경제적인 상업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PBII

공정이나 대면적 이온주입, IBAD 공정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

적인 연구개발 성과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금형의 표면처리 (40kV 질소이온주입

을 통한 고무사출성형금형의 내오염성 20배 향상, 플라스틱 금형의 PBII를 통한 

DLC코팅)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  스위스 PSI (Paul Scherrer Institute)[3]

스위스의 PSI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치는 590MeV의 Ring 싸이클로

트론으로 고정된 빔 에너지로 나눠진 섹터 싸이클로트론이며, 특성은 표 3-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그림 3-24. PSI의 590MeV Ring Cyclo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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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PSI의 590MeV Ring 싸이클로트론의 특성

 Injection Energy

 Extraction Energy

 Extraction Momentum

 Energy spread(FWHM)

 Beam Emittance

 Beam Current

 Accelerator Frequency

 Time Between Pulses

 Bunch Width

 Extraction Losses

 72MeV

 590MeV

 1.2Gev/c

 ca. 0.2%

 ca. 2 pi mm × mrad

 1.6mA DC

 50.63MHz

 19.75ns

 ca. 0.3ns

 ca. 0.03%

PSI는 다양한 분야의 가속기 및 관련 실험장비를 한곳에 모아서 이용자의 실험요

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현재 PSI에서 입자물리학에 관련된 실험은 감소하고 있

으며, 뉴트론소스(SINQ) 및 전자가속기(SLS)의 이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PSI

에서 실시하는 양성자 빔 응용은 medical proton therapy와 우주 환경 향조사 

분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Proton Therapy Facility

- Proton Irradiation Facility(PIF)

본 보고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Proton Irradiation Facility(PIF)에 대해

서만 언급하 다. PSI에서 우주선의 부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실험 목적으로 설

치된 Proton Iraadiation Facility(PIF)는 사용의 편리성과 상시 이용에 중점을 두

어 설계되었으며 이 장비를 통해 우주궤도상의 어떤 특정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빔이라도 그 특성을 재현할 수 있다. 우주선에 사용되어지는 반도체 및 기타 

부품들은 우주에서 발생하는 양성자빔에 의해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부품에 대한 테스트를 지상에서 실시하기 위해 우주선의 비행궤도와 비행

시간에 따라 양성자의 Spectra를 변화시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시설

에서는 mono-energetic beam을 이용한 실제 우주환경과 같은 조건을 구현하여 

재료의 irradiation hardness 테스트 등도 수행하고 있다. 주요한 연구내용은 다음

과 같다.





- 43 -

- 새로운 전자제품에 대한 Radiation hardness 

- 전자부품의 Single Event Upsets (SEU) 및 Latch-ups (SEL) 

- 우주 및 실험실 장비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의 특성

- 반도체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향

이들 시설이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게 추

진되고 있는 빔 이용시설들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 폭넓게 설계된 양성자 빔의 에너지와 intensity

- 실험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빔의 flux와 조사량(dose)에 

  대한 모니터링

- 신속하고 단순하게 설계된 실험장비들의 셋업

- 투명한 운 절차

- 이용하기 편리한 데이터 획득 시스템(data acquisition system)

-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유연성

이러한 빔이용시설들이 갖추어야 할 특성들은 이후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 공급하

게 되는 시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다.  미국 

(1)  Indiana University Cyclotron Facility(IUCF)[4] 

IUCF에서는 가속기 물리, 핵물리, 물질 변이와 테스트, 가속기의 의학적 응용 등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실험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 시설은 인디애나주와의 협약

을 통해 사용자들의 수수료로 인디아나 대학교가 운 을 하고 있다. R&D 활동은 

약 100명의 스텦과 200명의 과학자 및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 프로그램은 

입자 가속기의 사용에 있다. 핵물리 프로그램은 여러 국립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가

속기뿐만 아니라 IUCF의 205MeV cyclotron, 7MeV linac, 240MeV proton 

synchrotron을 활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실험실의 가속시설은 학문적 사용과 상업

적인 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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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IUCF/MPRI Facility.

IUCF에서의 주된 연구 program은 다음과 같다.

① Accelerator Science 

- Accelerator physics

② Material Science

- LENS

③ Medical Application

- Midnest Proton Radiotherapy Institute(MPRI)

④ Nuclear Science

- Polarized Internal target

- Many-body Dynamics

- Weak Interaction Group

- STAR Collaboration

- Cooler CSB

- IUCF Neutrin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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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Radiation Applications

- Radiation Effects Research Program(RERP)

- Radiation Biology Research Program

IUCF에서 관심을 끌만한 분야는 Radiation Effects Research Program(RERP)이

다. IUCF에서는 205MeV의 양성자빔을 이용하여 우주 방사선 환경 모의실험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① COTS(Commercial-Off-the-Shelf)part와 space 사용에 대한 시스템능력

      ② Single event, total dose, 변위에 대한 연구

      ③ Microelectronic 장치, 나노기술과 마이크로생물학에 관한 방사선 향

      ④ 광학 센서, 광학전자와 다른 방사선에 민감한 optical component의

  핵 방사선 향의 조사

이 시설에서 제공되는 빔의 종류는 표 3-6와 같으며, 이들 다양한 에너지의 빔

(40, 65, 90, 120, 150MeV)은 전자석에 의해 mono-energetic 빔의 형태로 이용자

들에게 제공된다. 제공되고 있는 빔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Energy Resolution of beam (dE/E): 1E-3 FWHM     

- Time Structure:

     Microscopic:       0.4 ns wide pulse every 60 ns 

                        (for 1 rf pulse in 2) 

     Macroscopic:       as required by experiments

                        fast -- 1 rf pulse in 2, 3, 4, 5, 6, 7 

                                (for time-of-flight)    

                        slow (when splitting the beam to two users)

    -- 10ms out of 100ms to 50ms out of 100ms

                                  split beam intensities are independently 

                                  variable for each user from <1 na to 100% 

                                  of users fraction of the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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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IUCF에서 사용가능한 이온빔

Particle    Energy Range (MeV)  Intensity Range

Protons 12 ∼ 210   <1 ∼ 1000 nA

Deuterons 24 ∼ 100 <1 ∼ 500 nA

3He++ 130 ∼ 270  <1 ∼ 500 nA

4He++ 30 ∼ 200 <1 ∼ 300 nA

6Li+++ 46 ∼ 154 <1 ∼ 100 nA

7Li+++ 69 ∼ 100  <1 ∼ 100 nA

(2)  UCDAVIS Croker Nuclear Laboratory[5]

UCDAVIS의 76" isochronous cyclotron facility는 사기업, 대학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  중이며, 기술자와 과학자가 주로 이용한다. 연구 분야는 기본 핵물리뿐

만 아니라 고체 물리 응용, 방사선 향 그리고 행성의 지질학과 우주천문학까지 

매우 다양하다. 우주 산업분야에서도 다른 연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싸이클로트

론을 이용해 태양과 우주 방사선에 의해서 생기는 방사선의 향을 연구하는 실

험을 수행하고 있다.

NASA, JPL, Naval Research Laboratory와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우주 프로그램은 연구의 보조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싸이클로트론을 

사용하며, 이 싸이클로트론은 또한 “in-house”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Air Quality Group에 의해서 수집된 샘플의 분석에도 사용된다. 뿐만 아니

라, 의학 연구에 사용되는 방사선동위원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눈의 종양 치료

를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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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RERP의 빔 특성

Energy range

10 ∼ 205 MeV 

An energy selected beam at several lower 

energies can be provided to one RERS by 

degrading the beam energy before momentum 

analysis/slit combination.

Flux

1E2 to > 1E12 protons/sec cm2 

Routine SEM/Faraday stop dosimetry 

for 1E6∼1E11 protons/sec cm2 flux range. 

Below 1E6 p's/sec cm2, protons detected 

in a small scintillator of known area are counted. 

Areas of Beam Coverage Less than 2 cm to 40 cm diameter.

Uniformity of Beam 

Intensity
< 40% variation over area. 

Absolute Dosimetry Better than 10% routinely.

Exposure Durations
From a few seconds upward routinely available. 

Shorter exposures require special effort. 

Time structure of beam

Microscopic: 0.4 ns wide pulse every 100 ns 

Macroscopic: Beam switchable in ms.  Duty cycle 

from 5 to 100%.

⊙ Research Groups

- Air-Quality 

․ Air quality research group 

․ USDA Research  

- Medical  

․ Medical Uses Of The 76" Cyclotron 

- Materials  

․ Materials Damage Research 

   : Breakdown Characterization of n+/p multiguarded Di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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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ers  

․ Pulsed-Laser Applications In Food And Agriculture 

   : Pulsed Ultraviolet Light And Radio Frequency Treatments

표 3-8. UC-DAVIS에서 제공되는 입자와 에너지

Particle Energy Maximum Intensity

Proton (1H) 1.25 ∼ 68 MeV 30μA

Deutrons (2H) 15 ∼ 45 MeV 40μA

ALPHA (4He) 5 ∼ 90 MeV 40μA

Helium (3He) 6 ∼ 130 MeV 1μA  

(a)                                             (b)

그림 3-27. UCDAVIS의 빔라인.

2.  국내 양성자빔 이용 시설

가.  3MV 탄뎀 가속기 (서울대학교 공동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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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공동기기원의 3MV 탄뎀가속기는 탄소 연대측정을 목적으로 도입되었

으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97년부터 중장기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양성자 빔 가속장치 개발” 과제 및 민군겸용 과제인 “방사선을 이용한 폭약 신

속탐지 시스템 개발” 과제의 실증실험 및 기초실험 수행을 위해 2000년 2월에 전

용 빔라인을 구축해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Gate Valve MQD      Scan Mag.       Target 
Chamber

Implantation
Chamber

Detector
Table

3MV Tandetron
Gate Valve MQD      Scan Mag.       Target 

Chamber

Implantation
Chamber

Detector
Table

3MV Tandetron
Gate Valve MQD      Scan Mag.       Target 

Chamber

Implantation
Chamber

Detector
Table

3MV Tandetron

  

     그림 3-28. 서울대 공동기기원의 3MV 탄뎀 accelerator.

표 3-9. 3MV 탄뎀가속기의 규격

 Beam 종류

 Beam Energy

 Beam Current

 Beam Size

 Irradiation Area

 Vaccum

 Alignment accuracy

 Carbon, Proton

 0.3 ∼ 6 MeV

 5 μA ( < 0.5 MeV ∼10 nA )

 2 mmφ

 5 cm × 5 cm

 < 2×10-7 torr

 < 0.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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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C-50 싸이클로트론 (원자력의학원)

MC-50 싸이클로트론은 스웨덴 Scanditronix사에서 제조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원

자력의학원에 설치되었다. MC-50 AVF(Azimuthaly Varying Field)타입이며, 당

초 구입목적은 neutron therapy를 위함이었다. 시험가동은 1985년 1일부터, 정상

가동은 1986년 10일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3-29. 원자력의학원의 MC-50 cyclotron.

표 3-10. MC-50 싸이클로트론의 특성

 Beam 종류

 Beam Energy 

 Beam Current 

 Beam 조사비 

 Proton, Deutron, He-3, He-4

 18.0∼50.5MeV (Internal Beam)

 5nA∼60 μA(60 μA max.)

 333만원/시간

표 3-11. MC-50 싸이클로트론에서 이용가능한 빔 규격

Proton 

Deuteron 

He-4 

He-3

 20∼50MeV, 60μA

 10∼25MeV, 30μA

 25∼52MeV, 30μA

 20∼70MeV, 20μA



π



μ

μ

μ

μ

μ

μ

μ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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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업용 이온주입장치

1980년대 후반부터 저에너지 이온주입장치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화 

적용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 왔다. 이온빔 장치 설계 제작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Duoplasmatron형, DouPIGatron형 및 금속이온원 등을 자체 개

발하여 이를 이용한 저에너지 이온빔 장치를 제작하 다. 또한 이를 이용해 10년 

이상 국내 20여개 기관에 이온빔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표 3-14. 저에너지 빔 이용 시설

장치명 규격 활용분야 비고

기체 이온빔 조사장치 (1989) - Energy : 20∼150keV
- Beam Current : 10mA
- Ion Source : DuoPIGatron

      (50kV/20mA)
- Ion Species 
    : N, Ar, He, Xe, H, D
- Size : 3.5mLx2.0mWx2.4mH

- Implantation

- Surface Modification, 

- Modification of 

  Mechanical,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2004년에

개량

 반도체용 이온빔 조사장치(1994)
 - Energy : 20∼150keV

 - Beam Currnet : 5mA

 - Ion Source : 

       Modified Bernas Source

(20KV/10mA)

 - Ion Species : 

          B, As, P,  Gaseous

 - Size : 5.0mL×2.6mW×2.5mH

- Implantation on 

  Semiconductor

- High Current 

  Implantation

- High Energy 

  Implantation

 금속 이온빔 조사장치(1993)  - Energy : 20∼170keV
 - Beam Currnet : 10mA

 - Ion Source : 

       Modified Bernas Source

(20∼30KV/20mA)

 - Ion Species : Metallic Ion

 - Size : 3.5mL×2.5mW×2.4mH

 - Implantation, Milling, 

   Mixing

 - Surface Modification

 - Mechanical, Electrical, 

   Optical Properties

 대면적 대전류 이온빔 조사장치(1999)  - Energy : 20∼50keV
 - Beam Currnet : 50mA

 - Ion Source : DuoPIGatron

               (50kV/50mA)

 - Ion Species : Gaseous Ion

 - Size : 2.5mL×1mW×2.2mH

 - Irradiation Studies of 

   Semiconductor Tray

 - Low Energy Irradiation

 - Mechanical, Electrical, 

   Optical Properties, 

   Wear, Corrosion

 이온빔 정 연마장치(2002)  - Energy : 5∼30keV
 - Beam Currnet : 10mA

 - Ion Source : DuoPIGatron 

               (20kV/10mA)

 - Ion Species : 

            N, Ar, He, Xe, H

 - Size : 3.0mL×2.0mW×2.0mH

 - Implantation, Milling, 

   Mixing, Sputtering

 - Surface Modification

 - Mechanical, Electrical, 

   Opt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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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성자빔 이용 수요 조사 결과

1차년도에는 사업단에 참여하는 양성자빔 이용 기술 개발 15개 과제(이용자 프로

그램 소과제 포함, 표 3-15의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서 작성 및 제출 요

청의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 으며, 주로 국내 가속기를 활용한 시험이용 시

설 구축을 위한 수요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었다. 수요조사서 양식은 부록 

1에 첨부하 다.

표 3-15. 1차년도에 수행된 수요조사의 대상 연구과제

과제명 소속기관
과제
책임자

1 Ion -cut 에 의한 SOI 웨이퍼 제조기술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소 우형주

2
Ion -cut 에 의한 SOI 웨이퍼 제조를 위한 
CMP 기술개발 (위탁)

한국과학기술원 변 태

3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유용유전자원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소 김인규

4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환경재해 저항성 및 
산업이용 가능맥류개발 (위탁)

고려대학교 서용원

5
양성자 빔 이용 화훼 및 채소작물의 고부가
신품종개발 및 변이체해석

뉴서울종묘기술연구소 이광식

6
양성자빔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화훼류 
신품종개발과 변이체 해석 (위탁)

순천대학교 배창휴

7
양성자 균일조사기술 및 Si-반도체 양성자조사 
유도결함 분석기술 개발

인하대학교 이종무

8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 시설 개발 및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기술 개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민경욱

9 양성자가속기 이용자 프로그램 개발 및 운
(사) 한국 가속기 및 
플라즈마연구협회

노승정

11 자성재료의 중성자 산란 연구 (위탁) 성균관대학교 박제근

12
양성자와 중성자빔을 이용한 화합물 반도체의 
원소전이 연구 (위탁)

단국대학교 김용민

13
중성자 산란법을 이요한 자기 조립법으로 합성된 
나노 소재의 구조분석에 대한 연구 (위탁)

단국대학교 허 덕

14
재료 및 생체계의 수소결합에 대한 양성자 조사 효과
(위탁)

고려대학교 이철의

15 양성자 감지기 어레이 제작 및 응용기술 연구 (위탁) 선문대학교 조남인

16
양성자 빔을 이용한 새로운 생체적합성 박막개발 
(위탁)

광주과학기술원 신관우

17
GaAs 계열 태양전지에 대한 고에너지 양성자 
조사효과 연구 (위탁)

한국과학기술원 조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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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표 3-16과 같다.

표 3-16. 1차년도 수요조사 결과

분야 과제명 기관 시료 요구사항
고려대상

시    설

IT

양성자 균일조사기술 및 

Si-반도체 양성자조사 

유도결함 분석기술 개발

인하

대학교

6″

Si wafer

 빔종류

 에너지

 조사면적

 특기사항

 Proton

 ∼2MeV

 6″　

 Uniformity >90%

3MV 

Tandem 

Accelerator

ST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 시설 개발 및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기술 개발 연구

KIST
반도체 

전자소자

 빔종류

 에너지

 Flux 도 

 Proton

 10, 20, 30, 50MeV

 106 - 1010/cm2․sec

MC-50 

Cyclotron

NT

Ion -cut 에 의한 SOI 

웨이퍼 제조기술 개발
KIGAM

Si wafer

4", 5", 6"

 빔종류

 에너지

 Fluence

 특기사항

 Proton

 300 ∼ 600keV

 5 × 10
16
 /cm

2 

 시료온도 <100℃

 Energy spread <3keV

 Uniformity < 5% 

 오염극소화

1MV 

Tandem 

Accelerator

Ion -cut 에 의한 SOI 

웨이퍼 제조를 위한 

CMP 기술개발

KIST

Si, GaAs,

Inp 

2" wafer

 빔종류

 에너지

 Fluence

 Proton

 500 ∼ 1000keV 

 1 ∼ 10×1016 /cm2 

1MV 

Tandem 

Accelerator

BT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유용유전자원 개발

KAERI 미생물

 빔종류

 에너지

 조사조건

 특기사항

 Proton, He, Neutron

 ∼50MeV 

 10 ∼ 20Gy

 50 ℃에서 5분 이하, 

 대기압

MC-50 

Cyclotron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환경재해 저항성 및 

산업이용 가능맥류개발

고려

대학교 종자

 빔종류

 에너지

 Flux 도

 특기사항

 12C, 14C, Proton

 50 ∼ 150MeV

 1010-1015 /cm2․sec

 상온, 대기압

MC-50 

Cyclo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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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과제명 기관 시료 요구사항
고려대상

시    설

BT

양성자 빔 이용 화훼 및 

채소작물의 

고부가신품종개발 및 

변이체해석

뉴서울

종묘

종자,

식물체

 빔종류

 에너지

 온도

 압력  

 조사조건

 Proton, He, Neutron

 ∼50MeV

 40 ℃이하

 대기압

 50∼250Gy

MC-50 

Cyclotron

양성자빔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화훼류 

신품종개발과 변이체 

해석

순천

대학교

종자,

식물체,

배양세포

 빔종류

 에너지

 조사조건

 특기사항

 Proton 

 20∼100MeV

 0∼500Gy

 35 ℃이하, 대기압

MC-50 

Cyclotron

이

용

자

프

로

그

램

양성자와 중성자 빔을 

이용한 화합물 반도체의 

원소전이 연구

단국

대학교

반도체

GaAs, 

GaMnAs, 

GaN

 빔종류

 에너지

 Proton 

 0.5MeV 

MC-50 

Cyclotron

중성자 산란법을 이용한 

자기 조립법으로 합성된 

나노 소재의 구조분석에 

대한 연구

단국

대학교

무기-유기

복합체

 빔종류

 에너지

 Dose rate 

 Proton

 20MeV

 37.5 × 1013/sec

1.7MV,3MV 

Tandem 

Accelerator

재료 및 생체계의 

수소결합에 대한 양성자 

조사 효과

고려

대학교
유기물, 

무기물

 빔종류

 에너지

 Flux 도

 Proton

 0.5 ∼ 3MeV

 1013∼1015/cm2․sec

20MeV

/100MeV 

Proton 

Accelerator

양성자 감지기 어레이 

제작 및 응용기술 연구

선문

대학교

실리콘

감지기 

어레이

 빔종류

 에너지

 특기사항

 Proton

 1∼20MeV

 50℃이하 

MC-50 

Cyclotron

양성자 빔을 이용한 

새로운 생체적합성 

박막개발

KJIST PS고분자

박막

 빔종류

 에너지

 Proton

 50keV∼1MeV

1.7MV,3MV 

Tandem 

Accelerator,

MC-50 

Cyclotron

GaAs 계열 태양전지에 

대한 고에너지 양성자 

조사효과 연구

KAIST 태양전지

 빔종류

 에너지

 Fluence

 Proton

 1∼100MeV

 ∼10
18
/cm

2

1.7MV,3MV 

Tandem 

Accelerator,

MC-50 

Cyclo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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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에는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사업단 포함 국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수요조사 홈페이지 홍보 및 수요조사서 송부의 방법

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1차년도에 실시된 수요조사 결과를 20MeV 양성자

가속기 개발에 실질적으로 반 하기 위하여 NT, BT, IT, ST 등의 중점 세부과제

들을 대상으로 1차년도에 작성된 수요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수정하

고 보완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에

서 빔 조사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다. 그리고 2차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수

요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상시 수요조사 접수 체계를 구

축하 으며 홈페이지 수요조사 체계 및 정보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러

한 체계구축을 통해 원한다면 누구나 사업단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수요조사 코

너를 이용 수요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원기관이 없는 창의적이고 큰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검토를 거쳐 이용자 프로그램 등

과 연계하여 연구비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추후 양

성자빔 이용자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7. 2차년도에 수정․보완된 수요조사 결과

분야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수요조사 결과

BT

환경 친화적 신종유전자원 개발 및 
화훼 및 채소작물 고부가 신품종 
개발 ((뉴)서울종묘 기술연구소, 
순천대, 원자력연구소, 고려대 등)

․시료의 종류 : 미생물, 식물종자, 식물체
․양성자빔 에너지 : ∼50MeV
․Dose : 5∼2000Gy
․시료의 허용 온도 : 상온
․특기사항 : External Beam

NT
Ion-cut에 의한 SOI웨이퍼 
제조기술개발 
(지질자원연구원)

․시료의 종류 : Si 웨이퍼
․시료의 크기 : ∼6" diameter
․양성자빔 에너지 : 60∼500keV
․시료의 허용 온도 : <100℃
․Total Fluence : 5 x 1016/cm2

․특기사항 : - Beam energy spread : <±3keV
            - 조사 균일도 : >95%

IT
양성자 균일조사 및 
유도결함분석기술 개발
(위덕대, 한양대 등)

․시료의 종류 : Si 웨이퍼 (Processed)
․시료의 크기 : ∼6" diameter
․양성자빔 에너지 : ∼3MeV
․Total Fluence : 10

11
∼10

16
/cm

2

․특기사항 : - 조사 균일도 : >90%

ST

인공우주방사선환경재현 시설개발 
및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기술개발연구
(KAIST)

․시료의 종류 : 반도체 전자 부품
․시료의 크기 : 3cm x 3cm
․양성자빔 에너지 : 10, 20, 30, 40, 50MeV
․Flux Density : 10

6
∼10

9
/cm

2
-sec

․시료의 허용 온도 : 상온
․특기사항 : - External Beam
            - 조사 균일도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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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사업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상시 수요조사 접수 체계 구축

이용자
프로그램

양성자 빔을 이용한 새로운 
생체적합성 박막개발

․시료의 종류 
     : PS (Polystyrene; H8C8) 고분자 박막
․시료의 크기 : 2cm x 2cm
․양성자빔 에너지 : 15∼135keV
․Dose : 400∼100kGy
․시료의 허용 온도 : 상온
․특기사항 : - External Beam
            - 조사 균일도 : >90%

GaAs계열 태양전지에 대한 
고에너지 양성자 조사효과 연구

․시료의 종류 : Si, GaAs
․시료의 크기 : 2cm x 2cm
․시료의 두께 : 5mm∼수십mm
․양성자빔 에너지 : 1∼100MeV
․Total Fluence : 10

13
∼10

18
/cm

2

양성자 감지기 어레이 제작 및 
응용기술 연구

․시료의 종류 : Si 감지기 어레이
․시료의 크기 : 5cm x 5cm
․시료의 두께 : 250um
․양성자빔 에너지 : ∼30MeV
․빔전류 : 1∼10nA
․빔의 크기 : >1cm

2

․시료의 허용 온도 : <50℃

양성자와 중성자빔을 이용한 
화합물반도체의 원소전이 연구

․시료의 종류 
     : GaAs, GaMnAs, GaN (화합물반도체) 
․시료의 크기 : 2cm x 2cm 
․시료의 두께 : 1.5mm
․양성자빔 에너지 : ∼0.5MeV
․주입 농도 : ∼10

17
/cm

3

․시료의 허용 온도 : <500℃ 
․특기사항 : - External Beam

재료 및 생체계의 수소결합에 대한 
양성자 조사 효과

․시료의 종류 : KH2PO4, LiN2H5SO4, TH2PO4, 
      RbH2PO4 (분말)
․시료의 크기 : 1cm x 1cm 
․시료의 두께 : 3mm 
․양성자빔 에너지 : 0.5∼3MeV
․Flux density : 10

13
∼10

15
/cm

2
-sec

․시료의 허용 온도 : <327℃ 
․특기사항 : - External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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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20MeV 양성자빔 이용 시설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1.  에너지 및 선량 조절 기술

  NT, BT, IT, ST, ET, 의학, 기초과학, 원자력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이용시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도록 빔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조절 장치는 싸이클로트론이나 탄뎀 가속기 등과 같이 

가속기 자체에서 에너지 조절이 가능한 시설보다는 사업단에서 현재 개발 중인 

선형 가속장치에서 더욱 효과적인 장치이다. 현재 개발 중인 대용량 양성자 선형 

가속장치는 20MeV와 100MeV의 고정된 에너지 값을 가지는 양성자빔을 이용시

설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인출된 빔을 Al, Cu, Au 등과 같은 여러 물질들을 이

용한 degrader를 통해 에너지를 조절하여 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빔의 에너지 조절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1차년도에는 국

내외 기술현황을 수집하고 SRIM 코드를 이용한 전산모사 결과를 위주로 연구하

고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연구결과와 TURTLE 코드를 이용한 전산모사 결과를 

바탕으로 degrader/ scatterer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 다. 3차년도에는 제작된 

이들 장치의 특성시험을 수행하 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에너지와 빔 flux의 양성자빔을 제공하고 있다.

가.  국외 기술 현황

(1)  RIKEN의 E5 빔라인에서의 에너지 degrader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의 E5 빔라인은 주로 생물학적 실험을 위한 빔라인

으로 외기빔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 3-3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Exit 

window 후단에 설치되어 있다. Degrader를 포함한 빔라인 장치 사진은 그림 

3-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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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RIKEN의 E5 빔라인의 구성도.

Shielding Wall

Ionization Cahmber

Exit Window

Degrader

Phosphor Screen

Ionization Chamber

Sample Holder

그림 3-34. E5 빔라인의 에너지 조절 장치

  그림에서 보여지는 장치의 알루미늄 시트 두께는 수십 um에서 수 mm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며, 이들 시트들을 중첩시켜 원하는 두께로 조합하여 원하는 에너지

의 빔을 인출할 수 있고 물에 대해 보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깊이에 따른  LET 

값을 측정하여 빔 조사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다.

(2)  BNL의 NSRL 빔라인에서의 에너지 Degrader

 

 미국 BNL(Brookheven National Laboratory)의 NSRL(NASA Space Radiation 

Laboratory)에서의 에너지 degrader는 그림 3-3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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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ader

그림 3-35. BNL의 NSRL 빔라인에서의 에너지 degrader.

  RIKEN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장의 알루미늄 시트를 중첩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 후단에 ionization chamber를 설치하여 에너지와 빔 

특성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3)  PSI의 ST 빔라인에서의 에너지 Degrader

  스위스 PSI(Paul Sherrer Institute)의 우주 분야 이용을 위한 빔라인은 우주 환

경 하에서의 양성자빔에 의한 향을 지상에서 시험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조절장치는 그림 3-36과 같고 RIKEN과 BNL

와 같이  알루미늄을 degrader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냉각시스템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Degrader Degrader Insertion System

그림 3-36. PSI ST 빔라인의 degrader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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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RIM 및 TURTLE code를 이용한 전산 모사 결과

  에너지 조절을 위한 degrader의 개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 

우선 이미 알려진 물질과의 상호작용 메카니즘을 이용한 전산모사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에 적합한 degrader 물질과 두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

는 문헌 조사 등을 통해 몇 가지 degrader 후보물질을 선정하 고 시험이용시설

에 적용하기 위해 SRIM code 전산모사를 통한 이론적인 두께를 도출하 다. 자

세한 내용은 1차년도에 발간한 “양성자빔 에너지 degrader 전산 모사결과 보고

서”에 보다 상세하게 다루었으며 여기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소개하 다.

(1)  20 MeV의 양성자빔에 대한 전산 모사 결과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20MeV 양성자 빔에 대해서 전산모사를 실시하

다. 20MeV 양성자빔에 대한 계산에서는 에너지 degrader 물질로 각각 Al, Au, 

C(graphite),Cu를 사용하 으며, degrader를 통과한 후 출력 양성자빔의 에너지 

분포와 에너지 반치폭(FWHM), 공간 반치폭(FWHM) 등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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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Al을 에너지 degrader로 사용했을 때 각 양성자빔 출력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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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Au를 에너지 degrader로 사용했을 때 각 양성자빔 출력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포.

6 8 10 12 14 16 18 20
0

400

800

1200

1600

2000

2400

2800

3200

3600

Degrader Material : C(Graphite)

 
 

Nu
m

be
r o

f P
ar

tic
le

s

Degraded Proton Beam Energy [MeV]

: 10 [MeV] (FWHM = 0.48388 [MeV])
: 12 [MeV] (FWHM = 0.39527 [MeV])
: 14 [MeV] (FWHM = 0.31539 [MeV])
: 16 [MeV] (FWHM = 0.24677 [MeV])
: 18 [MeV] (FWHM = 0.17254 [MeV])

그림 3-39. C(Graphite)를 에너지 degrader로 사용했을 때 각 양성자빔 출력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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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Cu를 에너지 degrader로 사용했을 때 각 양성자빔 출력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포.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41과 같다. 

Degrader를 통과한 후의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빔의 에너지 분포에서의 

FWHM은 더 커져 에너지 퍼짐현상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에너

지는 조절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두꺼

운 degrader를 사용하게 되고 두께가 커짐에 따라 degrader를 통과하면서 더 많

은 scattering을 수반하게 되어 빔 에너지 분포의 퍼짐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

이다. C(graphite)의 경우, 타 물질에 비해 에너지 퍼짐효과가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42에는 degrader 물질에 따른 공간반치폭의 변화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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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각 에너지 degrader 물질에 대한 투과후의

 출력 양성자빔의 에너지 반치폭(FW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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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에너지 Degrader 물질에 대한 각 출력

    양성자빔의 공간 반치폭(FWHM)

다음으로 에너지 degrader 사용에 따른 빔 손실 등과 접하게 연관된 특성으로 

에너지 degrader를 통과한 후 양성자 빔의 공간적 퍼짐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이

러한 공간적 퍼짐현상에 대한 데이터는 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한 collimator 등의 

설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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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에너지 degrader의 종단면의 공간분포는 degrader 통과 후의 에너지가 

작을수록, 즉 degrader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커질수록 더 많이 퍼져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에너지 degrader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양성자 

빔과 degrader 물질과의 충돌로 인한 scattering 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도 빔의 분포가 많이 퍼져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degrader 물질의 종류

에 따라서도 빔의 공간 분포 퍼짐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 도가 낮고 원자번호

가 작은 degrader 물질이 도가 크고 원자번호가 큰 물질에 비해 공간퍼짐 적다. 

그렇지만 에너지 퍼짐이 가장 작았던 C(graphite)보다 공간적인 퍼짐은 Cu가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면, 전자석과 같은 

별도의 에너지 분석장치 없이 보다 좋은 에너지 특성을 가진 양성자빔을 사용하

고자 할 경우, C(graphite)가 degrader로 더 적합한 물질이며, 전류 손실없이 가능

한 작은 크기의 빔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Cu가 degrader로서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양성자빔과 Cu의 핵반응 단면적 등의 계산을 통해 차폐에 따른 

문제 등을 검토해 보아야만 Cu의 사용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Cu가 Al이나 C 등에 비해 핵반응 단면적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50 MeV의 양성자빔에 대한 전산 모사 결과

  양성자빔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종 유전자원 개발 등의 BT 분야와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시설 개발 등의 ST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양성자빔의 flux

는 ~109 /cm2-sec 이하로 매우 낮은 값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낮은 flux의 빔을 이용할 분야에 적합한 시험이용시설을 원자력의학원의 

MC-50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해 구축하 다. 이용시설을 구축하기 이전에 50MeV

의 양성자빔에 대한 에너지 degrader 전산모사를 수행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장치

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하 으며 20 MeV의 양성자빔과는 달리 액상의 

degrader에 대한 계산도 포함하 다. 액체 상태의 degrader 물질을 담기 위한 용

기로는 두께 2.16mm의 알루미늄 재질의 상자를 가정하 는데, 이 경우 앞면과 뒷

면을 통과하면서 잃게 되는 에너지 손실은 50MeV 양성자빔에 대해 12.5 MeV로 

무시할 수 없는 값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액상인 degrader를 사용하는 

경우 degrader 용기의 외벽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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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부터 인출되는 전체 에너지 범위를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에 어려

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용기 외벽에 의한 에너지 손실분 12.5 MeV를 고려하여, 

degrader를 통과한 후 양성자 빔의 에너지가 각각 35, 25, 20 MeV가 되도록 액체 

상태의 degrader 물질의 두께를 조절하면서 전산모사를 수행하 다. 그림 3-43, 

3-44, 3-45는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6은 이들 결과를 종합

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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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액체 수소를 에너지 Degrader로 사용했을 때 각 양성자빔 출력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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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액체 헬륨을 에너지 Degrader로 사용했을 때 각 양성자빔 출력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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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C(Graphite)를 에너지 degrader로 사용했을 때 각 양성자빔 출력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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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각 에너지 degrader 물질에 대한 통과후의

    출력 양성자 빔의 에너지 반치폭(FWHM).

  위의 그림 3-46에서 알 수 있듯이 액체 상태의 물질을 degrader로 사용하는 경

우, 고체의 degrader에 비해 더 큰 에너지 FWHM을 가져 큰 열부하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퍼짐 현상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입사 양성자 빔이 degrader 물질을 통과하고 한 후의 공간 퍼짐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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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투과 양성자 빔의 측면 공간 분포 (a) 25MeV, (b) 30MeV, 

(c) 35MeV(Degrader Material : Liquid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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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투과 양성자 빔의 측면 공간 분포 (a) 25MeV, (b) 30MeV, 

(c) 35MeV (Degrader Material : C(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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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7.5MeV with 35MeV incident proton beam energy and 0∼3.5mm 

   Al foil

  - Resolution of energy control : < 2MeV

▶ Al Degrader Thickness : 2, 1, 0.5, 0.3, 0.2, 0.1, 0.05, 0.03, 0.02, 0.01mm

▶ Purity : >99%

▶ Beam Aperture : 250mmφ

▶ Maximum No. of Sheet : 8 ea

▶ with Water cooling and Lod-less Air Cylinder

250mm dia.

  

그림 3-54. Al degrader 시트.

▶ Beam Aperture : 80mmφ

▶ Maximum No. of Sheet : 8 ea

▶ with Water cooling and Rod-less Air Cylinder

▶ Thickness : 0.2, 0.1, 0.05, 0.03mm

그림 3-55. Au scatterer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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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과 그림 3-57은 degrader가 포함된 45MeV 저선량 양성자빔용 시험이

용시설 도면 및 설치된 degrader 장치의 모습이다.

그림 3-56. Degrader 장치와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

   

그림 3-57. 시험이용시설에 설치된 degrader 장치.

라.  Degrader/scatterer 제어장치

  Degrader/scatterer 가 설치되는 구역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구역으로 연속적으

로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원거리에서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림 3-58은 PC 기반의 degrader/scatterer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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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system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솔레노이드 밸브와 릴레이 스위치 등을 이

용하여 degrader가 빔라인에서 동작하도록 하 으며 이러한 상하운동은 각각의 

시트별로 컴퓨터상에서 별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3-59는 컴퓨터상

의 제어화면을 나타내었다.

그림 3-58. Degrader 장치의 Control System 구성도.

그림 3-59는 National Instrument(NI)사의 LabWindows/CVI를 이용하여 

Degrader/scatterer 장치를 PC 기반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 다. 

그림 3-59. Degrader / Scatterer 장치의 LabWindows/CVI를

 이용한 컴퓨터상의 제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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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Degrader/scatterer 특성 실험결과  

  원자력의학원의 MC-50 싸이클로트론으로부터의 양성자빔이 약 2mm의 Al 

Exit Window를 통과한 후의 에너지는 37MeV로 측정되었다. Al degrader/Au 

scatterer의 두께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 두께의 

Water-equivalent PMMA phantom을 이용하여 bragg curve를 측정하 다. 측정

된 bragg curve의 peak은 에너지에 따라 다르므로 이 bragg peak을 이용하여 간

접적으로 에너지를 알 수 있다. 또한 film dosimeter의 일종인 GAFCHROMIC 필

름(MD-55)을 이용하여 빔의 프로파일을 측정하 다.

(1)  Al degrader 

 
 그림 3-60은 Al foils의 두께에 따른 bragg curve이다. 사용된 Al foil의 두께는 

0∼4mm로서 0.5mm간격으로 측정하 다. 그림 3-61은 Al degrader에 의해 감소

된 에너지와 그 변화폭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Al의 두께가 최대 

4mm인 경우, 감소되는 에너지는 약 20.9MeV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degrader를 통과해 얻어지는 양성자빔 에너지는 18.8MeV이다. 3mm의 

degrader 이후부터는 전산모사 결과와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알루미늄의 두께가 커질수록 에너지 spread가 커져 

실제 Ionzation chamber에 측정되는 에너지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0 5 10 15
0.0

2.0x10-7

4.0x10-7

6.0x10-7

8.0x10-7

1.0x10-6

0mm

0.5mm

1mm

1.5mm
2mm3mm

2.5mm

4mm

C
ha

rg
e 

fr
om

 Io
ni

za
tio

n 
C

ha
m

be
r [

C
]

PMMA Phantom Thickness [mm]

 Charge Q [C] (with 0mm Al)
 Charge Q [C] (with 0.5mm Al)
 Charge Q [C] (with 1mm Al)
 Charge Q [C] (with 1.5mm Al)
 Charge Q [C] (with 2mm Al)
 Charge Q [C] (with 3mm Al)
 Charge Q [C] (with 4mm Al)

3.5mm

그림 3-60. Al 두께에 따른 bragg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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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 Al 두께에 따른 에너지 조절 특성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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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Al 두께에 따른 빔 프로파일. 

  그림 3-62와 그림 3-63은 각각 Al foil을 통과하 을 때의 빔의 프로파일과 빔

의 크기를 조절한 결과를 보여준다. Al-scatterer의 두께를 두껍게 함에 따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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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빔의 크기가 증가하여 flux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64는 양성자

빔의 dose를 측정하는 방법 중 film dosi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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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3. Al 두께에 따른 양성자 빔의 폭. 

그림 3-64. Gaf film을 이용한 양성자 빔의 프로파일 측정(Al). 

(2)  Au Scatterer 

  그림 3-65와 그림 3-66은 각각 Au foil를 이용한 빔 flux 조절장치를 사용하여 

빔의 프로파일과 빔의 크기를 조절한 결과를 보여준다. Au-scatterer의 두께를 두

껍게 함에 따라 양성자빔의 크기가 증가하여 flux가 낮아졌다. 그리고 Al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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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Au는 빔의 크기가 아주 커짐을 볼 수 있고 빔 flux는 아주 높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빔의 크기를 키우고 flux를 낮게 사용하기 위한 scatterer로서는 Au

가 더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67은 Au를 투과한 이후의 필름

의 농도차이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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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Au 두께에 따른 빔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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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Au 두께에 따른 양성자 빔의 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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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Gaf film을 이용한 양성자 빔의 프로파일 측정(Au).

 

2.  균일조사기술 및 Stage 개발

 양성자빔 이용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기술 중의 한가지가 균일조

사 기술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한 다양한 조사방법이 검토되었다. raster 

scanning 방식, spiral scanning 방식, wobbler scanning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spiral scanning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stage를 제작하여 균일

조사 실험을 수행하 으며 전자기력을 이용하지 않는 wobbler 방식도 개발하여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직경 40cm까지 균일도를 90%이상 확보하 다. 

가.  균일조사 기술 개발

(1)  Double-scattering 시스템

Double-scattering 시스템은 그림 3-68에서와 같이 빔의 형태를 occluding ring 

assembly와 두 개의 scattering foil로 구성된 장치로 조절한다. 즉, 집중된 형태의 

빔은 scatterer를 통과하면서 완만한 Gaussian 형태의 빔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두 번째 scatterer 다음에 설치된 occluding ring assembly는 빔을 흡수하여 조사

대상물이 위치한 지점에서는 균일한 형태의 빔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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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 Scatterer              2nd Scatterer                      Target     

                                              Occluding Ring Assembly

                                

그림 3-68. Double-scattering 시스템의 빔 조사 개략도.

Double-scattering 시스템은 이상과 같이 scatterer와 빔의 흡수를 통하여 균일한 

빔을 생성하므로 heavy ion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1) Scatterer에서의 에너지 손실

  2) 빔 intensity의 감소

  3) 전하상태의 변화

  4) Scatterer 재료의 활성화

  5) 핵반응 부산물 생성

(2)  Wobbler 시스템

Wobbler 시스템은 회전하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두 개의 dipole magnet으로 구성

되어있다. Magnet의 중심을 통과하는 이온빔은 수평과 수직의 자기장을 통과하면

서 그림 3-69와 같이 휘게 되고 두 자장의 조합으로 원형의 궤도를 생성하게 된

다. 또한 그림 3-70에서와 같이 각 궤적에 맞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빔의 세기

가 큰 빔을 조사하여 중첩시키면 균일한 조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wobbler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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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속기로부터 빔이 인출되는 동안 빔의 세기가 일정해야 된다. 

  2) 빔의 세기는 빔의 회전반경에 맞게 선택되어져야 한다. 즉 시작과 

     종료지점의 겹침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각각의 회전반경에 대해 다른 

     빔 세기를 가져야 한다.

  3) 빔의 인출특성이 빔의 세기와 무관하게 일정해야 된다.

그림 3-69. Wobbler 시스템의 빔 조사 개략도.

그림 3-70. Wobbler 시스템의 이상적 빔 조사 형태.



- 85 -

(3)  Raster scanning 시스템

가속기로부터 일정한 세기로 추출되는 빔을 조사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 raster 

scanning 방식은 wobbler 시스템과 같이 두 개의 dipole magnet으로 구성된다. 

직렬 연결된 두 개의 magnet은 서로 직교의 자기장을 형성하며 조합된 자기장은 

빔을 지그재그형태로 이동시키고 그림 3-71과 같은 겹침 효과에 의해 균일한 조

사효과를 만들어 낸다.[8]

그림 3-71. 전자석을 이용한 raster scanning 시스템

(4)  Spiral scanning 시스템

빔의 궤적을 나선형으로 만들어 넓은 면적에 대해 균일조사하는 방식이다. 이 방

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여러 형태의 빔에 적용할 수 있고 제어함에 있어 고려인

자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Spiral scanning 시스템은 제어방법에 따라 두 가지 방

식으로 나누어진다.[9]

(1) 조사대상의 회전 각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빔의 sweeping 속도를 회전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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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멀어질수록 빠르게 하는 방식

(2) 빔 sweeping 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조사대상의 회전 각속도를 회전중심에

서 멀어질수록 느리게 제어하는 방식 

그림 3-72. Spiral scanning 시스템의 빔 궤적.

나.  시험이용시설용 Stage를 이용한 균일조사 기술 개발

양성자빔을 BT, IT, NT, ST 등 각분야에서 이용하려면 균일조사를 위한 stage 

및 빔라인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반도체 캐리어 

수명제어기술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조사 균일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1단계에서는 원자력의학원의 MC-50 싸이클로트론에 45MeV 저선량 양성자

빔 이용시설을 구축하면서 spiral scanning 방식과 mechanical wobbler 방식을 적

용할 수 있는 시험이용시설용 stage를 개발하 다. 또한 개발 중인 1.8MeV 시험

이용시설은 raster scanning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stage가 제작되었다.

(1)  Mechanical wobbler scanning 방식

Stage의 회전을 이용해서 두 개의 gaussian beam을 중첩시켜 일정 역에서 균

일한 빔 조사 분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사방법으로 wobbler 전자석을 이용

하는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히 균일한 빔 조사 역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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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stage의 회전으로 인해 ST분야의 실시간으로 전자소자의 상태를 분

석해야하는 실험과 같이 신호처리선 등이 필요한 시료에 대한 조사에는 제약이 

따른다. Gaussian 빔의 일반적인 분포는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된다.

P (x ) =
1

σ
√
2π
exp (−

(x− µ )2

2σ2
)   여기서, 반치폭(FWHM) w= 2.35σ

그림 3-73와 같이 회전 중심에 대해 µ = σ의 거리로 편심을 시켜 회전을 시키면 

그림 3-74와 같은 균일한 조사 역을 형성시킬 수 있다. 

 

그림 3-73. mechanical wobbling 방식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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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빔 크기에 비해 조사 면적이 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그림 3-76과 같은 빔

에 대해 그림 3-77과 같이 빔을 2cm 간격으로 이동시키고 조사시간을 다르게 하

여 조사 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그림 3-78과 같이 지름 300mm이상에 대해 90%이

상의 조사 균일도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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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mechanical wobbling 실험에 사용한 beam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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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 mechanical wobbling 실험에서의 beam과 조사시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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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Mechanical wobbling 방식에 의한 빔 조사 실험 결과

(2)  Spiral scanning 장치

빔의 궤적을 나선형으로 만들어 넓은 면적에 대해 균일조사하는 방법으로 제어방

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

험이용시설에 적용한 방법은 회전각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빔의 sweeping 속도는 

빔의 회전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지도록 제어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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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N은 전체면적을 조사할 경우의 회전수이다.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빔의  

회전각속도를 회전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크게 하고 빔의 sweeping 속도를 일

정하게 제어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그림 3-81과 같은 균일조사 

패턴을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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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 Spiral scanning 방식에 의한 균일조사

(3)  Raster scanning 방식

1.8MeV 시험이용시설에 적용될 조사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다. Scanning magnet을 이용하여 빔을 텔레비전의 주사방식과 같이 지그재그로 

흔들어 중첩하여 균일한 조사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한편 1.8MeV 시험이용시설은 

기존에 원자력 중장기과제로 수행되었던 지뢰탐지용 장치를 위해 제작되었던 

6MeV 빔라인을 이용하여 구축되었는데 이는 좌우 sweeping을 slidax를 이용해 

magnet 전원을 공급하고 상하 sweeping은 함수발생기에서 주어지는 신호를 증폭

시키는 전원을 이용해 magnet을 운 하도록 되어 있다. 즉, slidax로 공급되는 전

원은 진동수가 60Hz로 고정되므로 임의파형 증폭기로 제어되는 magnet의 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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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절하여 최적의 sweeping 패턴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균일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raster scanning 방식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조사패턴을 

선택해야 한다[10].

① 조사대상물에 온도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패턴이 

빔 직경에 비해 충분히 조 해야 한다.

② 조건①과 같이 세 하게 조사될 필요는 없지만 총 조사시간 내에 전체

조사면적을 조사해야 된다.

상하 sweeping magnet의 진동수를 0∼4Hz 범위로 제한하고 좌우 주사진동수 

60Hz를 조합한 형태를 0.1Hz 간격으로 검토했을 때 2.3Hz와 2.9Hz에서 cycle 횟

수가 가장 크다. 따라서 조건 ①의 조 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조건 ②의 주기 

등을 고려했을 때 2.3Hz가 가장 적당한 진동수가 된다.

다.  선량측정 및 조사균일도 측정 기술 개발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빔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선량측정 시스템은 필수적으로 확

보되어야 하는 장치이다. 또한 대면적 균일조사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균일도 측정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에 선량측정 및 조사 균일도를 측정

할 수 있는 film dosimeter와 ionization chamber를 이용한 시스템을 확보하 다. 

Film dosimeter 방법으로는 GAFCHROMIC film과 CTA film 등을 이용하여 측

정할 dose량의 범위에 따라 다양한 필름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다.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들을 비교․검증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을 수행하 다. 한편 2차원 scanning 

densitometer를 확보하여 film dosimeter를 조사균일도 측정장치로 이용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 다.

(1)  ionization chamber를 이용한 선량 측정 시스템 개발

 일반적으로 선량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ionization chamber를 이용하여 

조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 다. 그림 3-82에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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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ionization chamber의 제원은 아래와 같다.

  - Type : PTW markus 23343

  - Measuring volume : 0.055cm3 (6mmφ × 2mm Thickness) 

  - Response : 2×10-9 C/Gy

  - Leakage current : 4×10-15A

  - Window material : Polyethylene

  - Window thickness : 0.03mm

  - Electrode material : Acrylic(PMMA), graphite coated 5.3mmφ

  - Ion collection time :  0.07ms with 400V chamber voltage

  - Max. dose rate at continuous radiation 

                        : 42Gy/s 99% saturation with 400V chamber voltage

6mm

30mm

그림 3-82. PTW markus ionization chamber

또한 그림 3-83과 같이 ionization chamber에 electrometer를 연결하여 데이터를 

측정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성자빔에 의해 발생하는 이온화된 전자를 

400V의 고전압을 인가하도록 구성하 다. 사용된 electrometer의 제원은 아래와 

같다.

- Model : KEITHLEY 6517A

- Current measurement range : 1fA-20mA

- Charge measurements : 10fC-2uC

- Voltage source : ~ DC1000V (resolution 50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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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A(Cellulose Tri-Acetate) film : 일본 원자력연구소와 후지필름이 개발한 

제품으로 10∼150kGy까지 매우 큰 조사선량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film이다. 그러

나 조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해 UV 역의 빛을 지원할 수 있는 densitometer를 별

도로 갖추어야 한다.

(가)  GAFCHROMIC Film Dosimeter[11]

본 연구에서는 사용이 매우 쉽고 조사후 즉시 색의 변화를 통해 별다른 처리공정 

없이 조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GAFCHROMIC film을 이용한 선량측정시스템

을 개발하 다. 간단한 제원은 다음과 같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D-55의 

자세한 제원은 표 3-18에 설명하 다. 또한 구조는 그림 3-86과 같다.

 - Film Type : GafChromic MD-55, HD-810 

 - React : Form a blue colored polymer (Absorption max. at 615nm & 675nm) 

 - Response Range : 2Gy∼100Gy(MD-55), ∼250Gy(HD-810) 

 - Easy to check by the color changing

 - Easy to handle in room-light

  

 그림 3-86. GAFCHROMIC® MD-55 dosimetry film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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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GAFCHROMIC® MD-55 dosimetry film의 제원

Property GAFCHROMIC® MD-55 Radiochromic Dosimetry Film

Configuration Two active layers on polyester substrates laminated with adhesive tape

Size 5" × 5" minimum; other sizes upon request

Substrates 260 gauge clear transport polyester

Active layer thickness Nominally 2 × 16 microns

Laminating tape 100 gauge polyester with double sided adhesive layers approximatedly 1 mil thick

Sensitometric response Net density of 0.9 at 25Gy and 1.75 at 50Gy

Energy dependency < 5% difference in net density for 50Gy exposure at 1MeV and 18MeV

Dose fractionation response < 5% difference in net density for a single 40Gy dose and five cumulative 8Gy 
doses at 30min. intervals

Dose rate response < 5% difference in net density for 10Gy exposure at rates of 3.4Gy/min. and 
0.034Gy/min.

Stability in light < 0.005 changes in density per 1000lux-day

Stability in dark (pre-exposure) < 0.5×10-3 density change/day at 23℃
< 0.2×10-3 density change/day under refrigeration

Uniformity, single sheet < 8% sensitometric response difference

Sheet-to-sheet uniformity < 5% sensitometric response difference from mean

Batch-to-batch uniformity < 10% sensitometric response difference from mean

Post exposure density growth < 12% from 1 hr to 1 day after exposure; < 4% 1 day to 4 days after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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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7. GAFCHROMIC® MD-55 film의 감광도

film dosimeter는 film의 감광도를 측정하기 위해 별도의 densitometer를 필요로 

하는데 GAFCHROMIC film은 그림 3-88과 같이 휴대가 가능한 파장 660nm의 

빛을 제공하는 densitometer를 이용해 간단하게 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 

desitometer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Company : Nuclear Associates

 - Model : 37-443

 - Density Range : 0.0 to 4.00 Density

 - Accuracy : ±0.02 D over specified range

 - Reproducibility : ±0.01 D

 - Aperture : 2mm

 - Sensor : High-efficiency Si photodiode

 - Bandpass filter : 10nm bandwidth centered at 660nm ±2nm

 - Light Source : Ultra bright LED, peak wavelength 660nm

 - With film trans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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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 GAFCHROMIC film을 위한 휴대용 densitometer

그림 3-89는 이러한 선량측정장치를 이용해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

설에서 exit window으로부터의 거리를 변화시키며 빔의 프로파일을 측정한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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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ir Gap = 150cm, 45MeV, 5nA 

그림 3-89. GAFCHROMIC film을 이용한 빔의 프로파일 측정

(나)  CTA(Cellulose TriAcetate) Film Dosimetry

CTA film은 일본 원자력연구소가 후지필름과 함께 개발한 제품으로 

GAFCHROMIC film이 약 250Gy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반해 150kGy의 매

우 큰 선량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측정하려는 선량대에 맞도록 film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TA film dosimeter를 이용한 선량 측정시스템도 함

께 개발하 다.

그림 3-90. CTA film의 흡수선량에 따른 흡광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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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 film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Film Type : CTA 

 - Model : FTR-125 (Fuji Film Co.) 

 - React  :  Form  the  optical  density  change  

 - Response Range : 10∼150kGy (Good for high dose)

 - Thickness : 0.125mm

 - Density : 1.29 g/cm3 

 - Readout wavelength : 280nm

 - Easy to handle in room-light 

 - Long measurement-time in film dosimeter

GAFCHROMIC film dosimeter와 같이 CTA film도 조사선량에 따른 흡광률을 측

정하기 위해서 densitometer가 필요하다. CTA film의 경우 가장 응답성이 좋은 

역이 250nm로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GAFCHROMIC 

film뿐만아니라 CTA film에도 적용할 수 있고 2차원에 대한 측정까지도 가능한 

densitometer를 통해 선량 및 조사 균일도 측정시스템을 구축하 다. 그 제원은 

다음과 같다.

 - Maker : Shimadzu Co.

 - Model : CS-9301PC

 - Wavelength scanning range : 200 ∼ 700nm

 - Measuring range : 200 ∼ 650nm

 - Sample scanning range : X-axis direction : 5 ∼ 195mm

                          Y-axis direction : 2 ∼ 185mm

 - Sample type : Maximum thin-layer plate size (200mm × 200mm),

                 up to 3mm t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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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1. 2차원 조사균일도 측정이 가능한 scanning desitometer

그림 3-92는 CTA film dosimeter를 이용해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

설에서 조사후 측정한 결과이며 그림 3-93은 CTA film dosimeter와 MD-55 film 

dosimeter를 상호비교한 결과로 이를 통해 두가지 방법 모두 신뢰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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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CTA film을 이용한 흡수선량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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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3. GAF film과 CTA film을 이용한 흡수선량 측정 결과의 비교

3.  에너지 측정 기술 개발

  빔의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측정장치로는 반

도체 검출기나 빔 에너지 스펙트로미터 마그넷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

은 고가이며 사용상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MMA 

phantom을 이용한 에너지 측정장치를 개발하 는데 이는 반도체 에너지 측정장

치에 비해 에너지 측정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되

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빔 에너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깊이-선량분포 측정

장치는 쐐기형태의 PMMA phantom을 사용하는데 보편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선

량계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의 깊이-선량분포를 측정할 수 있고, 물 대신 PMMA

를 사용하므로 취급이 매우 용이하다.  

가.  에너지 측정장치 설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50MeV 양성자 빔라인에서의 빔 에너지 측정과 선량 측정을 위

한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 다. 제작된 장치는 18MeV 이하의 양성자빔 선량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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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sheet형 PMMA phantom과 15∼45MeV 양성자빔 선량 측정을 위한 

고정용 쐐기형 PMMA phantom, 이동용 쐐기형 PMMA phantom 그리고 선량 측

정을 위한 Ionization chamber 부분으로 제작하 다. PMMA phantom은 보편적으

로 물을 사용하는 선량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정 도의 깊이-선량 분

포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매우 낮은 에너지의 양성자빔에 대한 깊이-선량분

포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물에 비하여 취급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8MeV 이하의 양성자빔 선량 측정을 위해서는 쐐기형 PMMA가 형성할 수 있는 

두께보다 아주 얇은 두께를 필요로 하므로 6장의 PMMA phantom 시트를 설치하

고 에어실린더에 의해 동작하도록 하 다. PMMA phantom 시트는 원형 형상으

로 최소 지름 45mm 크기의 양성자빔 수용하도록 설계하 다. 15∼45MeV 양성자

빔 선량 측정을 위하여 고정용 쐐기형 PMMA phantom의 길이는 50mm로 하고 

6.84도의 경사각을 가지도록 설계하 다. 이동용 쐐기형 PMMA phantom의 길이

는 115mm이며 6.84도의 경사각을 가지도록 설계하 다. 고정용 쐐기형과 이동용 

쐐기형 PMMA phantom이 겹쳤을때 최소 두께는 2.2mm이고 지름 6mm의 

ionization chamber를 충분히 덮을 수 있으며 최대 19.6mm의 두께를 가지도록 설

계하 다. 쐐기형 PMMA phantom의 끝부분은 충격에 의한 손상을 막기위해 

0.5mm 두께로 설계하 다. 이동용 쐐기형 PMMA phantom은 AC 서보모터를 사

용하여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하 다. 그리고 측정장치 전방에 

지름 20mm 크기의 고순도 알루미늄 재질의 고정형 collimator를 설치하 고 양성

자빔의 개방, 차단을 위한 6mm 두께의 고순도 알루미늄 셔터를 설치하 다. 제작

된 에너지 측정장치의 도면은 그림 3-9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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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4. 에너지 측정장치 도면

(1)  Depth-Dose 측정장치

    - 고정용 쐐기형 PMMA, 이동용 쐐기형 PMMA, LM 가이드 블록으로 구성

    - 고정용 쐐기형 PMMA는 끝부분이 Ionization chamber 측정 역의 끝부분  

        과 일치하며 에어 실린더로 75mm 이동 가능

    - 이동용 쐐기형 PMMA는 75mm이상의 행정거리를 가짐

    - 이동용 쐐기형 PMMA의 좌우왕복운동 기구는 LM 가이드 블록을 

      이용하여 motor의 회전력을 왕복운동으로 전환 가능 

    - 외부로부터 주어진 파형에 따라 속도 및 가속도 제어

 

(2)  에너지 측정장치

    - 6장의 PMMA 시트, holder, 알루미늄 시트로 구성

    - PMMA 시트 holder는 원형 형상이고 beam aperture는 지름 45mm로 제작

    - PMMA 시트 holder는 6장의 시트(0.05, 0.1, 0.2, 0.4, 0.8, 1.6mm)를 설치

    - 각각의 시트는 별도로 탈/부착 가능

    - 알루미늄 시트는 6mm 두께를 가지고 이동시간은 충분히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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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빔 중심은 바닥에서 125cm이며 빔 중심과 PMMA 시트 중심은 같은 

      선상의 높이에 존재

    - PMMA 시트의 최소두께가 0.05mm로 얇으므로 이동 후 정지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충격흡수 기능이 있는 에어실린더 사용

  

(3)  Ionization chamber holder

    - 빔 중심은 바닥에서 125cm이며 빔 중심과 Ionization chamber 설치시      

       중심은 같은 높이에 존재

    - Ionization chamber를 삽입하고 난후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

(4)  이송 장치

     - 에너지 측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빔 진행경로에 향을 주지    

       않도록 충격흡수기능이 있는 에어실린더를 이용하며 30cm이상 이동 가능

     - depth-dose 측정장치, 에너지 측정장치, Ionization chamber holder가 설치  

       되는 이송 장치는 180mm의 좁은 폭을 가짐

     - 이송장치는 빔라인 기본 프레임에 설치 

 

그림 3-95. PMMA phantom을 이용한 에너지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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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5는 설계를 기초로 제작한 에너지 측정장치이다. 그림 3-96(a)는 

18MeV 이하의 양성자빔 선량 측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PMMA phantom 시트

들이며 그림 3-96(b)는 15∼45MeV 양성자빔 선량 측정을 위하여 제작한 쐐기형 

PMMA phantom이다.

     (a) PMMA phantom 시트              (b) 쐐기형 PMMA phantom

그림 3-96. PMMA phantom 사진.

나.  특성실험 결과

  제작한 에너지 측정장치의 성능 실험을 위하여 수동 모드로 깊이-선량 분포를 

측정한 bragg curve 결과와 연속동작 모드를 이용한 정  위치제어에 의한 깊이-

선량 분포를 측정한 bragg curve 결과를 비교한 결과 bragg peak의 위치가 정확

하게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속동작 모드로 PMMA phantom 두께를 

제어할 경우에도 원하는 PMMA phantom 두께를 정확하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3-97은 수동모드와 연속동작 모드에 의해 측정한 깊이-선량 분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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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9(a)는 알루미늄 degrader 두께에 따른 깊이-선량 분포를 쐐기형 

PMMA phantom의 연속동작 모드를 이용하여 bragg curve를 나타낸 것입니다. 

수동으로 측정한 그림 3-99(b)와 비교해보면 Bragg peak 지점이 아주 정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100(a)는 연속동작 모드를 이용하여 측정한 Bragg curve를 

SRIM 코드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한 양성자빔 에너지이다. 수동으로 측정

한 bragg curve의 에너지인 그림 3-100(b)과 비교해보면 알루미늄 degrader의 두

께에 따라 선형적인 에너지를 가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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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 Al foil 두께에 따른 깊이-선량 분포 

((a) 연속동작 모드, (b) 수동 모드의 Bragg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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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0. Al 두께에 따른 에너지

((a) 연속동작 모드, (b) 수동 모드를 이용하여 측정한 양성자빔 에너지.)

  그림 3-101은 target의 위치를 변화시켜 깊이-선량 분포를 측정한 bragg curve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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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 빔 측정 위치에 따른 깊이-선량 분포.

4.  Rotating Range Modulator를 이용한 SOBP 시스템 개발

 양성자는 물질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서서히 잃다가 속도가 매우 

느려지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물질에 전달하고 정지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한 에

너지를 가지고 표적에 입사하는 양성자는 에너지를 물질내부의 국부적인 역에

만 전달하기 때문에 전체 부피에 대해 동일한 조사효과를 유발하지는 못한다. 즉, 

크기가 큰 종자나 식물체의 경우에는 샘플의 전체 부피에 대해 균일한 생물학적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 따라서 빔 에너지를 변조하여 빔의 침투깊이에 해당하는 

생물체 두께에 걸쳐 높은 LET를 전달할 뿐 아니라, 깊이 방향으로 균일한 흡수

선량을 제공하는 SOBP (Spread-Out Bragg Peak) 장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장

치에는 회전형 SOBP 장치와 ridge 필터가 있는데 빔 에너지를 변조하여 깊이-선

량분포를 얻는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12, 13]. 회전형 SOBP장치는 입사하는 빔의 에

너지를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시켜 샘플에 누적된 선량이 깊이에 상관없이 

균일하도록 만드는 장치이고, ridge 필터는 빔의 다중산란을 이용하여 시간이 아

닌 공간적 중첩이 일어나도록 하는 장치이다. 표 3-19는 두 장치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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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설계의 용이성을 위해 42MeV 양성자빔의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변조하

여 균일한 깊이-선량분포를 만드는 회전형 SOBP 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사이

클로트론에서 발생된 양성자 빔에 대해 제작된 장치를 사용하여 SOBP를 형성하

고, 깊이-선량분포를 측정하여 선량 균일도를 평가하 다.

표 3-19. SOBP 장치의 비교 

회전형 SOBP 장치 Ridge 필터

장점

•동작원리가 간단, 명료하여 설

계가 용이함. ⇒ 설계변수가 명

확

•균일한 깊이-선량분포 획득이 

용이함.

•빔의 시간적 구조에 무관함. 

⇒ 사이클로트론과 싱크로트론 

모두에 사용가능함.

•균일한 횡방향 선량분포를 얻

기 위해 주사방법이나 산란방법

이 사용 가능함.

단점

•빔을 연속 인출하는 경우에 적

용됨. ⇒ 펄스 빔을 인출하는 싱

크로트론에서는 부적합함.

•균일한 횡방향 선량분포를 얻

기 위한 방법으로 주사방법은 부

적절함.

•동작원리가 난해하여 설계가 

어려움.

•Ridge 필터의 두께에 따른 빔

의 산란정도가 달라서 주기적인 

빔의 혼합이 불완전함.

가.  회전형 SOBP 장치의 개념설계

  회전형 SOBP 장치는 양성자빔과 상호작용하는 회전날개부와 이를 회전시키는 

구동부 및 지지부로 구성된다. 회전날개부는 조사샘플의 얕은 깊이까지 높은 

LET를 전달하고, 일정한 깊이까지 균일한 흡수선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양

성자 빔이 통과하는 위치에서, 회전에 의해 날개 두께를 변화시킴으로서 샘플에 

입사하는 빔의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림 3-102에서 보여지듯이 bragg peak이 샘플의 얕은 깊이까지 이동한다. 또한, 

회전날개의 특정두께를 통과하는 양성자 개수의 비율을 조정하여 균일한 깊이-선

량 분포를 얻는 것도 가능하다. 회전형 SOBP 장치에서 특정두께를 통과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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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개수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은 각각의 두께에 해당하는 방위각을 서로 다

르게 하여 빔의 체류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샘플의 깊이방향으로 형성되

는 균일 선량분포의 폭은 양성자의 에너지 변조 범위에 의존한다. 만일 양성자의 

에너지를 0에 가깝게 낮추면 선량분포는 그림 3-103와 같이 에너지 변조가 없는 

양성자의 침투깊이에서부터 샘플의 표면에 이르는 범위까지 균일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림 3-102. High LET의 배분원리

Depth 

Dose 

그림 3-103. SOBP 장치에 의해 형성되는 균일한 깊이-선량분포

  MC-50 사이클로트론에서 가속된 양성자 빔은 2mm 두께의 알루미늄 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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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여 공기 중으로 인출되고, 인출된 빔은 Al-degrader에 의해 42MeV에서 

10MeV까지 에너지가 조정되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14]. 따라서 SOBP 장

치는 10∼42MeV 범위의 양성자 빔에 대해 설계되어야 하고, 회전날개의 두께는 

42MeV 양성자의 투과깊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우리는 양성자의 투과 깊이

에 해당하는 SOBP 폭을 얻을 수 있다. SOBP 전체 폭에 걸친 흡수선량의 균일도

는 적어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횡방향 선량 균일도인 90%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 다. 

  회전날개의 크기는 양성자 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SOBP 장치가 위치 

가능한 곳에서 MD-55 필름에 의해 측정된 최대 빔 크기는 2σ 값이 85mm이었고, 

4σ의 크기에 해당하는 빔을 수용할 수 있도록 회전날개를 설계하 다. 그림 

3-104는 양성자빔 인출창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측정된 양성자 빔의 크기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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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4. 양성자빔 인출창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빔 크기 측정

  SOBP 장치의 회전날개는 양성자 빔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이므로 내방사선 특성

이 우수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을 거의 지니지 않아야 하며, 물과 

도가 유사하여 bragg 곡선의 형태가 유지되고 산란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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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강도와 가공성이 우수하여 취급이 용이하고 쉽게 구

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우리는 깊이-선량분포 측정장치에서 phantom으로 

사용하여 양성자 빔에 대한 신뢰도가 검증되고, 도가 1.19g/cm3인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Lucite)를  SOBP 장치의 회전날개 재질로 사용하 다. 

  PMMA 회전날개의 최대 두께는 사이클로트론에서 공급되는 양성자의 최대 에

너지에 대한 침투깊이와 동일하며, 42MeV 양성자 빔에 대해 13.5mm로 주어진다.

표 3-20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회전날개의 기본 설계변수들을 나타내었다.

표 3-20. 회전형 SOBP 장치의 기본 설계변수

기본 변수 설계값

양성자빔 에너지 10 - 42 MeV

선량 균일도 ≥ 90%

빔 크기 최대 ϕ170mm

회전날개 재질 PMMA, Lucite

회전날개 두께 13.5mm

나.  회전형 SOBP 장치의 상세설계 및 제작

(1)  SOBP 장치의 회전날개부 설계 및 제작

  SOBP 장치의 회전날개부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10∼42MeV 

양성자 빔의 넓은 에너지 범위에 대해 선량 균일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정량

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SOBP 장치에 의해 조사샘플 내부에 분포되는 총 선량

과 서로 다른 에너지로 변조된 양성자들의 개별선량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된다.

D(d i)=∑
m

j=1
W jD j(d i) (i=1,2,3,…)                      

여기서 D(d i)와 Dj(d i)는 각각 샘플 깊이 di에서의 총 선량과 회전날개의 j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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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를 통과한 빔이 전달하는 선량을 나타낸다. W j는 j번째 bragg 곡선에 대한 가

중치(beam weight)를 나타내고, 물리적으로는 회전날개의 j번째 두께를 통과하는 

양성자 수의 비를 의미하며, 회전날개의 두께에 따른 방위각으로 환산된다. 따라

서 SOBP 장치의 회전날개 설계는 결국 (m,W j)를 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양성자 빔이 SOBP 장치와 샘플에서 산란되는 것을 무시하면 Dj는 SRIM (The 

Stopping and Range of Ions in Matter) 코드에 의해 계산된 LET로 대체될 수 

있다[15, 16]. 그림 3-105는 서로 다른 두께의 회전날개를 통과한 양성자들에 의해 

샘플에 전달되는 LET 분포를 나타내고, 이를 사용하여 위 수식의 우변을 깊이에 

따라 일정하게 만드는 일련의 (Wj)를 구할 수 있다. 정수 m은 회전날개의 두께를 

등분하는 개수 즉, 두께 간격을 의미하며 선량 균일도에 의해 정해진다. 그림 

3-106은 45MeV 양성자 빔이 물의 깊이방향으로 균일한 선량분포를 만들 때 주

어지는 가중치, (Wj)를 보여준다. 일련의 (Wj)에 의해 만들어지는 선량분포는 그

림 3-107의 실선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가중치를 20MeV 양성자 빔에 적용하면 

그림 3-107의 점선으로 나타난다. 45MeV 양성자 빔에 의해 만들어지는 SOBP의 

선량 균일도는 16mm 범위에 걸쳐 ±1%를 유지한다. 20MeV 양성자 빔의 경우에

는 4.5mm 범위에서 대략 ±5%의 균일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설계된 선량 균일도

와 일치한다. 이때 PMMA 회전날개는 0.5mm 두께 간격으로 설계되었다. 

동일한 빔 가중치를 20MeV 이하의 양성자 빔에 적용하면 Bragg 곡선이 더욱 가

파르게 변화하여 SOBP의 선량 균일도가 ±5% 이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성자 빔에는 에너지 분산이 존재하여 Bragg 곡선을 퍼트리는 역할을 한

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설계된 SOBP 장치를 20MeV 이하의 양성자 빔에 적용하

여도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20MeV에서 계산된 균일도와 비슷한 선량분

포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PMMA 회전날개와 샘플에서 양성자 빔이 산

란되어 입자수 도(fluence)가 샘플 깊이에 따라 변하는 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조사샘플과 유사한 도를 가진 PMMA를 에너지 변조용으로 사용하

고 있어서 샘플의 모든 깊이에서 유사한 빔 크기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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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5. 회전날개를 투과한 양성자빔이 물과 등가인 샘플에 전달하는

 LET 분포 - 투과후의 빔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투과 깊이는 얕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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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 45MeV 양성자빔의 SOBP 형성을 위한 빔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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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된 회전날개는 한 장의 PMMA 판을 가공하여 제작하 다. 그림 3-108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전 휠에는 90˚ 각도 주기로 4개의 회전날개가 있고, 1개의 회전

날개에는 0.5mm 두께 간격으로 27개의 스텝이 만들어져 있다. 

(2)  SOBP 장치의 구동부와 지지부 설계 및 제작

  SOBP 장치의 구동부는 1개의 AC 모터와 모터 제어용 드라이버, 그리고 회전 

휠과 모터를 연결하는 어댑터로 구성된다. 양성자 조사샘플에 균일한 깊이-선량

분포를 제공하려면 휠은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해야 한다. 계산에 따르면 1% 정도

의 선량 균일도를 유지하기 위해 0.01%의 주파수 분해능을 가진 4극 AC 모터에 

요구되는 회전속도는 120rpm 이었다. 모터의 회전속도는 엔코더에서 검출된 회전

속도에 의해 피드백 제어되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장치의 지지부는 양성자빔 인출 빔라인 지지대의 직선운동 레일 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빔이 통과하는 회전날개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그림 3-108은 설계된 SOBP 장치의 설계도면이고, 그림 3-109

는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에 설치된 SOBP 장치를 보여준다. 설치된 장치는 빔 

인출방향으로 위치이동이 가능하여 다소간의 flux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다.

그림 3-109.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에 설치된 SOBP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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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깊이방향 흡수선량 측정 및 평가

  SOBP 장치를 일정한 회전속도로 구동하면서 사이클로트론에서 인출된 양성자 

빔의 에너지를 변화시켜 SOBP 장치의 깊이-선량분포를 측정하 다. 빔 인출창을 

통해 대기중으로 인출된 양성자 빔은 여러장의 얇은 알루미늄 막을 통과하는 과

정에서 에너지가 조절된다. 사용된 양성자빔의 에너지는 각각 35.5, 23.0, 그리고 

14.5MeV이다. 깊이에 따른 선량분포는 PMMA 팬텀을 사용하는 깊이-선량분포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개의 쐐기형 PMMA 팬텀을 순차적으로 겹쳐

서 빔이 투과하는 두께를 변화시키고, 투과한 빔이 이온 챔버에 발생시키는 전하

량을 측정하여 흡수선량으로 환산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는 그림 

3-110에서 보여주고 있다. 3가지 양성자빔 에너지에 대해 측정한 선량분포는 

±5% 내외의 균일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SOBP의 폭은 각각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성자의 침투깊이로 주어졌다. 하지만 측정된 결과는 동일한 에너지에 

대해 SRIM 코드로 계산된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양성자빔 전류의 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빔 전류를 이온 챔버를 사용하여 선량 측정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측정하 다. 10분 동안 측정된 빔 전류의 시간 안정성은 그림 3-111

에 나타나 있으며, 평균 전류값에 대한 최대 전류 변화폭은 ±15%에 해당한다. 따

라서 측정된 SOBP의 균일도가 계산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빔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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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PMMA 표적에서 이온 챔버를 사용하여 측정한 깊이-선량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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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이온 챔버를 사용하여 측정한 빔 전류의 시간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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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MeV 양성자빔 이용시설 개념 설계

 2009년 20MeV 빔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20MeV 양성자

빔 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 20MeV 이용시설의 개념적 Layout은 

그림 3-112와 같고 양성자빔 분배 방법은 20MeV 양성자빔을 가속라인에서 

switching magnet을 이용하여 인출하고 이를 AC magnet을 이용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동시에 3∼5개의 빔라인에 빔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20MeV 빔라인은 크게 high flux 역과 low flux 역으로 나누어 운

할 예정이다. 즉 1012∼1015 / cm2-s  정도의 높은 flux를 제공할 high flux 빔라인

과 106∼1010 / cm2-s 정도의 low flux 빔라인으로 나누어 구축될 예정이다. 이는 

생체시료에 대한 이온빔 조사효과 등을 주로 연구하는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낮은 

dose를 전력반도체의 이송자 수명제어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는 높은 dose를 필요

로 하는 데 이와 같은 여러 조사조건을 만족시켜주기 위함이다. 

Proton Beam
Chopper

RFQ

DTL

Injector
Beam 
Distribution
Magnet

A
B

C
BC

A

Beam Distribution 
Magnet’s
Magnetic Field

Switching
Magnet

그림 3-112. 20MeV 빔라인 및 빔 배분방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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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선량 및 고선량 빔라인 장치 설계 및 광학계산

그림 3-113. 20MeV 이용시설 layout

그림 3-114. 20MeV 이용시설의 빔라인 광학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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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펄스빔에 대한 조사조건 계산 및 장치 설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현재 개발 중인 대용량 가속기는 기존의 장치

들과는 달리 20MeV / 100MeV 의 빔을 인출하여 switching magnet을 이용하여 

각각 최대 5개의 빔라인으로 동시에 양성자빔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빔라인만 사용했을 때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여러 이용자들에게 빔 

이용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현재 사업

단에서 개발 중인 선형가속기에서 만들어지는 빔은 그림 3-115에서 보여지는 바

와 같이 0.1∼2ms의 시간 폭을 가지는 펄스형태의 빔을 120Hz의 반복성을 가지

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어 최대 24%의 빔 duty를 가진다. 

그림 3-115. chopper를 이용한 펄스빔의 생성  

많은 이용자들에게 빔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단에서는 펄스형태의 빔을 swi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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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에 그림 3-116과 같은 형태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중에 

있다. 이 양성자빔 분배장치에서 switching magnet의 진동수는 2.5Hz이고 rise 

time과 flap-top time은 각각 25ms이다.

그림 3-116. switching magnet의 이상적 자기장 profile

그림 3-117과 그림 3-1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속관에서 인출된 하나의 펄스 빔

이 switching magnet을 이용해 flat-top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분배가 되면 ①과 

⑤, ②와 ④, ③이 각각 다른 형태의 빔 조사가 이루어진다. 즉 ①과 ⑤, ③은 각

각 400ms, 200ms의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의 펄스 빔이 분배되고 ②와 ④의 경우

에는 100ms, 300ms의 불규칙한 간격을 두고 빔이 분배된다. 따라서 1단계에서 연

구되고 사용 중인 균일조사 방법이 연속 빔에 대해서만 고려된 것을 감안하면 이

상의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펄스빔에 대한 균일조사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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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20MeV 빔 수송 및 빔라인 개략도

(A)

(B)

(C)

그림 3-118. Switching magnet에 의해 분배되는 펄스빔의 형태

((A):③, (B):②④, (C):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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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 및 1.8MeV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을 통해 

개발된 균일 조사 방법과 여러 문헌에 나오는 방법들을 조사하여 펄스빔에 적용

할 수 있는 균일조사방법을 검토하 다. 그 결과 raster scanning 방식과 wobbler 

scanning 방식에 대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1) Wobbler scanning 방식

   가속기에서 인출되는 빔은 최대 120Hz의 주기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switching magnet은 2.5Hz로 그림 3-116과 같이 동작하도록 개발 중이다. 따라서 

switching magnet의 flat-top 자장구역 하나에 0.1ms∼2ms의 폭을 가지는 펄스빔 

하나가 기본적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1cycle에 8개의 펄스빔이 있으므로 총 

20Hz로 빔이 제공되는 것으로 고려하 다. 

 wobbling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 개의 dipole magnet을 사용하고 

각각이 sine 및 cosine 형태의 자장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원형의 빔 궤적을 만

들도록 한다. 그리고 궤적의 반경을 조절하여 중첩시킴으로써 대면적에 균일한 조

사효과를 얻는 방식이다. 20MeV 빔 이용시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0.1ms∼2ms

의 폭을 가지는 펄스빔이 그림 3-118과 같이 빔라인에 따라 달리 공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조사조건을 개발하여야 한다. 우선 최소 빔폭인 0.1ms의 빔으로 하나의 

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10kHz로 작동할 수 있는 magnet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

질적으로 수 kHz 이상의 magnet을 제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비용면에서 어려

우므로 2ms의 빔폭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 고려하면 2kHz 정도로만 동작하면 된

다. 앞에서 설명한 spiral scanning 방식에서 얻어진 수식에서 중심에서의 빔의 위

치를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의 원형 빔궤적을 만든 후 반경을 크게 

하도록 고려하면 빔의 궤적 반경을 구할 수 있다. 즉, 빔의 회전반경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 R

√
wt
2πN

여기서, dS는 조사면적 증가량, r은 빔의 위치, w는 각속도, R은 전체조사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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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N은 전체면적을 조사할 경우의 회전수이다. 또한 t는 빔폭의 배수가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함으로써 그림 3-119와 같은 표적에서의 빔 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119. 펄스빔을 이용한 wobbling 방식으로 조사했을 때의 빔 궤적

(2) Raster scanning 방식 

 Raster scanning 방식은 wobbler 방식과 같이 두개의 dipole magnet을 이용한

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좋은 조사 균일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raster scanning 방식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조사패턴을 선택해야 한다.

① 조사대상물에 온도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패턴이 

빔 직경에 비해 충분히 조 해야 한다.

②  총 조사시간 내에 전체 조사면적을 조사해야 된다.

각각의 빔라인에서 인출되는 빔의 형태가 다르므로 먼저 그림 3-12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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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ing magnet을 사용하지 않고 빔을 조사하는 경우 빔은 20Hz로 공급된다. 

빔폭을 0.1ms으로 했을 때 수평방향으로 하나의 궤적을 만들기 위해 5kHz의 진

동수를 가지는 magnet이 필요하다. 또한 이때 빔 궤적의 한주기는 50.1ms이고 

19.96…의 진동수를 가진다. 따라서 수직방향으로의 진동수는 임의의 정수배로 동

작하여도 두 진동수의 최소공배수가 충분히 크므로 빔 궤적이 중복되지 않고 조

한 빔 궤적을 만들 수 있다. 즉, 조사 조건 ①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
50.1ms

그림 3-120. 빔폭이 0.1ms 일때의 빔궤적

한편, 빔폭을 2ms으로 했을 때 수평방향으로 하나의 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250Hz의 진동수를 가지는 magnet이 필요하다. 이때 빔 궤적의 한주기는 52ms이

고 19.23…의 진동수를 가진다. 이 경우에도 수직방향으로의 진동수는 임의의 정

수배로 동작하여도 조사 조건 ①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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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야별 기초․예비실험을 위한 시험이용시설 구축 및 운

1.  45MeV 저선량 시험이용시설 구축 및 빔 조사 실험

빔 이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실증 실험의 수행을 위해 2003년 원자력의학원의 

MC-50 싸이클로트론에 45MeV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을 구축하고 주로 108∼

1011/cm2-sec 범위의 저선량 양성자빔 조사실험을 수행하여 왔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매월 2회씩 회당 3일에 걸쳐 빔 조사실험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13개의 빔 이용 기술 개발 과제에서 48건의 실험을 수행하 다. 아래 그림 

3-121과 3-122에는 45MeV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의 규격과 사진 및 도면을 나

타내었다.

• Irradiation area   : < 8cm diameter 
• Alignment accuracy   : < 0.1 mm
• Beam energy from cyclotron

: 35 and 45MeV
• Maximum energy 

: 38MeV external beam at atmosphere
• Wobbler and spiral scanning are available
• Vacuum pressure : < 4×10-7 torr

• Irradiation area   : < 8cm diameter 
• Alignment accuracy   : < 0.1 mm
• Beam energy from cyclotron

: 35 and 45MeV
• Maximum energy 

: 38MeV external beam at atmosphere
• Wobbler and spiral scanning are available
• Vacuum pressure : < 4×10-7 torr

그림 3-121.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이용시설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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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의 도면

양성자빔 수요조사에 따르면 저선량 양성자빔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BT분야

와 ST 분야가 대표적이다. 각 분야별 요구되는 빔 규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요구 빔 규격 (Ⅰ) : BT 분야

- 주 이용 과제명

      ․ 양성자빔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유용 유전자원 개발 

      ․ 양성자빔을 이용한 환경재해 저항성 및 산업 이용 가능 맥류 개발

      ․ 양성자빔 이용 화훼 및 채소작물의 고부가 신품종 개발 및 변이체 해석 

      ․ 양성자빔을 이용한 고부가 가치 화훼류 및 신품종 개발과 변이체 해석

- 조사면적 : 최대 직경 5 cm

- 에너지 : 30∼40 MeV

- Total Dose : 10∼ 2000 Gy 

- 온도 : < 50℃

- 조사균일도 : > 90%

- 특기사항 : 대기 중 빔 조사 (External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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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미생물               (b) 화훼 (나리)

        

                 (c) 종자                      (d) 배추종자

그림 3-123. 양성자빔 조사를 위한 생물 시료 사진

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요구 빔 규격 (Ⅱ) : ST 분야

- 이용 과제명

․인공우주방사선 환경재현시설 개발 및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기술개발

- 조사면적 : 최대 직경 3 cm

- 에너지 : 20∼40 MeV

- Flux Density : 10
6∼109 /cm2-sec

- Total Dose : ∼1000Gy

- 조사균일도 : > 90%

- 특기사항 : 대기 중 빔 조사 (External Beam)

Irradiation Area

그림 3-124. 조사 대상 기판 사진

(PCB 기판 크기 : 20cm×30cm,  조사대상소자크기 : 2.6cm×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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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은 고에너지의 양성자빔으로 인해 조사구역

은 방사선으로 인해 빔 조사 중이거나 직후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종 측

정시스템 및 구동시스템을 운 함에 있어 장치조정 및 신호처리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PC 기반의 National Instrument(NI)사의 LabWindows/CVI를 이

용하여 stage 구동, degrader/scatterer 장치의 motion control system을 구축하

다. 또한 ionization chamber로에서 측정된 신호를 비롯한 각종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신호처리시스템도 구축하 다. 조사구역 내에는 여러 대의 CCD camera를 

설치하여 실험 중에 조사구역 안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 으며 beam의 

profile을 측정할 수 있고 싸이클로트론에서 나오는 빔의 align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phosphor screen을 monitoring 할 수 있는 장치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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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의 주요 목적이 BT 및 ST 분야이고 특히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BT분

야의 시료가 각종 미생물, 식물체 및 종자 등으로 성격상 외기빔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이에 싸이클로트론에서 인출되는 양성자빔은 2mm 두께의 Al exit window

를 통하여 대기로 인출되도록 장치를 개발하 다. 원자력의학원의 싸이클로트론 

운 에 있어 인출빔의 align은 carbon 재질의 4개 ring 조각으로 구성된 

SBD(stray beam detector)를 활용하여 beam path에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빔 크기와 정확한 align은 어려운 구조이다. 본 과제에서

는 exit window로 사용되는 2mm 두께의 Al window에 인광물질인 P43을 도포한 

phosphor screen을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빔 조사 실험시 빔인출 여부와 align, 

빔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 다. Phosphor screen을 비롯한 exit 

window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Exit Window Substrate : Pure Al (<99%)

 - Phosphor screen

  Type : P43 (Gd2O2S : Tb)

  Light Emission Range : 360nm~680nm (Max. at 545nm)

  Color : Green    

 Coating Thickness : 50μm

 Density : 7.5 g/cm
3

 - With water cooling 

  

그림 3-128. Exit Window Unit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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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Phosphor Screen에서의 빔 위치 측정 사진

   (a) Beam tunning 전

   (b) Beam tunning 후

그림 3-130. CCD camera 로 측정한 Phosphor Screen 발광에

 따른 Beam Profile

다.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 운  실적 

■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총 의뢰 및 서비스 건수 : 338건 

- 산업체 : 12건 (16%) 

- 대  학 : 28건 (73%) 

- 연구소 :  8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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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 실적 

표 3-21.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 실적 (2004년)

순

번
과제명

과제책임

자
시료

시료수

(ea)
비고

실험

횟수

1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환경친

화적 유용유전자원 개발
김인규

생분해성 프라스

틱
20 KAERI 2

2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환경재

해 저항성 및 산업이용 가능맥류 

개발

서용원 맥류 20
고려대학

교
1

3

양성자 빔 이용 화훼 및 채소작

물의 고부가신품종개발 및 변이

체 해석

이광식
배추, 무, 고추 

등
60

뉴서울종

묘기술연

구소

4

4

양성자빔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화훼류 신품종개발과 변이체 해

석

배창휴
나리, 장미, 백합 

등
246

순천대학

교
5

5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 시설 

개발 및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

기술 개발 연구

민경욱 반도체 20
한국과학

기술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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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  82개 시료 ( 4회)

- 학교 :   378개 시료 ( 13회)

- 산업체 :  89 개 시료 ( 8회)

       표 3-22.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 실적 (2005년 8월까지)

6

중성자 산란법을 이용한 자기 조

립법으로 합성된 나노 소재의 구

조분석에 대한 연구

허 덕 나노 소재 25
단국대학

교
2

7
양성자 빔을 이용한 새로운 생체

적합성 박막개발
신관우 PS 고분자 박막 30

광주과학

기술원
1

8
양성자 빔 이용 버섯종균의 고부

가 신품종 개발
권혜진 버섯종균 14

(사)두레

친환경농

업연구소

1

9

사람 말초임파구를 이용하여 양

성자빔의 RBE 및 선량반응 관계

식 확립

김태환
사람의 말초임파

구
10

경북대학

교
1

10
양성자 빔을 이용한 in vitro 

cell-based assay 방법 개발
임향숙 뇌의 암세포 27

카톨릭대

학교
1

11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마이크

로 용접특성 및 용접 방법 개발
장혁규 Pyrex + Si wafer 15

(주)메카

트로닉스
3

12
이온빔 이용 식물 육종기술 및 

돌연변이체 개발
강시용

고추, 깻잎, 벼 

등
62 KAERI 2

순번 과제명
과제책임

자
시료

시료

수
비고

실험

횟수

1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환경친화

적 유용유전자원 개발
김인규

생분해성 프라스

틱
25 KAERI 2

2
양성자빔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화

훼류 신품종개발과 변이체 해석
배창휴

나리, 장미, 백합 

등
191

순천

대학

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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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  66개 시료 ( 4회)

- 학교   : 590개 시료 ( 15회)

- 산업체 : 119개 시료 ( 4회)

2.  1.8MeV 시험이용시설용 장치 개발

2000년도에 지뢰 및 폭발물 탐지 장치 개발을 위해 제작된 1MV 탄뎀가속장치를 

활용해 1.8MeV 양성자빔 시험이용 시설을 구축 중에 있으며, 빔라인 장치의 개발

을 완료하 다. 그림 3-128에는 1.8MeV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용 장치 사진 및 

도면을 나타내었다.

3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 시설 

개발 및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

기술 개발 연구

민경욱 반도체, wafer 107

한국

과학

기술

원

3

4
양성자 빔을 이용한 새로운 생체

적합성 박막개발
신관우 PS 고분자 박막 62

광주

과학

기술

원

3

5
양성자 빔 이용 버섯종균의 고부

가 신품종 개발
권혜진 버섯종균 119

(사)두

레친

환경

농업

연구

소

4

6

사람 말초임파구를 이용하여 양성

자빔의 RBE 및 선량반응 관계식 

확립

김태환
사람의 말초임파

구
112

경북

대학

교

1

7

금 나노로드의 결정 성장: 금 나노

로드의 모양, aspect ratio, 조성의 

조정

송재희
금 나노선이 포함

된 용액
118

순천

대학

교

5

8
이온빔 이용 식물 육종기술 및 돌

연변이체 개발
강시용 고추, 깻잎, 벼 등 41 KAER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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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18 (NEC)

BPM-83 (NEC)

Quadrupole Magnet

Chuck

Step for 5”
and 6” wafer 

Steerer

Irradiation 
ChamberBPM

Scanning MagnetsElectrostatic
Steerer

G/V

TMP
(800L/sec)

G/V

BPM

Motion Feedthrough

Irradiation 
ChamberBPM

Scanning MagnetsElectrostatic
Steerer

G/V

TMP
(800L/sec)

G/V

BPM

Motion Feedthrough

그림 3-128. 1.8MeV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

제 4 절 빔 이용기술개발 분야 기술지원

1.  국내외 빔 이용시설 활용지원

본 과제에서는 2009년 20MeV, 2011년 100MeV의 양성자빔이 본격적으로 공급되

기 전에 이용자들이 예비 및 실증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시설 및 저에너

지 빔 이용시설을 개발하여 빔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실험을 수

행하기 곤란한 조건에 대해서는 국외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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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이용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위한 체계로 다음과 같은 시

설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 국외 빔 이용시설 : RIKEN(일본), 이온공학센터(일본), PSI(스위스) 및     

                         RAL( 국) 등

   • 국내 빔 이용시설 : 45MeV 저선량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MC-50         

                        싸이클로트론, KIRAMS), 1.8MeV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1MV tamdem, KAERI) 및 저에너지      

                        이온주입장치 등

사 업 단
(빔이용랩)

양성자빔
이용기술
개발 과제

이용자
프로그램

대외
수요조사

및
선행연구

BT/ST 용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
(KIRAMS, MC-50 cyclotron)

NT 용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

(PEFP, 1MV 탄뎀가속기)

저에너지
이온 주입장치
(PEFP, Implanters)

1.75MV 탄뎀가속기
(KIGAM)

일본
이온공학센터 일본

RIKEN
스위스 PSI

영국 RAL

각 이용 분야별 빔 조사조건 및 결과 등에 대한 DB 구축
본 장치 구축 시 확보되어야할 이용 기술 개발 관련 장치 및 시설들에 대한 기본 자료

수요조사
빔 조사조건
해당 이용 기술 관련 참고 자료
타 시설 이용 관련 데이터

국내 양성자빔 이용시설 활용 지원
시험이용시설 구축 및 빔 조사 실험 수행

국외 양성자빔 이용시설 활용 지원
관련 기술 자료 입수 및 제공

사 업 단
(빔이용랩)

양성자빔
이용기술
개발 과제

이용자
프로그램

대외
수요조사

및
선행연구

BT/ST 용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
(KIRAMS, MC-50 cyclotron)

NT 용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

(PEFP, 1MV 탄뎀가속기)

저에너지
이온 주입장치
(PEFP, Implanters)

1.75MV 탄뎀가속기
(KIGAM)

일본
이온공학센터 일본

RIKEN
스위스 PSI

영국 RAL

사 업 단
(빔이용랩)

양성자빔
이용기술
개발 과제

이용자
프로그램

대외
수요조사

및
선행연구

BT/ST 용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
(KIRAMS, MC-50 cyclotron)

BT/ST 용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
(KIRAMS, MC-50 cyclotron)

NT 용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

(PEFP, 1MV 탄뎀가속기)

NT 용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

(PEFP, 1MV 탄뎀가속기)

저에너지
이온 주입장치
(PEFP, Implanters)

저에너지
이온 주입장치
(PEFP, Implanters)

1.75MV 탄뎀가속기
(KIGAM)

1.75MV 탄뎀가속기
(KIGAM)

일본
이온공학센터 일본

RIKEN
스위스 PSI

영국 RAL

각 이용 분야별 빔 조사조건 및 결과 등에 대한 DB 구축
본 장치 구축 시 확보되어야할 이용 기술 개발 관련 장치 및 시설들에 대한 기본 자료

수요조사
빔 조사조건
해당 이용 기술 관련 참고 자료
타 시설 이용 관련 데이터

국내 양성자빔 이용시설 활용 지원
시험이용시설 구축 및 빔 조사 실험 수행

국외 양성자빔 이용시설 활용 지원
관련 기술 자료 입수 및 제공

그림 3-129. 국내외 양성자빔 이용시설 활용지원 체계

2.  빔이용 연구관련 해외과학자 초청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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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빔을 활용한 빔 이용기술개발에 있어 아직 활성화가 미비한 국내의 연구환

경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양성자빔 이용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이에 본 과

제에서는 BT 분야와 ST 분야의 양성자빔 이용기술 관련한 해외 과학자를 초청

하여 관련 기술에 대한 자문과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 다. 뿐만 

아니라 빔 이용시설의 구축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해외기관의 과학자도 초

청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었다.

표 3-23. 해외 과학자 초청 자문

초청 해외 과학자 소속 자문 내용

Dr. Abe Tomoko 일본 RIKEN
RRC(RIKEN Ring Cyclotron)에서의 신종 식

품유전자원 개발

Dr. W. Hajidas 스위스 PSI
PSI의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우주부품 내

방사선 시험 기술 개발

Dr. M. Fukuda 일본 TIARA TIARA의 빔 이용시설 개발

3.  빔 이용시설 보유기관 방문을 통한 기술 개발 및 이용협의

표 3-24. 빔 이용시설 방문 및 협의 내용

국가 기관명 협력분야 추진현황 / 예정

미국

ORNL
1. SNS 현황

2. 빔 활용(User Pro.)

◦SNS 건설현황 파악 및 국제협력관계 수립 협의 

(2003. 9월)

BNL  빔 이용기술 개발
◦빔 이용시설 현황 파악 및 기술협력 협의 

(2003. 9월)

스위스 PSI  빔 활용(양성자빔)

◦ST/BT 등의 PSI시설 활용검토 필요

◦양성자빔 활용 현황파악 및 기술협력 협의 

(2003. 9월) 

영국 RAL(ISIS)  빔 활용(중성자원)
◦ISIS 활용현황 및 시설확장 계획 파악 및 기술협

력 협의 (200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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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명 협력분야 추진현황 / 예정

일본

KEK  빔 활용(User Pro.)

◦2004.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KEK를 

방문하여 J-PARC DTL 실험에 참가

◦양국에서 개최되는 Workshop을 위주로 협력

JAERI
1. J-PARC 현황

2. 빔 활용

◦J-PARC의 건설현황 파악 및 협력관계 협의 

  (2004. 9월)

◦TIARA와 빔이용연구 협력방안 협의 및 

양성자빔 이용연구시설 설계 및 건설관련 

기술협의 (2004. 9월)

RIKEN  빔 활용
◦빔 이용기술관련 협의 및 실험 의뢰/참관 

 (2003. 11월)

이온공학센터  빔 활용

◦양성자빔 조사 실험에 따른 절차 및 경비 조사 

및 협의 및 이온공학센터와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단과의 국제협력 업무 협의 

 (2003. 11월)

◦빔 이용기술 개발 협력방안 협의 (2004. 9월)

JASRI  빔 활용 ◦빔 이용시설 관련 협의 (2004. 9월)

중국

CIAE  빔 활용 ◦빔 활용 필요시 접촉 예정

Peiking 
Univ.

 빔 활용 ◦빔 활용 필요시 IHEP 지원 하에 추진

  

   

제 5 절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구축 및 운

1.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개선 및 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저에너지 이온주입장치를 개발하여 

10년 이상 국내 20여개 기관에 이온빔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또한 이 장

비들에 대해 성능 개선을 꾸준히 수행하여 다양한 산업화 적용연구를 수행하 다.

장치별로 수행된 성능 개선 작업과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의 운  실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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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스이온주입장치 

이온원에서의 인출부의 인출단을 개선하여 20keV, 10mA 이온원을 50keV, 20mA 

이온원(그림 3-130)으로 교체하여 전체 이온빔 가속에너지를 100 keV, 2∼3mA에

서 150 keV, 6∼7mA로 향상시켰다. 이에 따라 가변형전원과 절연변압기 등을 교

체하 으며 에너지 및 전류값의 상승 이외에도 공간상의 효율을 높여 방전이 일

어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 다. 교체된 이온원 전원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Magnet P/S : 30V, 10A

 - Filament P/S : 15V, 100A

 - Extraction P/S : 50kV, 20mA

 - Bias P/S : -10kV, 10mA

 - 절연변압기 : 60kV, 6kVA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전원은 아날로그식의 구모델로써 슬라이닥과 함께 불필요한 

부품들이 존재함으로 인해 공간상의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Arcing이 발생했을 

경우 화재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스위칭타입 전원으로 교체함으로써 플

라즈마 제어가 용이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3-130. Duo-PIGatron 이온원 (50kV, 2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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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 수정 및 정비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챔버크기를 500×500×500을 

700×700×700로 교체 제작 설치하 다. 또한, 현재 장착되어진 지그는 o-ring 타입

으로 되어 rotation시 냉각수의 유출확률이 있으며, 상하 제어가 되지 않아서 실험

시 빔 위치를 정확히 제어할 수 없고, 빔 조사각도를 주는 실험에 있어서 정확한 

값이 관측되지 않아 부정확하며, 지그재질이 Al이어서 냉각수 순환시 석회가루가 

발생하여 냉각수 흐름을 차단시킨다. 이를 보완하고자 진공 중 지그운전시 

sealing을 magnetic 베어링으로 교체하 으며, rotation, tilting, up-and-down을 

하나의 모듈로 제작하여 자동으로 정확하게 제어하고, 빔 조사시 500℃까지 열 실

험도 가능한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빔 조사시 시편의 열에 의한 물성실험도 가

능할 것이다. 챔버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는 장치 보수시 작업하기에 공간이 너

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배선라인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공간적인 측면과 시각적 

측면에서 모두 재고되어져야 한다.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깨끗한 이미지

와 함께 공간상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전기 배선을 정리하여 전기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고자 한다. 장치 운전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은 터치스

크린 방식의 PLC로 제어가 가능하게 하 다. 또한 빔 전류 측정의 정확도를 기하

기 위해 beam diagnostic System을 500G 자장 값을 갖는 패러데이컵 장치로 교

체 설치하 다. 그림 5-131은 장치 개선전․후의 기체이온주입장치 사진이다. 

     

      

그림 3-131. 기체이온주입장치 개선전(좌)과 개선후(우)

나.  반도체용 이온주입장치 

이온주입공정시 고전압 방전 등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전압 터미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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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사이에 분전저항단(20㏁ 15ea 직렬연결)을 설계 제작하여 장치에서의 

Arcing을 방지하여 작업안정성을 높 으며 또한 그라운드에서의 접지를 1종접지

봉을 설치하여 연결함으로서 장치간의 노이즈 방지를 최대화하 다. (그림 5-132 

참조)

     

그림 3-132. 반도체용 이온주입장치에 설치된 분전저항단(좌)과 접지함(우)

또한 공정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진공펌프의 용량을 1500l/s에서 

2400l/s로 교체함으로서 진공배기시 작업진공도인 1×10-5torr까지 도달하는 시간

이 기존에 10분에서 1-2분대로 단축하 다. 또한 기존의 고진공펌프는 장치 off시 

6시간정도 소요되나 개선된 장치는 30분에 고진공펌프를 off시킬 수 있다. 

 

그림 3-133. 반도체용 이온주입장치에 설치된 고진공배기용 TMP(좌)와 

제어전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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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운전시 타겟에서의 낮은 이온빔 전류를 개선하기 위하여 빔라인 정렬을 개

선하 으며 각각의 빔 수송계에서의 빔 형상을 제어하는 장치를 최적화하 다. 가

속관, magnetic quadrupole, scanner 분리 후 각각의 위치에서의 빔 형상을 점검

하 으며 Analyzing Magnet을 지난 후의 빔의 형상은 이온원에서의 수평막대형 

빔 형상에서 이온 분리후 수직 막대형 빔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가속관을 지난 후 

빔은 집속되는 형상을 보 다. 따라서 scanner에서 빔을 회절시켜 주기 위해서 가

로막대형의 빔이 필요한데 Magnetic Quadrupole에 3A를 인가한 경우 수평 막대

형 빔 형상을 얻을 수 있었다. 각각의 위치애서의 빔 형상의 변화는 그림 5-134

에 나타내었다.

20kV 인출, N2
+ ion beam 50kV 가속, N2

+ ion beam 
MQ 3A 인가 50kV 가속, 

N2
+ ion beam 

그림 3-134. 반도체용 이온주입장치 빔 수송계 각각의 위치에서의 빔 형상 변화

다.  금속이온주입장치 

기존의 진공배기시스템은 노후화 되었으며 저진공펌프의 경우 피스톤 방식이라 

소음이 크고 화재발생의 위험도 있어서 Roater방식의 로터리펌프로 교체하 으며, 

고진공 펌프의 경우 12인치의 LN2 Trap이 없는 워터배플식이라 공정시 오염에 

대해 취약하며 진공배기속도 또한 크기에 비해 작으므로 LN2 Trap이 설치된 8인

치 Diffusion Pump를 설치하 다. 진공배기시스템을 개선한 후 진공배기시, 챔버

부피 1000ℓ일 때 대기압에서 1×10-2torr 까지 배기하는데 1560l/min.의 RP로 배

기할 경우 7분 12초가 소요되고, 8인치 DP (S:1950l/s)의 경우 1×10-2torr에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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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진공도인 1×10-5torr까지의 도달시간은 1330초(22분 10초)가 소요된다. 따라서 

총 배기시간은 기존의 2시간에서 약 30분이면 공정을 수행하는 준비가 완료된다.

이온원에서의 금속플라즈마의 안정을 위해 플라즈마 발생 전원부를 일체형으로 

설계 제작(그림 3-135 참조)하 으며, Cr 이온빔 인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Filament P/S : 45∼48A 

 - Emission Heated Cathode P/S : 700∼800 V 

 - Heated Discharge Chamber P/S : 24A 

 - ARC P/S : 200V 

 - Crucible P/S : 4.2V, 100A 

 - Crucible Temp. : 550℃ 

 - Ion Source magnet P/S : 2.38V, 4.00A 

 - High Voltage Extraction P/S : 20kV, 1mA 

그림 3-135. 금속이온주입장치의 금속이온원 및 제어전원

또한 정확한 빔 진단을 위해 타겟 앞쪽에 이송식 패러데이컵 장치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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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금속이온주입장치에 설치된 이송식 페러데이컵 장치

라.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운  실적

산업체

대학

연구소

계

140

130

120

11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2                    2003                      2004 

83 

52 

3 

138 

31
36

40

107

93

10

60

23

산업체

대학

연구소

계

140

130

120

11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2002                    2003                      2004 

83 

52 

3 

138 

31
36

40

107

93

10

60

23

그림 3-137. 연도별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 운 실적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의뢰 및 서비스 건수 : 338건 

- 산업체 : 137건 (40.4%) 

- 대  학 : 148건 (43.9%) 

- 연구소 :  53건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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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체이온빔 조사장치 이용실적

(가)  2002년도 : 총 311건의 빔 조사실험 수행

표 3-25. 2002년 기체이온주입장치 이용실적

번호 날짜 시료 이용자 시료수(ea)

1 2002.01.10 의료용 공구 4

2 2002.03.18 빗 AIT 2

3 2002.04.19 LiMnO2 동신대 1

4 2002.06.12 포탄 동양공업 4

5 2002.06.27 Al2O3 고려대 4

6 2002.07.04 지퍼백 AIT 1

7 2002.08.05 플라스틱 톱니바퀴 ABIM 4

8 2002.08.16 플라스틱 톱니바퀴 ABIM 4

9 2002.09.12 LiFePO4 동신대 5

10 2002.09.16 Cr 동신대 5

11 2002.09.16 자동차 brush ABIM 3

12 2002.11.13 electrode 동신대 5

(나)  2003년도 : 총 385건의 빔 조사실험 공정 수행

표 3-26. 2003년 기체이온주입장치 이용실적

번호 날짜 시료 이용자 시료수(ea)

1 2003.01.07 Metal AIT 11

2 2003.01.08 웨이퍼, 사파이어 고려대 3

3 2003.02.07 웨이퍼 서울대 9

4 2003.02.19 MEMS 기판 서울대 2

5 2003.02.27 Knife AIT 1

6 2003.03.10 SOI wafer 지질연 4

7 2003.04.07 SiO2 지질연 7

8 2003.04.12 웨이퍼 서울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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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03.04.14 Si Prime 지질연 6

10 2003.04.29 Si Prime 지질연 3

11 2003.05.07 SiO2 BNP 2

12 2003.05.08 Paper Cutter 담배인삼공사 2

13 2003.05.30 웨이퍼 서울대 6

14 2003.07.08 전극 동신대 3

15 2003.07.25 탄소나노튜브 중앙대 8

16 2003.10.15 웨이퍼 서울대 6

17 2003.11.18 전극 동신대 6

18 2003.12.03 Ti (생체재료) KIST 3

19 2003.12.15 웨이퍼, 사파이어 고려대 4

계 92

(다)  2004년도 : 총 273건의 빔 조사실험 공정 수행

표 3-27. 2004년 기체이온주입장치 이용실적

번호 날짜 시료 이용자 시료수(ea)

1 2004.01.05 핸드폰 스피커 성균관대 21

2 2004.01.30 핸드폰 스피커 성균관대 10

3 2004.03.27 PCB 드릴 6

4 2004.04.02 wafer 서울대 2

5 2004.04.21 wafer 서울대 5

6 2004.05.04 WC-Co 원자력연 7

7 2004.06.03 WC-Co 원자력연 3

8 2004.06.23 자동차 전장부품  ABIM 2

9 2004.06.30 다이아몬드 박막 한양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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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4.07.01 WC-Co 원자력연 1

11 2004.07.14 타이어금형재료 한국타이어 1

12 2004.07.14 GaAs/AlGaAs 포항공대 2

13 2004.07.15 전자파차폐체 서울대 10

14 2004.07.19 웨이퍼, 사파이어 고려대 6

15 2004.07.22 타이어금형재료 한국타이어 1

16 2004.12.02 화합물 전북대 1

17 2004.12.09 리드프레임 ABIM 2

계 81

(2)  대면적 대전류 이온빔 조사장치 이용실적

(가)  2002년도 : 총 72건의 빔 조사실험 공정 수행

(나)  2003년도 : 총 172건의 빔 조사실험 공정 수행

(다)  2004년도 : 총 162건의 빔 조사실험 공정 수행

표 3-28. 2004년 대면적 대전류 이온빔 조사장치 이용실적

번호 날짜 시료 이용자 시료수(ea)

1 2002.11.11 모니터 케이스 LG 2

2 2003.11.03 Ti-6Al-4V 4

3 2003.12.05 자동차헤드라이트 부품 AIT 9

4 2004.01.13 자동차헤드라이트 부품 AIT 5

5 2004.07.06 와이퍼 재료 인터테크 4

6 2004.11.08 휴대폰 부품 AIT 2

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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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구분 연구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

1차년도

1. 양성자빔 수요 조사

2. 6MeV 양성자빔 시험    

  이용 시설 구축

3. 양성자빔 계측시스템 

   구축

4. 20MeV 빔 이용시설     

  구축 관련 핵심 기술     

  파악 및 기초자료 조사

 
5. 양성자빔 균일 조사용 

   Stage 시작품 제작

∙ 국내외 양성자 빔 이용기술 개발 현  

   황 및 관련 기술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 이용기술 개발과제 책임자들을 대상  

   으로 수요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빔이  

   용 시설 수요파악

∙ 6MeV 양성자 빔라인 제작

∙ DAS & Control System 구축

∙ BPM 시스템 구축

∙ Faraday Cup 제작 및 신호처리를 

  위한 계측시스템 확보

∙ 에너지 조절 관련 기초 자료 조사

∙ TRIM code를 이용한 이론적 계산

∙ 특성 시험을 위한 장치 제작

∙ Raster Scanning과 Spiral            

Scanning이 가능한 6" stage          

시작품 제작

100

100

100

100

100

2차년도

1. 양성자빔 수요조사

2. 빔 전류 조절 기술

   개발

3. 빔 배분 기술 연구

∙ 1차 수요조사 결과 타당성 검토 및   

  수정 보완

∙ 국내외 이용시설 관련 자료 수집 및  

   이용협의

∙ 사업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on-line   

  상의 상시 수요조사서 접수 체계 구   

  축

∙ 빔 플럭스 조절에 대한 기초 전산 모  

   사 수행

∙ BT/ST용 시험이용시설에서 플럭스   

  조절에 대한 기초실험 수행

∙ 20MeV 양성자빔 이용시설의 빔 배   

  분에 대한 개념 설계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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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

2차년도

4. 빔 에너지 조절기술

   개발

5. BT/ST용 시험 이용시    

설 구축

6. NT용 시험 이용시설

  구축

7. 시험이용시설용 stage    

  개발

8. 조사균일도 측정 장치   

   개발

 

9. 20MeV 빔 이용시설용   

  stage 개념 설계

∙ 45MeV/35MeV 양성자빔에 대한 Al   

  degrader를 이용한 에너지 조절 시    

 빔 특성 변화 전산 모사

∙ 에너지 조절용 degrader assembly    

 설계 및 제작

∙ BT/ST용 시험이용시설에서의 빔에   

  너지 조절 실험 수행을 위한 다목적   

  Al 진공챔버 설계

∙ BT/ST용 양성자빔 시험이용         

 시설 구축 완료(원자력의학원의        

 MC-50 cyclotron)

∙ BT(4개 과제)와 ST(1개 과제) 분야   

  빔 조사실험 수행

∙ Ionization chamber를 이용한 빔 프   

  로파일, 흡수선량 등 측정

∙ NT용 시험이용시설 구축

∙ Dust-Free sample load & Lock      

system 설계

∙ BT/ST용 및 NT용 stage 설계 및     

제작

∙ Spiral과 유사 Wobbler scanning      

방법에 의한 균일 조사 기술개발

∙ GAFCHROMIC film 및 CTA film     

등의 film dosimetry를 이용한 조사     

균일도, 빔 프로파일, 흡수선량 측정

∙ 20MeV 빔 이용시설용 stage에 대    

 한 개념 설계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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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목표 추진실적
달성도
(%)

3차년도

1. 양성자빔 수요 조사

2. 20MeV 빔 이용시설      

 광학 설계

3. 20MeV 빔 이용시설용    

  Stage 설계

4. 빔 에너지 조절기술      

  개발

5. 빔 에너지 측정기술      

  개발

6. 조사균일도 측정장치     

  개발

7. BT/ST용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 운

8. NT용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 구축 및 운

9. 시험시설용 Stage 보완   

   및 성능향상

10. 실시간 양성자조사효과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율성 연구

∙ 수요조사 홈페이지 체계, 정보의 지  

   속적 보완 및 운

∙ 수요조사 참여 과제별 상담을 통한   

   지원 및 정보 제공

∙ 20MeV 빔이용시설의 개념설계

∙ Code simulation을 통한 20MeV 

  이용시설의 광학계산

∙ 20MeV 빔 이용시설용 Stage 설계

∙ BT/ST용 시험 이용시설에서의  

  degrader 특성 조사

∙ 양성자빔 에너지 측정 기술 및 장치  

   확보

∙ 양성자빔 조사균일도 측정시스템 

   구축

∙ 45MeV 양성자빔 시험이용시설 보완  

   및 운

∙ 제공 가능한 빔 규격 및 특성 조사

∙ 1MV 탄뎀가속기에 시험이용시설

   설치

∙ 빔인출 및 빔 조사 실험 수행

∙ 시험시설용 양성자빔 균일 조사를 

   위한 Stage 성능 향상

∙ 전력반도체 개발을 위한 실시간 양성  

   자 조사 효과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  

   요성 연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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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은 이후 양성자뿐만 아니라 중이온을 가속하는  

    모든 장치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빔 조절 및 계측 기술은 빔 이용기술개발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특히, 에너지 조절기술의 경우에는 이후 양성자 암치료기 등의 개발에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양성자 빔 균일 조사를 위한 6" stage 기술은 고속스위칭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4) 저에너지 빔 이용시설은 산업화 기술 개발에 직접 활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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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첨부 1. 양성자빔 수요조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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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수요조사서 양식

  
양성자빔 수요 조사서

사용하고자하는 

장치명

관련

연구

과제명

국문

문

연구 목적

(자세히 기술)

실험 분야   □ IT  □ BT  □ NT  □ ST  □ ET  □ 기타

주관

연구기관

과제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전 공

전  화
 사무실)

 휴대폰)
E-mail

공동 

연구자

성  명 소속기관 직 책 전 화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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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종류
시료의 크기 

및 질량

화학식
상태

(고체/액체/분말)

조사시 시료에 

대한 제한 

조건

 - 온도 :        

 - 압력 :

 - 기타 :

특기사항

빔 이용

예상 시기

및 기간

빔 종류

빔 에너지

Flux Density

[/cm2-sec]

조사조건

Irradiation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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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장치 구성 개략도

참고자료 및 특기사항

 ※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거나 사업단에 별도의 협조 

    또는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자료나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제시하시거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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