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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자력 연구소(jAERD， 스위스 PSI, 네 덜 란드(KVD， 영 국(REEF)동임

-미국 NASA, 반더빌트 대학내 RERG 그룹， 유럽의 ESA내의 EST센터， 일본

다차사키연구소， 영국의 Qinetic, 퉁이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전자 부품 내

방사선 테스트를 진행 중임

-저궤도 환경 실험은 지상으로부터 400 Km 이내 궤도로써 이곳은 높은 압력，

자와선， 높은 온도차， 원자 산소， 대전된 업자， 전자기파， 우주 파편 둥이 존재

하고 있음

-미 NASA Johnson 우주센터， NIST, 이 탈리 아 (ASn , 한국한공우주연구원 동에

서 진공 챔버내에 자외선 조사 장치를 설치하여 저궤도 환경에 맞게 테스트를

치행 중에 있음

v. 결 론

-본 연구에서 작성된 기술현황보고서는 향후 우주개발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A

것이며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반도체의 양성자 영향에 의한 우주환경 영향과

지상 실험 시설의 재현성에 관련성을 분석하고 우주비행체 전체 시스템의 환경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방사선 연구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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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Necessary for the fundamental research on ‘simulated space radiation 

environment facility’

  -The mid/long term plan for national space development project is 

actively on progress. 

  -To test space-related components and materials, it is necessary for the 

fundamental research on the foreign facilities performing testing and 

simulating space radiation environment.

  -The technology for performance testing and improvement of materials 

which are durable at space environment is a military related technology 

and veiled and securely regulated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and 

Russia.

  -This core technology cannot be easily transferred to other country too.

  -Therefore, this technology is the most fundamental and necessary 

research area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space environment 

system

. Space radiation environments

  -Galaxy radiation, solar radiation, and particles in Van Allen belt are 

distributed in space environments 

  -Since proton (a high energy particle and one of solar radiation 

components) damages semiconductors in satellites and alters the 

command from computer software equipped in satellites, it causes 

malfunction and affects the satellite lifetime.   

  -Since the task for evaluating the effects of space materials and 

components by space radiation plays important role in satellite lifetime 

extension and running failure percentage decrea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imulated space radiation facility and systematic testing 

procedure.

. The direct exposure experiments in space MIR (Russia) and ISS (USA)

  -MIR utilizes MEEP POSA program while ISS utilizes MISSE program.

  -In these methods, several samples for the test in space environment are 

investigated after direct exposures outside space station.

  -In ground-base facility, micro gravity test utilizing aircraft and falling 

tower, durability and gas leakage tests utilizing large vacuum chamber, 

projectile vibration experiment are currently performed by major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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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ulated space radiation environment facility

  -Generally, proton accelerator is used to simulate the effect of space 

radiation on space material. The primary proton accelerators widely used 

for the simulation of radiation effects are placed at the Indiana 

University Cyclotron Facility, Lawlence Berkeley National Lab, 

JAERI(Japan Atomic Energy Agency) cyclotron, PSI(Paul Scherrer 

Institut),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UMCG), REEF(The Realistic 

Electron Environment Facility), etc.

  -The research centers such as NASA (USA), Vanderbilt Univ's 

RERG(Radiation Effects & Reliability Group), Europe ESA's EST Center, 

Takasaki Radiation Chemistry Research Establishment (Japan), Qinetic 

Space Department (England) and so on  are in the course of testing the 

radiation handedness of electronic components by using proton 

accelerator.  

  -The synergistic damaging components featuring LEO environment which 

is defined as the orbit  between 160 - 2000 km above the earth's 

surface are high vacuum, thermal cycling, neutral gas, ultraviolet (UV) 

radiation and cold plasma.

  -American NASA Johnson Space center,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Italian Space Agency (ASI), KARI have 

established Vacuum Ultraviolet Exposure (VUV) facility to simulate the 

LEO environments of solar vacuum ultraviolet radiation and  is being 

evaluating  LEO  environmental effects on space materials.      

. Conclusion  

  -This report has dealt with the status of the technology to enable the 

simulation of space environment effects, including the effect of space 

radiation on space materials. This information such as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space environment and research status of various countries 

as to the simulation of space environment effects of space materials will 

be useful for the research on radiation hardiness of the materials. 

Furthermore, it will be helpful for developer of space material on 

deriving a better choice of materials, reducing the design cycle time, and 

improving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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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제 1 절 우주 방사선 환경 모사 시설 현황의 필요성

1. 사업 추진배경 빛 필요성

가. 국가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이 탄력을 받아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주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우주 방사선 환경 모

사 시설‘에 관한 연구 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우주환경 대웅 부품 · 소재의 평

가 및 개선을 위한 원천 요소 기술들에 관한 연구 • 개발이 요구되는 시기엄

나. 우주 기술은 우주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21세기 미래 기술로 초정밀 가공 · 조

립 기술， 전자부품·소재 평가 및 제조 기술 및 극한 환경 기술 퉁이 결합된

기술선도형 미래지향형 첨단기술의 복합체엄

다. 국가 우주기술 선진화를 위해 현재 국외에 의존하고 있는 위성체， 인공위

성， 우주 정거장 증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내방사선 재료 개발 및 전자 부품

τ의 우주 방사선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자함

라. 이에 따라，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감마선， 전자선， 이옹빔 동의 방사선을 이용하

여 우주 방사선 대용 환경 모사를 위한 기초 기술 개발 및 우주기기 동에 사

용 되는 전자 부품 · 소재틀의 평가 • 개선 기술을 개발을 하고자 함

2. 연구개발 현황

가. 우주방사선 환경에서 강인한 소재를 개선 · 평가하는 기술(RH， Radiation

hardening technology)은 미국， 러시아 동 우주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비공

개의 군사관련 기술로 과거 40여년동안 많은 개발이 이루어 졌으나， 국가차

워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핵심기술로 우주환경

대용 생활지원 시스템을 성꽁적으로 구축하는데 가장 필요한 분야임

나.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둥 일부 전자 부품의 제조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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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현재까지 우주환경에 적용힐 수 있는 우주기기 동에 사용되는 부품 및

소재 둥의 수요가 다종 소량으로 산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

상황이고， 이와 더불어 방사선 관련기술에 대한 산업수준 또한 타 산업에 비

해 낙후되어 있음

다. 국내 우주환경소재의 성능평가기술은 일부 소규모 사업으로 ‘우주부품에 대한

내방사선 기초시험평가’를 추진한 바 있으나 매우 기초단계이고 우주환경 대

웅 소재 평가를 위한 원천 요소기술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기술 및 정

보를 표준화하고 평가기술을 개발 • 확립하는 것이 시급함

2. 파급효과

가. 우주 환경 모사 시설 구축， 우주 방사선 대용 부품 • 소재의 평가 및 개발은

미국， 러시아 등의 선진국에서 개발하여 실용화하였으며， 기술 개발은 민간으

로 이전하여 항공， 자동차， 국방， 정보통신， 생명꽁학 동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 되고 있음. 따라서 본 기술의 연구개발은 국내 원자력， 정보통신， 소재， 생

명꽁학 동 타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 기술로 크게 활용될 수 있음

나. 우주 환경에서의 다양한 요소에 의한 부품 • 소재의 안정적 평가 및 기능성

검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휩. 우주환

경 소재 평가 및 개선 기술 개발로 방사선이용연구에 있어 산재된 기술과 전

문가틀의 협력 연구의 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시장과 유리된 연구개발이

아닌 사업화 핵심 성공 요인간의 유기적인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음

다. 다가올 우주시대에서의 안정적인 우주생활을 위해 우주환경 대용 부품 • 소재

개선 연구 및 성능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주 환경 소재성능 평가 기술

개발은 첨단의 복합기술로서 RT. IT. NT. ST 동 다양한 분야의 협력연구가

필요함. 비록 우리나라가 우주산엽의 착수는 늦었으나 기계 산업， 자동차 산

업， 전자 산업 동 기반기술틀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우주산업의 잠재력을 보

유하고 있음. 최첨단과학에 있어 기술 및 특허선점경쟁에서 선도함으로써 기

술을 보호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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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원자력 지식 정보 관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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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IRA/IA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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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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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원자력 지식 정보 관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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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기 방사선(Electromagnetic radiation)과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동

의 우주선이 반도체 장비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전 전리선량， 과도서

량， 중성자선량， 및 단일사건현상에 의한 손상 퉁이 있음 [7]

나. 전 전리선량(tot외 ionizing dose TID)은 반도체 내 절연체가 전리방사선에

장시간에 걸친 피폭의 결과로 발생되는데 전리방사선 에너지가 절연체내에

축적되면 전자-정공쌍(electron-hole pairs)이 형성되어 재결합되지 않은 전자

늘이 대부분 빠르게 없어지고 남은 정공틀은 서서히 절연체 계변에 쌓이게

됨

다. 이 계면에 전자들보다 더 많은 정공들이 포착되기 때문에 순양전하밀도(net

positive charge density)가 형성되는데 이것틀이 반도체부품의 고유성능A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또한 이 정공들이 이동될 때， 산화물 내에서 수소슬

방출시키며 이 수소는 디-른 수소와 결합되어 분자를 이루면서 절연체에 트랩

(trap)을 형성함

Rad
Si

Gate

Border Traps

[그램 2-5] Energy band diagram showing ionizing radiation creating electron

- .hole pairs in the Si02 layer of a MOS capacitor under positive gate bias.

After [8]

라. 이러한 포착양전하는 트랜지스터에서 누설을 일으킬 수 있고 이와 같은 효과

로 전자장비의 오작똥 및 성능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운전 실패를 일으킬

。-n있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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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자장비가 전리방사선에 의한 피폭으로 인하여 장비 내의 반도체 부품이 얼

마나 성능저하를 일으킬지를 결정하기 위한 모의실험은 반감기 5.26년의 빙

사성동위원소 60Co 감마선원을 사용[9]

2. 과도선 량(transient dose)효과

가. 과도선량 (transient dose) 효과는 고준위천리방사선의 펄스에 의하여 발생되고

이 또한 반도체 내에 전자-정공쌍을 생성시키는데 담체 (carriers) 는 Si02

내에서보다는 Si 내에서 유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재결합되거나 또느

p-n 접합(junction)을 지나서 소멸되는 과정에서 광전류(photo current)를 발

생시킴

나. 광전류에는 즉시광전류와 지연광전류가 있어서 즉시효과와 지연효과를 일으

킬 수 있으며 접합광전류(junction photocurrent)는 디지럴회로에서 메모리소

자 내 bit flips, 데이터차단(data latches) 동의 전도(upsets)현상 또는 전자회

로에서 출력전압과도(output voltage transients) 현상을 일으킴.

다. 이러한 현상에 추가하여 광전류는 전자회로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광전

π밀도가 너무 클 경우， 접합소진(junction burnouts)과 같은 영구적 손상이

전자회로에 생길 수 있음

라. 과도선량효과는 선량률(dose rate)에 관계되는데 선량률 측정시험에서 전도에

대한 문턱선량률(threshold dose rate)을 결정하기 위하여 흔히 선형전자가속

기 (LINAC) 또는 섬광 x-선발생장치가 사용됨

3 단일사건현상(single event phenomena: SEP)효과

가. 단일사건현상(single event phenomena: SEP)효과는 디지렬 장비에만 중대하

영향을 미치는데 SEP는 고에너지의 단일방사선업자가 반도체장비 혹은 전자

회로를 통과할 때， 전리화된 비적을 형성함으로써 생김

나. 이것은 균일한 전리화 에너지의 축적에 의한 과도선량효과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효과로써 전자회로에 충격을 주는 방사선업자의 진로에 따라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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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화 전하는 화로마디에 모이게 되고 단일방사선입자의 충격으로 여러 가

지의 다른 효과가 발생함

다. 따라서 SEE (Single Event Effects)는 데이터의 상태변화를 clock 주파수에

과계없이 개수를 측정하는 SEU (Single Event Upset) 시험， P-N-P-N 구조

가 turn-on 된 상태로 과전류가 계속 흘러 소자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SEL

(Single Event Latchup) 시 험 , 소자의 회로가 타는 SEB (Single Event

Burnout) 시험， 회로가 손상을 입고 어떤 입력 신호의 출력 신호의 로직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인 SET (Single Event Transient) 시험， 그라고 메모

리소자의 데이터가 불안정한 상태인 SED (Single Event Disturb) 시험 퉁이

며 이들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10， 11]

[표 2-3] 우주방사선 효과의 시험내용 및 개략적인 시험초건

Pααmeter Requi'ed Energy/Dose Test means

c3eto%αmICOpIdIoOorn1ie|bCnn’ "1.3MeV / Radioactive sources {e.g. 60C이，
Totallonls빼 dose

< UJMeV / < 1 tRads m에lela beams (eo, p+)

Material Ra<뼈ac예e sources (e.g. 뻐Co).

de앵fad<끼때1
Totallon빼뱅 dose

D(헤k뻐 beams I용 하l
Mat，없이

Non-lonlsi'\g dose (NIE니 Proton beamsdegradation
lbuJk. damaael
ιCD and

Non-i이1때19 dose (NtE니
> 60MeV Proton beamssensor

10서o‘ RodSdεaradatlon

뼈삐r cell Nαl-ion빼lQ dose (HIE니 Proton 뼈ams (- low e빼rgy)degradation &'equivolent fluence.
Single녁event l타 Speeflcgngay 0:%peScl,ho 1 0-1α뻐eV Heavy ion particle beams

upset. proton
# of ptls : "'10'‘ Proton p쩌cia beams““ ID.etc. exol쉽t stUll rate‘

~nslα
빼JX above energy tm.• Radioactive sources,int하fet’원lee

flux 삐'5 •• e:없앙’

야; part때elp+l beams(backgrour애 background rate.sionalsl
In t댄lol

윈ectron 삐ux. ft없nee / E뻐잉ron 빼。ms ‘-
electrostatic

d뻐Iectric E-fle써. Discharge characterizationCharal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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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Space Rad Exploration 2006

[그링 2-6] Space weather and its effect on an Earth-orbiting spacecraft: (A)

single-event upsets due to energetic ions, (B)deep-dielectric charging due to

relativistic electrons, and (C) surface charging due to moderate-energy elect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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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우주 방사선 환경모사시설

제 1 절 직접 노출 실혐

1. 우주궤도 실험

가. LDEF (Long Duration Exposure Facility)는 미국 NASA Langley 우주센터

에서 1970년도에 제작하였으며 1984년 4월에 우주왕복선 Challenger호가 지구

궤도 진입시켰고， 고도 286km~ 442km의 저궤도를 32，422회 선회한 후 1990

년 1월 우주왕복선 Columbia호가 회수하였고 10,000 종이 념는 샘플을 테스트

함

[그 림 3-1] NASA LDEF Archive System

나. Misse는 미국 내 33개 우주관계 회사， 21개 대학， NASA산하 7개 연구소， 국

방성 그리고 해외 8개국에서 의뢰한 200여개 이상의 시료로 그림 9에 나타내

었다. 이 시료는 ISS에 부착되었고 이 실험에서 획득한 실제 환경영향 자료

느 매우 방대하고 정확하여 현재 우주환경 연구결과의 평가기준으로 정립되

어 있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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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TERIAL INTERNATIONAL SPACE STATION EXPERIMENT (MISSE)

[출처]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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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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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실험 장치는 폐광한 탄광의 중앙갱도를 이용한 것으로 최고속도 360 때의

스피드로 캡슐을 낙하시켜 10 초간 무중력상태를 만들어 냄

[그림 3-5] 일본의 려
「품 실험 캡슐(왼쪽)과 멈춤장치(오른쪽) .

아. 독일 Bremen대 학 내에 설치 된 ZARM (Zentrums fi.ir Angewandte

Raumf.삶lrt- Mikrogravitation: Center of Applied Space Technology and

microgravity) 무중력 타워는 높이 146m(낙하시간 4，.74초)로 유럽지역에서

」 최대 규모이며 1990년 완꽁된 이래 3，000회 이상의 중요한 무중력 실험

에 사용되었고 현재 ESA의 외부 .:;:z. λ1
。， 실험설비 지정되어 있음 [13]

Top of the
Drop Tube

Release Mechanism

Capsule Elevator-

D I'op Capsule

。rap Shaft

11<>π，-

Elevatot"

Deceleration Chamber- I
S t"eaking Unπ

Foundation of the
D t"op Shaft

Hall
'3»>_,om

om-

-，’~-

-1 6r'r'J-

[그림 3-6] Bremen Drop Tower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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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SA image

츄

* 딛-蠻 I
A를1 편품廳’

[그램 3-7] The experiment with all diagnostic systems is installed in the drop

capsule structure

사. ESA(The European Space Agency)는 유럽의 15 개국이 공동으로 세운 기구

이 며 Space science, research 와 technology 그리고 Space application 을 진

행중이고 주요 프로그램은 지구 관측， 미소중력 연구， 인공위성통신， 발사체분

야， 네비게이션 동을 실행 중

아. 그 중 ESA에 기술적인 지원을 위한 테스트 기관인 ETS 센터에서는 발사체，

치공실험， 반도체 소자 테스트를 위한 지상설비 시설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

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렴 3-8] ET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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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SA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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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ARI

 : K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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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우주방사선 재현 모사시설

제 1 절 양성자 재현샤설 및 시혐 기관

1 양성자 가속기 국내외 현항

가. 지구주변 우주례도에서는 양성자와 전자가 가장 큰 영향요소인데 특히 양성

자는 태양에서 분출되는 입자 증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요소로 지구 주변

의 지자기대에 포획되어 있으며 더욱 궤도상 우주비행체 표면과 부품에 영향

혹 주고 있는데 이 양성자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온주입기와는 달

리 MeV 이상의 고에너지 가속이 필요함

나. 중성자는 비전하입자이므로 전리에너지 손실이 적은 반면， 양성자의 경우느

전리에너지 손실이 크며 양성자， 중성자 모두 원자의 변위를 크게 일으킬 수

있고 전리에너지손실(lEL)의 경우 우주방사선에 전자 여기 (electro excitation)

혀상이 일어나고， 반도체 내에 전자-정공쌍이 형성됩

다. 이렇게 생성된 전자-정공쌍은 오랜 시간동안 존재하여 절연체 내에서 포획되

어있는 상태에 있게 되며 계속 축적 되므로 써 반도체 내에서 단일사건효과

이 SED, SEL, SEB 동을 일으킴 [15]

라. 따라서 양성자 빔 테스트가 매우 중요한데 향후 약 100 MeV 의 양성자 빔이

구축될 경우 대부분의 전자부품에 대해 SEE Cross-section 을 구할 수 있고

각종 센서와 태양 전지의 손상 특성에 대해서도 연구 및 시험이 가능하게 됨

마. 양성자 가속기 원려 및 특징은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낸 양성자를 가

속관내에서 전기장에 의해 빛의 속도 [30만Km/sec] 가까이 가속시키는 장치

로 가속된 양성자는 그 속도의 증가에 따라 물질의 분자나 원자를 낱개로 떼

어 내거나， 원자핵과의 반응 동으로 물성의 변화 및 신 물질을 생성하는 역

할을 수행 할 수 있음



- 21 -

[출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2005.10 양성자 사업단

[출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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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럽의 경우 SINQ(스위스)， ISIS(영국) 동에서 0.6 GeV 급의 중전류 양성자

가속기를 NT, BT, ST 및 의료용으로 1990년대 후반에 완성， 많은 성과를 내

고 있음

바. 미국의 SNS(SpaJlation Neutron Source)는 1 GeV 양성자가속기로 생산한 중

성자를 차세대 신물질 개발과 니-노기술 및 생명꽁학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14억불의 예산을 들여 건설 중에 있음

사. 일본은 j-Parc(Japan-Proton Accelerator Complex) 는 3 GeV, 50GeV의 복합

양성자가속기를 개발하여 차세대 신물질개발과 생명공학 및 고에너지 물리연

구를 위해 1 ，890억엔을 들여 2007년을 완공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 하지만，

주력은 O.4GeV의 양성자가속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아. 미국과 일본에서 2006년 및 2007년에 완공예정으로 10GeV(lGeV)의 에너지들

갖는 양성자를 초당 1경개 이상 만틀 수 있는 선형가속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가속기는 주로 중성자를 생산， 물질의 3차원적 구조분석 동의 생명공학

과 나노기술이 접목된 신소재 개발 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자. 이미 공사에 착수한 일본 RIKEN의 RIBF 시설 독일의 GSI upgrade 시설， 계

획 중인 미국의 RIA 시설 및 유럽연합의 EURISOL 동의 시설이 완성되면

양성자 선속은 1 pnA 정도의 방사성 이옹빔 전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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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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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pl

p+ Si Substrate

[그림 4-2] Radiation-Hardened Half-Micron Analog CMOS Technology

나. Sandia National Lab는 CMOS 반도체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술 수준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엄

- 0.6.μm RH (Radiation Hardened) Analog (Baseline)

- 0.35.μm RH Digital SOl (Development)

- 0.25.μm RH mixed signal, SOl (Research)

- Integrated MEMS Technologies (IMEMS Research)

- Polysilicon Based IMEM

- CMOS Based IMEMS

- Monolithic Sensor Technology(Research)

- Microgas Chromatography

- Micromass Spectometry

- Silicon Optical Devices (R&D)

- Integrated Photodiodes

2. 네덜란드의 KVI 입자가속기센터

가. 네댈란드의 KVI 입자가속기센터는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UMCG)의 190 MeV 급 가속기로 European Space Agency(ESA)의 우주위

성체 동의 부품의 내방사선 경화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있고， 5 x 10'

protons cm 2S I fluxes 까지 태양풍 에너지 스펙트럼을 재현하고 있음

나. 더 나아가 단일사건효과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양성자 조사 강도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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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몇 개의 입자까지 줄일 수 있으며 빔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에너지로 조

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중이온 주입시설이 완공

펼 예정이며 좀 더 신속하게 조사 도중 재료의 손상이나 표면 상태를 체크하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될 예정엄 [18， 19]

， ZO。

'DO。

홍 ，，0。

S 6 00

훌 ‘。。
홍 ZO。

[그림 4-3, 4] Dose distribution: 3D - plot shows the dose distribution for 184

MeV protons in a plane perpendicular to the beam, measured with a CCD

camera and Lanexscintillator screen. and Energy measurement: energy

measurements at the location of thedevice under test (DUT) are performed using

a multi-layer Faraday cup made from 0.5 mm thick insulated AI plates.

Measured ranges are converted to energy.

3. 스위 스 PSI(Paul Scherrer Institut)

가. 스워스 PSI(Paul Scherrer Institut)양성자 조사 시험 설비인 PIF(Proton

Irradiation Facility)는 PSI와 ESA(European Space Agency)가 공동으로 건

천하여， 1992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나.35 MeV에서 300 MeV사이의 고 에너지 양성자를 공급하는 설비와 10 MeV

또는 더 낮은 저 에너지 양성자를 공급하는 설비가 있으며， 저 에너지 설비

느 높은 양성자 fiux를 제공하고 약 6 MeV까지 에너지를 낮출 수 있으며

PIF 에서 DUT에 대한 방사선의 조사는 공기 중에서 이루어짐

다. 고 에너지 설비 사양은 최대 허용 에너지는 300 MeV 이고 최대 전류느

3nA 이며 590 MeV Ring형 싸이클로트론은 입자 조사량과 비례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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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전류가 최고 lOrnA로 세계최고의 성능이며， 의학용 암치료연구가 주목적

이지만 재료의 원천적인 물성연구와 우주 입자 환경연구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2이

p

T abJe 1 for user apparatus

피~눈:r::-는](

꺼
」

S hJold’ng &
Col’irnator

탤짧 r鍵{
Elecb'ontcs RACk

Cable c용nn&Ctiona.

&NC , HW, TP,LAN

Movable
Lead-‘d。ζr

Laser

T8b‘
Beam Dun、p

[그렴 4-5] PSI(Pau! Scherrer Institut)양성자 조사 시 험 설 비

3. QinetiQ Space Depatment

가. 영 국의 QinetiQ Space DepatmentoJ]서는 REEF(The Realistic Electron

Environment Facility)를 이용하여 반 앨렌대 의 바깥쪽 벨트안의 포착된 방사

서으로 인하 위성체 재료의 대전 빙-전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곳의 고에

너지 입자 방사선은 위성체의 외벽을 뚫고 들어와 전자 소재를 손상시키거나

upset 효과를 일으킨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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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The advantages of 90Sr facility over an electron beam

51'90 source Electron beam facility
spectIUm is a good match to typical outer

mall너y mono-energetic
belt spectra from O.lMeV up to 2.2MeV
cUlTent intensities can be made comparable

minimum beam intensity is usually too high
to the worst-case GEO en、111‘onment

spectIUm is accurat밍y known and fully
repeatable between 이fferent laboratories

at low cunents, beam cunent variability over
the half life is 28 years and so the emission long periods can b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will be stable over long
periods

generally expensive to rent
relatively small lUnning costs are involved
and long tenn testing is feasible cannot readily be lUn continuously beyond

one working day

나. REEF(The Realistic Electron Environment Facility) 는 진공 챔 버 로 이루어

져 있고 Sr90 선원을 사용하며 온도 조절 범위는 - 10°C to +40°C 임

[그림 4-6] PCB with mounted 74HC74 chip and Test housing with all shields

removed.

다. REEF(The Realistic Electron Environment Facility)은 아래와 같은 실험으

λ] 행할 수 있음

• High fidelity simulation of the electron environment in the Van Allen be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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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arrangement.

• Close simulation of GEO and MEO electron spectrum between 200keV and

2MeV

.、imulates a wide range of space weather conditions

• Environment control for added realism including temperature and pressure

• Range of shielding

• Long duration exposures

4. RERG(Radiation Effects & Reliability Group)

가. 미 국의 Vanderbilt Univ. 내 의 RERG<Radiation Effects & Reliability Group)

은 1987년에 세워졌으며 미국 국방성의 지원을 받아 우주환경에 적용하기 위

한 고집적회를 방사선을 이용하여 내방사선 기술을 연구하고 있음

나. 주로 반도체 소자 동의 단일사건효과(SEE) ， 단일사건전도(SEU) ， 단일사건폐

쇄 (SEL) 및 단일사건 소진(SEB) 등을 폭넓게 연구하였으며 최근 고도화 되

가는 초고집적 전자소재 동에도 테스트를 실행하고 있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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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Acceleration Lab and The tube in which ion beam travels is under

vacuum, and the sample is getting hit by ions and is cooled byliquid nitrogen.

다. Emitter-base spacer에 대한 다양한 총 선량 내성실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shallow trench isolation oxides in a commercial 200 GHz SiGe HBT

technology를 이용하여 양성자， 감마선， X 선 동을 여러 종류의 선량으로 조

사 하여 절연체 표변의 산화 정도와 분해정도를 얄아보는 테스트 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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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9J Two-dimensional cross section depicting the sensitive volumes

along the EB spacer and STI interface

Forwa띠-Mode Proton Forward-Mode Gamma

InverSE• Mode Proton

1024

1022

1020

1018

1016

1014

Inverse-Mode Gamma

[그렴 4- lOJ Forward- and Inverse-mode 2-D TCAD simulation comparing

recombination rate contours for 63 MeV proton and 1.2 MeV gamma irradiations.

라. 미래 우주환경 대웅 소재를 위한 The radiation response and long term

reliability of alternative gate dielectrics 양극자 소재 에 대 한 방사선 반용정

도 페스트를 실 행하고 있으며 여 러 환경 aluminum oxide and hafnium oxide

gate dielectric stacks, the density of oxide trapped charge conditionsτ

MOS devices with high-j gate dielectrics 동을 우주선 모사 환경에서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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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진행 중[24]

마. SEE 를 견뎌내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 방사선 반웅 효과를 이용하여 물질으

합성하는 실험을 Hf02 베이스로 진행 중이며 만틀어진 물질의 유전율을 실험

하고 있음 그 중 HfSiON는 SEE 를 견뎌내는 새로운 물질로 쓰여 질 것으

로 보임

o
o 5 10 15

Film Thickness (nm)

l

20

[그림 4-11] Gate voltage to breakdown versus physical filmthickness for several

different alternate high-j dielectrics andultra thin Si02 gates. The capacitor

were exposed to 342-MeV gold ions

바. 또한 Power diodes에 전기장과 열을 동시에 가해서 단일 사컨 소진실험을 하

」 데 3500-V 다이오드를 가지고 소진 온도까지 가하면서 내구성을 테스트

하는 실험을 진행 중엄 [25]

20 jJrTl

400μon

20μπ、

Ion strlk..
nodius -400 μon

P 1x10’8 cm.:3

n -b8se 3_1x t013 cm..3

n+ 3x101t em깅

[그림 4-12] Optical image of SEB in a power MOSFET (IRF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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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Physical mechanisms of single-event effects in advanced microelectronics

더 상세히 규명하여 더욱더 정좀업자방사선과의 상호작용A많은 수의L一

테스트임 [26]

25

”-
-------<

--

1.0

‘ Ne 혀 5 MeVlu
• AI at 5 MeVlu
• Ar at 40 MeVlu
• Ar at 143 MeV/u

2010 15
Energy (MeV)

Charge (pC)
0.5

----‘‘
‘

5

확한 단일사건효과 메차니즘을 규명하느

4-13] Charge deposited in a Si cube by an ion-induced nuclear reaction.[그렴

e and Ar ionssection versus energy for

incident on a block of Si containing a 11m3 sensitive volume.

4-14] Energy-deposition cros[그림

;gml1Ia

4-15] Energy deposition in a 130-nm CsMOS memory due to a[그렴

protoninduced nuclear reaction. The oxygen ion produced by the reaction upsets

six 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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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BNL: Lawlence Berkeley National Lab

가. 미 국 캘리포니 아 버콜라 대학(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로렌스

-버클라 국립연구소(LBNL: Lawlence Berkeley National Lab)가 보유하

88-inch 싸이클로트론은 양성자를 포함하여 Helium에서 Uranium까지 42종의

다양한 이온입자의 가속과 전자 가속도 가능한 최적의 우주환경 모사연구용

싸이클로트론으로 알려져 있음[27J

[그림 4-16J The 88-Inch Cyclotron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5. IUCF: Indiana University Cyclotron Facility

가. 인디아나 대학 200MeV급 싸이클로트론(IUCF: Indiana University Cyclotron

Facility)은 미 항공우주국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 2개의 우주환경 실험

전용 범 라인(beam line)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음

나. 가속입자량은 102~ 1011p/cm2까지의 넓은 범위 가능하고， 가동 중 에너지 감쇄

기를 이용하여 에너지 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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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AERI(japan Atomic Energy Agency) cyclotron

가. 일본 원자력연구원 jAERI(japan Atomic Energy Agency)의 도카이연구소느

워자력연구의 종합적 연구센터로서 기초연구와 웅용연구， 첨단기초연구， 기반

기술 동 폭넓은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성시험연구센터가있음[28]

[그렴 4-17] jAERI(japan Atomic Energy Agency) cyclotron.

[그림 4-18] jAERI(japan Atomic Energy Agency) cyclotron detail.

나. 일본 타차사키 방사선화학연구소(Takasaki Radiation Chemistry Research

Establishment)는 대형 조사장치와 각종 가속기를 이용한 방사선이용 연구

개발 중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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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타카사키 방사선화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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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현하기죄비만으로느싸이클로트론소느방사선화학여타카사키또하마.

이용하여 실양성자 조사 설비슬치동 시너지 환경모사가 가능하디1
7<:열려우

。)1I
λ)，.-"-분석하고단위의 영향과정을부품이나 시스템우주용 전자장치의시간

테스트들이공위성 재료를τ의태양전지환중 Radiation Effect Group으

있음 [30]하고

二l

4-21] In-situ semiconductor test facility for proton irradiation and Test

facility for the microbeam irradiation.

[그렴

Proton Energy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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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atic eros4-22][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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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56 kbit

[그렴

pace Flight Center Radiation Effects Facility (GSFC REF)7. Goddard

우주비행체pace Flight Center Radiation Effects Facility (GSFC REF)느가.

광;;z;‘
경.태양 전지판과 집적회로손상 테스트，의한방사선에전자소재내의

τ에우주비행체용 재료틀의 구조변화또한렌즈와 펼터

있음

코팅，

진행하고

센서， 커플링，

여구큰

회사제초으
」

-
호「

학교협력체，기관，;;z:l 님
。 T센터나 다른ASAτ7. 。•

/κ ‘-이또한나.

중이다.-?-l 행여구슬여계하여τ과

teering Magnet and Test Chamber.[31J[그림 4-24] Damage Van de Gra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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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25, 26] 150 keV Accelerator and Damage Van de Graaff chamber

3.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국외의 주요 기관

가. 국외에서는 미국 국방부(DoD)와 NASA와 다음의 국빙-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틀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학회를 개최하며 학

회명은 아래와 같음

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RL(Naval Research Laboratory)

- USAF Rome Lab

aval Surface Warfare Center

- Utah State Univ. Space Dynamics Lab(SDL)

- Vanderbilt Univ.

- Honeywell Inc

- Harris Corp.

- Aeroaspace Corp.

나.학회명

- Core Technology for Space Conference

- IEEE Aerospace Conference

- SPIE AeroSense Symposium

- IEEE NSREC

- RAD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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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H 관련 주요 연구기관

- Living With A Star/Space Environment Testbed LSW/SET homepage

ASNGSFC's Radiation Physics Office(RPO) RPO Home Page

ASN]et Propulsion Lab (JPL) ]PL RADATA Home Page

aval Research Lab (NRL) NRL Radiation Effects Branch

- REDEX Home Page

- USAF Rome Laboratory(RL!ERDA) RL Home Page

- ‘ andia National Laboratories Sandia Home Page

aval Surface Warfare Center

- Applied Physics Lab(APL) APL Home Page

- Clemson University Clemson Home Page

- Vanderbilt University Vanderbilt Home Page

- University of Arizona(UA) Radiation Effects Laboratory

- Aerospace Corp.

라· Test 관련 주요 연구기관

-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SEUTF(BNL - heavy ion)

- Lawrence Berkeley Labs 88" Cyclotron(LBL - heavy ion)

- Texas A & M University Cyclotron(TAMU - heavy ion)

- Paul Scherrer Institute(PSI - proton)

- Michigan State University National Superconducting Cyclotron Laboratory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Crocker Nuclear Lab(UCD - proton)

- Indiana University Cyclotron(IU - proton) [32]

제 2 절 저 궤도 Low Earth orbit(LEO) 모사 실혐

1. 저 궤도 Low Earth orbit(LEO) 환경

가· Low Earth orbit(LEO)는 지상으로부터 400 Km 이내 궤도로써 유인우주선과

우주정거장퉁이 운행되는데 이곳은 높은 압력， 자외선， 높은 온도차， 원자 산

소， 대전된 업자， 전자기파， 우주 파편 등이 존재하고 있음

나. 우주재료를 구성하는 고분자 재료틀이 저궤도 환경에 노출되면 열 사이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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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피로누적 원자산소에 의한 광산화 반응， out gassmg에 의한 질량손실과

구조변화， 자외선에 의한 재료특성 변화， 굉장한 속력의 우주파편과 전자기

파에 의한 파손 퉁이 일어납[33]

다. 열 진공(thermal vacuum) 우주환경 시험은 선체 누설부분과 재료의

Outgassing 현상 확인을 위한 시행한 실험이며， 태양복사열에 의한 Heat

Cycling환경을 동시에 모사하여 우주에서의 내구성을 연구하는 실험엄[34]

2. 저 궤도 Low Earth orbit(LEO) 환경 시 션

가. 미국 NASA Johnson 우주센터에는 높이 39.9 m, 입구지름 19.9 m 크기의 세

계 최대 규모의 열 진공 시험장치가 운용되고 있으며 Xenon 램프로 VUV

(Vacuum Ultraviolet) 환경을 재현하고 있음[35]

five foot hatch

mechanical pump (4)

\ blower (2)

thruster station 2
(theta table mount)

MBMS

thrustεr ::l tation 1

(thrust stand)

reentrant cryopurnp (?)

lon gauge

probe table

retracting endcap

[그렴 4-27] the mian vacuum chamber at PEPL.

나. 미 국 NASA John Glenn 우주센터 에 서 는 VUV-TCS(Vacuum Ultraviolet

Thermal Cycling System) 장치가 있으며， 허블우주망원경의 태양전지의 열

차단막 실험 내구성 실험， 제엄스 웹 우주망원경의 열차단막 재료 테스트， 고

분자 펼름의 파장 의존성과 강도 의존성을 위한 진공 자외선 분해 실험을 진

행 중 이며 지구궤도의 태양복사 영향연구를 진행하고 있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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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NAS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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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저궤도 위성체를 PCB chip 테스트도 진행 중임 [38]

[그 림 4-30] The SIRAD facility. The accelerator can provide positively charged

particles, from protons to 197Au , at various energy values, ranging from about

30 MeV for protons to about 300 MeV for 197Au.

[그 림 4-31] Experimental set-up of the radiation-induced effects measurements

on the XAA1.2 chip: two test PCB covered with the aluminum layers (left and

center) and the diode set on the target plane (right) fixed on the sample holder

inside the experimental chamber.

아. 한국항꽁우주연구원에선 저 궤도상에서 에폭시 동의 재료를 테스트 하기 위

해 그램 15와 같은 실험 장치를 개발하였는데 저궤도 특성에 맞게 고진공，

자외선 조사， 열 사이클을 재 현 하였으며 radio-frequency 플라즈마 소스를

이용하여 원자 산소 분위기를 재현하였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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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장결5제

우주방사선 환경에서 강인한 소재를 개선 · 평가하는 기술은 미국， 러시아 τ

주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미공개의 군사관련 기술로 국가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

고，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핵심기술이므로 우주환경 대응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분야임. 우주방사선에

。

T

。 X 님::>:l:드-이 여동f
T T02 뉘

우전 실패율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시

수명연장 및혹 평가하는 일은 위성의

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이환경 재혀역할을 담당하므로 이에 필요한 우주방사서

험절차를 확립해야 함. 본 연구에서 작성된 기술현황보고서는 향후 우주개발연구에

전자소자의 양성자 영향에 의한있느여구되고기존에있을 것이며
/λ‘

T서 활용될

전체우주비행체분석하고관련성을재현성에시설의영향과 지상 실험우주환경

가능할시스템의 환경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방사선 연구의 자료로 활용이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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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방사선 환경에서 깅-인한 소재를 개선 · 평가하는 기술은 미국， 러시아 등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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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피하고 있눈 핵심기술이므로 우주환경 대웅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 하는 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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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chnology for performance testing and improvement of materials which are durable at 

space environment is a military related technology and veiled and securely regulated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and Russia. This core technology cannot be easily 

transferred to other country too. Therefore, this technology is the most fundamental and 

necessary research area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space environment system. Since 

the task for evaluating the effects of space materials and components by space radiation 

plays important role in satellite lifetime extension and running failure percentage decrea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imulated space radiation facility and systematic testing procedure. 

This report has dealt with the status of the technology to enable the simulation of space 

environment effects, including the effect of space radiation on space materials. This 

information such as the fundamental knowledge of space environment and research status of 

various countries as to the simulation of space environment effects of space materials will 

be useful for the research on radiation hardiness of the materials. Furthermore, it will be 

helpful for developer of space material on deriving a better choice of materials, reducing 

the design cycle time, and improving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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