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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술 력을 통하여 이  핵융합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본 

과제의 최종목표이며, 이를 하여 고에 지 이  핵융합 연구 부분은 국의 

형 시설을 주로 이용하여 공동연구하고, 에 지 이  핵융합 연구 부분은 

한국의 시설에서 공동 실험으로 추진하 다. 한편, 국제 력에 하여는 국과

의 기술 력을 토 로 일본과의 기술 력도 시도하 으며, 기회가 생기는 로 

국등 유럽의 첨단 기술로의 근도 시도하 다.

   연구 수행 결과 국의 신 이  시설에서는 핵융합 라즈마 진단 기술인 

톰슨 산란 실험, 핵융합 반응 시뮬 이션을 한 불투과성 (opacity) 실험을 수행

하 고, 한 일 력을 통하여 일본의 시설에서는 핵융합의 기본 반응인 내폭 

(implosion)  X-선 흡수 실험을 수행하 다. 한편, KAERI의 시설에서는 소형

핵융합 반응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고속 성자 발생과 진단 기술을 개발하 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레이저핵융합, 고밀도플라즈마, 플라즈마진단, 한중협력, 
플라즈마시뮬레이션

영 어 laser fusion, high density plasma, plasma diagnostics,
Korea-China collaboration, plasma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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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Ⅰ. 제 목

   한  이  핵융합 기술 력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황폐해 가는 지구환경을 살리기 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한 국제 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 약에 가입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이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원자력 발 에 의한 

에 지 생산도 장기  측면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사

회 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핵융합에 의한 에 지 생산기술이다.

   본 과제에서는 이  핵융합 기술 개발을 한 기 를 마련하기 하

여 이미 이러한 연구를 시작한 선진국가들과의 국제 력 계를 형성하고

자 하 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변국으로서 근이 비교  용이한 국  

일본과의 력기반을 조성하고자 하 다. 한편, 국은 그동안 비공개로 수

행하던 이  핵융합 련 연구들을 상당부분 공개하면서 외국과의 력

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의 정책변화는, 인 라가 거의 없는 우리

나라의 이  핵융합 연구 사정을 고려하면,  30년이상 축 된 국의 첨

단 기술을 습득하고 형시설에서의 실험에 참여하므로서 핵융합 련 실

험의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향후 연구기   연구자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단되었다.

   본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고에 지 이  시설을 이용하는 “고에 지 

이  핵융합” 련 연구는 국의 시설을 이용하고, 에 지 극 단 

이 를 이용하는 “  에 지 이  핵융합” 련 연구는 한국의 시설을 이

용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 다. 한편 연구 력의 확장을 하여 국

의 여러 기 들 뿐 아니라 일본의 고에 지 이  시설 보유 기 과의 

력 기반도 마련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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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국의 핵융합 연구용 이  시설인 신  이  시설에서는 고 에

지 이  핵융합 련 공동실험을 수행하 고,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극

단 이  시설에서는 소형 핵융합 반응에 의한 성자 발생 실험을 공동 

수행하 다. 

   즉, 국의 신 이  시설에서는 핵융합 라즈마 진단 기술인 톰슨 

산란 실험, 핵융합 반응 시뮬 이션을 한 불투과성 (opacity) 실험을 수행

하 고 한 일 력을 통하여 일본의 시설에서는 핵융합의 기본 반응인 내

폭 (implosion)  X-선 흡수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 은 2005년과 2006년에 소형 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 으로 

실증한 바 있으며, 이 기술을 토 로 한국의 실험 장치에 국의 노즐 장치

를 장착하여 국에서는 단독으로 성공하지 못하 던 극 단 이  핵융

합 반응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이  핵융합과 련된 고 도 라즈마의 

분석을 하여 시뮬 이션 코드를 분석/개발하 고, 국, 일본, 국, 체코

등의 시설에서의 실험에 용하 다. 

연도 연구 개발 내용

1차년도

 (2006)

▸ 라즈마내의 온도분포와 이온  자의 도 측정기술 개발

▸ 핵융합 성자 발생량 향상

2차년도

 (2007)

▸ 고속 화 기술의 기본 원리 분석

▸ 고효율 성자 발생을 한 수소 표  개발

▸ 이  핵융합 이론 시뮬 이션 기술 개발

3차년도

 (2008)

▸ 고속 화 기술 핵심 분야 연구

▸ 고 도 성자의 발생

▸ 한 일 기술 력 기반 조성

Ⅳ. 연구개발결과

   고에 지 이  핵융합과 에 지 이  핵융합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근 방법을 용한 결과 한  양국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 다. 즉, 한국은 국의 형 이  시설에서의 실험에 참여할 수 



- 5 -

있은 기회를 얻어 핵융합 라즈마의 진단  시뮬 이션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추가로 한 일 공동실험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핵융합의 기본 반

응인 implosion 실험과 X-선 분 실험의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국은  에 지 이  핵융합 분야에 있어서 KAERI와의 력을 

통하여 국측의 극 단 이 를 이용하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실험

의 문제 을 악하고 해결하여 련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 고에 지 도 과학 분야에서 한 일 기술 력을 통하여 3개국간 

아이디어의 공유, 시뮬 이션 기술의 공동개발, 공동 실험  분석등 지식 

기반 공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연도 연구개발 결과

1차년도

 (2006)

▸ 국 상해의 이  핵융합 시설인 SG II를 이용한 한  공동실험

   -  (Au)을 상으로 한 톰슨 산란 실험

   - 알루미늄 (Al)을 상으로 한 opacity 측정실험

   - 피코 의 backlight 빔을 이용한 X-선 발생 실험

▸ KAERI의 극 단 이 를 이용한 공동실험

   - 생성된 라즈마 이온의 에 지 스펙트럼 측정

   - 핵융합에 의하여 생성된 고속 성자 특성 조사 분석

2차년도

 (2007)

▸ 일본의 고에 지 이  시설에서 한 일 공동실험

- 속표 의 고 도 라즈마에 의한 이 의 차단효과 측정

- CH shell 에 12개 빔을 조사하여 고에 지 X-선 발생 실험

▸ KAERI의 극 단 이 를 이용한 실험

-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화 폴리스틸  필름을 이용한 실험

- 이 의 빔 특성이 성자 발생에 미치는 향 분석

▸ 이  핵융합 이론 시뮬 이션 기술 개발

- 핵융합 시뮬 이션을 한 코드 개발

3차년도

 (2008)

▸ 고속 화를 한 implosion 반응 분석기술 확보

- 폴리스틸  (CH) 타겟의 implosion 반응 실험  분석

- 실리콘 (Si) 라즈마 생성  분석

▸ 고 도 성자 발생을 한 라즈마 진단 기술 확보

- Nomarski 간섭계를 이용한 라즈마 상  도 변화 측정

- 이 에 의한 수소 클러스터 이온 가속 분석

▸ 한 일 기술 력 기반 조성

- 한 일 공동 실험을 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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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수행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들, 즉 톰슨 산란 실험기술, opacity 

측정기술, implosion 시뮬 이션 기술, X-선 흡수 스펙트럼 측정  계산 

기술, 극 단 이 를 이용한 성자 발생기술, 고 도 라즈마 분석을 

한 complex interferometry 기술 등은 이  핵융합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로서, 이  핵융합 연구를 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기술들

의 일부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소형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국소발생

의 극 단 단색 고휘도 성자 발생의 효율 향상을 하여 필수 으로 활

용될 것이며, 한 향후 우리나라 고유의 이  핵융합 시설을 설계하고 

구축할 때 활용될 것으로 망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주의 별 들에서 일어

나는 고 도 라즈마 상을 실험실에서 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

게 되어 우주의 신비를 푸는 열쇠를 제공하여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분야는 실험실 천문학 (Laboratory Astrophysics)이라고 불리며 최근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일본과 국은 이  핵융합 연구를 이미 30여년 부터 수행하여 오

고 있으며 축 된 노하우가 많으므로 이  핵융합 에 지 (Laser Fusion 

Energy; LFE) 연구 분야는 향후 한 일 기술 력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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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ROK-PRC Cooperation on Laser Fusion Energy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International treaties on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re now 

being established worldwide and Korea is supposed to join these treaties 

in a near future. Meanwhile the energy production via fission reactors 

proposed as a solution to this global environmental contamination has 

still inherent problems in that it also produces long-life radioactive 

nuclear waste in the long run, causing many serious social issues. Now 

the ultimate solution in this situation is believed to be the production  of 

energy by the nuclear fusion reaction.

   In this project efforts have been made to establish various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with advanced countries in the research area 

of laser fusion, especially with China and Japan which are easily 

accessible as nearby countries in north-eastern Asia. China has been 

encouraging and promoting many collabor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by opening of many facilities and research infrastructures which were 

usually closed to foreigners. This kind of policy change of Chinese 

institutes could give good opportunities to us to acquire long-term 

accumulated knowhow, to be exposed to large scale experiments in high 

energy laser facilities, and to establish research network among 

institutes and/or researchers.  

   In performing this project, Chinese facilities are utilized for "high 

energy laser fusion" and Korean facilities are used for "low energy laser 

fusion" and, for the broader research cooperation, not only the 

cooperation with Chinese institutes but also that with Japanese institutes 

with high energy laser facility have been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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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COPES and CONTENTS

   The collaboration regarding high energy laser fusion has been carried 

out at the Chinese facility such as ShengGuang II (SG II) laser facility, 

and ultrahigh intensity laser system of KAERI has been used for the 

small scale laser fusion and production of fast neutrons.

   Thomson scattering experiment to analyze the fusion plasma, opacity 

measurement to understand and develop the computer simulation 

techniques have been carried out at SG II facility, and experiments on 

implosion reaction which is basic to laser fusion as well as that of  

X-ray absorption and transmission have been done at the GEKKO XII 

facility of ILE, Japan.   

    On the basis of KAERI's achievements that small scale laser fusion 

reactions have been successfully demonstrated in 2005 and 2006 with an 

ultrashort high intensity laser, Chinese experimental parts and 

components have been incorporated in the KAERI's device to 

demonstrate the laser fusion, leading to the solution of Chinese problem 

with respect to the neutron generation via a laser fusion. 

Year Research Items

First Year

 (2006)

▸ R&D on measurement of plasma temperature and ion/electron 

distribution

▸ Neutron yield enhancement

Second Year

 (2007)

▸ Analysis of basic scheme of fast ignition

▸ R&D on the deuterium target for effective neutron generation

▸ R&D on the computer simulation of laser fusion

Third Year

 (2008)

▸ R&D on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fast ignition

▸ High density neutron generation

▸ Establishment of collaboration among Korea-China-Japan

IV RESULTS

   Satisfactory results both for Korea and China have been deduc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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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egy of project such that different approaches for high energy 

laser fusion and low energy laser fusion were applied. That is, Korean 

partner could get opportunities of doing experiments at the large laser 

facilities to get plasma diagnostic technologies and high density 

simulation technologies, beside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K-C-J collaborative experiments of implosion and X-ray spectroscopy. 

And Chinese partner could solve their problem related to the laser fusion 

and neutron generation which were not successful even with their far 

high 300TW laser system.

Year Results of Project

First Year

 (2006)

▸ Joint experiment at SG II facility at Shanghai, China

   - Thomson scattering experiment for Au target

   - Opacity measurement experiment for Al target

   - X-ray generation by using a backlight source

▸ Joint experiment at KAERI's ultrashort high intensity laser

   - Measurement of energy spectrum of plasma ion

   -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fast neutrons generated via fusion 

reaction 

Second 

Year

 (2007)

▸ K-C-J joint experiment at the Japanese high energy laser facility

   - Experiment of opacity characteristics of laser beam on high 

density plasma 

   - X-ray generation at the CH shell irradiated by 12 laser beams

▸ Experiments at the KAERI's ultrashort laser system

   - Experiment using deuterium clusters and/or deuteratred ploymer 

   - Analysis of effects of laser beam characteristics on neutron 

generation 

▸ R&D on computer simulation of laser fusion reaction 

   - Development of computer code for hydrodynamic reaction

Third Year

 (2008)

▸ Analysis techniques for implosion reaction for fast ignition

   - Experiment and analysis of implosion of CH target 

   - Plasma generation and analysis of Si target

▸ Plasma diagnostics of high density neutron generation

   - Measurement of phase and density variation of plasma with 

Nomarski interferometer

   - Analysis of ion acceleration of deuterium cluster by a laser

▸ Establishment of K-C-J technology cooperation

   - Establishment of joint experiment among K-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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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outcomes of this project such technologies as Thomson 

scattering measurement, opacity measurement, computer simulation of 

implosion, measurement and analysis of X-ray spectrum, neutron 

generation by using an ultrashort high intensity laser, complex 

interferometry for the analysis of high density plasma, and so on are 

some of the basic technologies for the laser fusion and the mandatory 

technologies which should be secured. In the future those technologies 

will be used in the R&D for the enhancement of the yield of fast 

neutron of which the characteristics are very specific in that it is of 

point source, highly bright, monochromatic and ultrashort. And those 

technologies are going to be used in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Korean fusion facilities in the future. Same technologies are used in the 

study of stars and terrestrial bodies regarding high density plasmas and 

can give a clue to solve the mysteries of universe in the future, which 

is called "Laboratory Astrophysics" and studied very much recently.

   China and Japan have been devoted to the laser fusion research for 

more than 30 years and have lots of accumulated knowhow and it is 

very desirable and recommendable to pursue the Korea-China-Japan 

collaboration in the research area of Laser Fusion Energy (LFE) as an 

extensioin of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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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지구 온난화 가스의 배출로 인하여 황폐해져 가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하여 환경 친화  고효율의 에 지 생산 기술이 최근 국제 으로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폐기물이 없는 깨끗한 에 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핵융합 기술이야 말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에 지로 인식되어  세계

으로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재 성공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핵융합 방법에 의해 핵융합 에 지를 생산하려는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사업이 랑스를 

심으로 국제 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핵융합 방법으로 핵융합 에 지를 생

산하려는 연구가 국을 심으로 HiPER (High Power laser Energy Research)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랑스는 국방과 련하여 이미 이  

핵융합 분야에서 선도 으로 시설을 건조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미국의 로 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LLNL)는 30년 이상에 걸친 이  핵융합 연구의 결과로, 

이  핵융합 시설인 NIF (National Ignition Facility)시설을 2009년에 건조 완료

하고 2012년까지 이  핵융합 화 반응을 실증하고자 하고 있다.  세계의 모

든 핵융합 연구자의 시선이 여기에 쏠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  핵융합 연구자

의 입장에서는 향후 에 지 생산에 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증이 될 것이

며, 자기 핵융합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ITER 보다 10년 이상을 앞서서 핵융합 

화를 실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이  핵융합의 가장 큰 문제 의 하나인 고 에 지 고 반복율 

이 의 생산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을 고려하면, 고속 화 기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핵융합 유도 방법과 더불어 이  핵융합에 의한 에 지 생

산 가능성은 아주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한 비가 우리나라도 필요한 실정이

다.

    국과 일본도 이미 30년 부터 이와 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국은 재 상해와 사천성 면양에 고 에 지 형 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

며 (신  II, 신  III prototype), 일본은 오사카 학 부설 ILE (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 연구소에 고 에 지 이  시설 (GEKKO XII)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LFEX (Laser Fusion EXperiment) 이 를 새로이 건조하 고 이  핵

융합연구를 한 FIREX (Fast Ignition Realization EXperiment) 로그램을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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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재 동 분야에서 국제 력을 장려하고 있는 국과의 연구

력은 국내 인 라가 무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필수 인 선택이며, 본 과제에서

는 이를 통하여 국의 축 된 노하우를 습득하고, 공동 실험을 통하여 이  핵

융합에 한 실험 경험을 쌓으며, 향후 연구기   연구자간의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하 다.

   한편 우리 연구 은 2005년과 2006년에 극 단 고강도 이 를 이용하여 국

내 최 로 소규모의 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 으로 실증한 바 있으며 이를 이

용한 고속 성자 발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의 과학자들도 많은 심을 가

지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과 국의 상호 필요에 따라 이  핵융합 기술에 한 력연구

로서 본 과제는 시작되었다.

제 2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범

   본 과제의 연구개발 최종목표는 한∙  기술 력을 통하여 이  핵융합 기

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비록 력을 주로 하는 과제이지만 

자체 연구가 없이는 국제 계에서 성공 으로 연구 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히 자체 연구 부분을 추가하 다. 즉, 고에 지 이  핵융합 연구 부분은 

국의 형 시설을 주로 이용하여 공동연구하고, 에 지 이  핵융합 연구 부

분은 한국의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으로 추진하 다. 한편, 국제 력에 하여는 

우선 국과의 기술 력을 주로 추진하며, 이를 토 로 일본과의 기술 력으

로 확장하고자 하 으며, 기회가 생기는 로 국등 유럽의 첨단 기술로의 근

도 시도하 다.

   본 과제의 연구 내용과 범 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❶ 한∙  핵융합기술 력 기반 조성

   - 국의 SG II/III 원형 시설에서의 공동실험 

   - 국의 SILEX I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 KAERI의 10TW 티타늄 사 이어 이  시설에서의 공동실험

❷ 고에 지 이  핵융합 기술 연구

    - 톰슨 산란을 이용한 고 도 라즈마 진단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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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투과성 (opacity), 내폭(implosion), 상태방정식 (EOS)등에 한 기  

      기술 연구

    - 고속 화 기술 연구

❸ 에 지 이  핵융합 기술 연구

    - 고 도 라즈마의 온도  도 측정 기술 연구

    - 핵융합 라즈마 진단용 성자 측정 기술 연구

    - 성자 생성율 측정장치 연구

    - 성자 발생량 향상 기술 개발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당  계획서에 제시하 던 추진 략은 

다음의 그림과 같으며 실제로 계획 로 충실하게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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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이  핵융합 시설의 기술개발 황

미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경험을 토 로 핵무기 리를 한 국방기술과 

핵융합 에 지 생산을 한 미래기술 개발을 목표로, 이  핵융합 실증을 한 

NIF (National Ignition Facility) 시설을 총 35 억불의 산으로 건조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완공하여 2012년도에 핵융합 화를 실증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에 의한 핵융합 기술은 그림 2-1-1과 같이 핵무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당 에는 핵보유국이 국제핵실험 지조약의 책으로 

개발하기 시작하 다. 그러나 재의 원자력발 기술과 마찬가지로 핵융합을 조

하므로서 (controlled fusion) 에 지를 얻은 연구가 최근 격히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NIF도 국방연구의 목 으로 당 에는 건조되기 시작하 지만 

재는 에 지 생산을 한 연구시설로도 활용할 것을 로 스 리버모어 연구소는 

제안하고 있다. (제 3 장 제 1  5 참조)

그림 2-1-1 핵분열  핵융합을 이용하는 폭발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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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방용의 NIF 시설과는 별도로 최근에는 핵융합에 지 발 을 해 공학시험 

시설건설을 목표로 LLNL, NRL, LANL, ANL, SNL, ORNL, LLE, UCSD, U. of 

Wisconsin, UCLA, GA, ACHAFER, INEEL 등 다수의 국가연구기 , 학, 기업

이 참여하는 IFE 로그램이 조직되어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으로는 LLNL에서 반복율 10 Hz에서 100 J의 에 지를 갖는 다이오드-여기 고체

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NRL에서는 자빔 여기 방식의 KrF 이 가 IFE 

이  시스템의 후보로 개발되고 있다.

IFE를 한 핵융합 타겟연구를 하여 NIF에서는 ID (Indirect Drive)와 PDD (Polar 

Direct Drive)를 계획하고 있으며, OMEGA에서는 shock tuning technique를 사용하는 

DD (Direct Drive)와 고속 화(Fast Ignition)기술을 병행하는 방법을 개발할 정이다. 

한편, 랑스의 LMJ (Laser Mega Joule) 사업에서는 ID를 사용할 정으로 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 각국에서 진행되어 온 기존의 이  핵융합 연구를 바탕으로 

이  핵융합 에 지 연구를 해서 국, 스페인, 랑스, 독일, 폴란드, 이태

리, 그리고 포루투갈의 21개 연구기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HiPER 시설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HiPER 에서는 이  핵융합을 해서 고속 화 개념을 사용할  

계획이며, 이  시스템으로는 OPCPA를 이용한 고출력 이  증폭기를 사용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오사카 학 부설 ILE 연구소에서는 cone 형태 도 이 연료 셀에 

삽입된 새로운 타겟을 제안하여 핵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안된 셀은 

GEKKO XII와 PW 이 를 사용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입증되었으며, PW 

이 에 의해서 성자가 1 만 배 증가하는 것이 측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

하여 고속 화를 연구하기 해 2003년부터 FIREX 로그램을 시작하 다.

국의 경우 CAEP (Chinese Academy of Engineering Physics)는 상해와 면

양에 규모 이  핵융합 연구시설을 갖고 있다. 상해의 SIOM부지 내에 있는 

신  II의 경우 IFE 이  시스템으로 두되고 있는 OPCPA를 이용한 극 단 

이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01년에 개선된 신  II Nd:glass 고에 지 이

는 8개의 400J/3ω의 이 빔 출력 용량을 갖고 있다.

CAEP에서의 이  핵융합 련연구는 고온 고 도 라즈마 물리 실험  

진단 분야, 타겟 제작기술  측정 분야, 고출력 이  기술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 이  핵융합 시설 건조  라즈마 진단에 필요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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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 부품, 진단장비를 자체 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

품  실험장비의 개발기술이 축 되어 있다. 

국내에서 이  핵융합에 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 은 한국원자

력연구원이 유일하여 2005년 수소폴리스틸  타겟에서, 그리고 2006년 수소 

클러스터 타겟에서 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 으로 실증하 다.

제 2  국내외 기술 수  비교

1. 이  시스템 분야

    미국의 경우 IFE 연구에 사용할 목 으로 LLNL에서 반복율 10 Hz의 100 J 에 지

를 갖는 다이오드-여기 고체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고체 이  시스템 개발은 

섬유 이  기술을 용한 이 시스템 단부, 장변환장치, 능동 학계, 포  셸, 

이  크리스탈, 고출력 이  다이오드 등의 기술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NRL에서는 

자빔 여기 방식의 KrF 이 를 IFE 이  시스템의 후보로 개발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경우 고속 화 이  시스템으로 OPCPA 기술을 활용한 이  증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의 KAERI 에서는 에 지 핵융합 실험이 가능한 10 TW 의 펨토  이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ILE연구소로부터 1kJ  Nd:glass 이 를 이  받

아 설치하 다. 한편 KAERI는 다이오드-여기 고체 이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국내 최

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연속 동작에서 1 kW의 평균 출력을 갖는 다이오드-여

기 고체 이 를 개발하 다.

2. 타겟 물리 분야

   이  IFE를 한 타겟의 종류로는 그림 2-2-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indirect 

drive (ID), fast ignition (FI), two sided direct drive, direct drive, shock ignition, polar 

direct drive (PDD)등 다양한 모양이 연구되고 있다. 기존의 direct drive의 경우 이  

에 지가 2.5 - 3 MJ 일 때 이득(gain)이 약 125 - 150 정도라고 알려져 있으나 진보된 

개념의 2-sided direct drive의 경우에는 이득은 약 250 정도로 높다.

   재, NIF에서는 ID와 PDD를 실험할 계획이며, Omega는 shock tuning technique를 

사용하는 DD와 FI기술을 병행하여 개발할 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LMJ 연구에

서는 ID를 우선 사용할 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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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KAERI에서는 2005년에 두께가 40 μm 인 평 형 수소 폴리스틸  

타겟에서 핵융합 성자 발생에 성공하 으며, 2006년에는 액체질소 온도로 냉각

시켜 클러스터상태로 만든 수소 가스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므로서 성자 

발생에 성공하 다.

그림 2-2-1 IFE를 한 진보된 개념의 타겟

  

표 2-2-1 미국의 NIF, Omega, 랑스의 LMJ 시설에서 사용될 타겟의 종류



- 28 -

그림 2-2-2. 구형 타겟의 내부

구조

3. 챔버 물리  공학

   블랭킷 설계, 성자 과학, 트리티늄 처리를 한 폐 연료 순환계통 설계 등이 연구되

고 있으며, 자기장 간섭(magnetic intervention)을 이용하는 이온 충격 제거 방법을 이용

한 챔버 수명연장, 에 지변환효율 개선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에 지와 방호벽의 온도변화 등에 따른 재료 특성연구, 고온측정 온도계  등의 

개발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재 자기장 간섭을 이용하는 cone 형태의 챔버에 자체 냉각

되는 Pb-17Li+SiCf/SiC 블랭킷 개념이 용 시험되고 있다.

   한국의 KAERI에서는 양성자와 성자를 포함하는 입자빔 발생 실험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챔버를 설계 제작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나, IFE 연구를 한 챔버 물리  공학

은 아직까지 시작이 되지 않고 있다.   

4. 타겟의 제조와 입사(injection)

   균일한 벽의 두께, 동일 심을 갖는 타겟의 제조기

술이 요하며, 최  조건의 코 과 크기를 갖는 타겟을 

제조하기 하여 최 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2-2-2).

    DVB (divinylbenzene) foam의 안정성조건, 평탄한 

표면을 갖는 타겟 제조를 한 온도조건 등의 최 화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빔의 정렬과 타겟의 입사 

치 정확성도 매우 요한 연구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고체  기체 타겟을 사용한 소형 핵융합 

실험이 진행된 바 있으나 실제로 고에 지 핵융합에 의

한 IFE 타겟의 제작 경험은 없다. 그러나 국 CAEP의 

경우 다양한 타겟과 hohlraum을 이용한 핵융합 실험을 

수행하고 있어, 공동연구를 통해 타겟 제조와 특성에 

한 정보 확보가 가능하다.  

5.  최종단 학계

   최종단 학계 부문에서는 이  빔의 평탄화 기술과 펄스 분할을 한 포

셸 연구, 최 의 기 과 코 의 결합을 악하기 한 연구, 부품 개발과 시스템 

통합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종단 학계에 한 강한 방사선 환경의 

향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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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고에 지 이  핵융합 기술 개발

1. 라즈마내의 온도분포와 이온/ 자의 도 측정기술 개발

   국에서는 이  핵융합 련 실험을 하여 이른바 863 계획에 의거하여 

국공정물리연구원(CAEP)의 총 리하에 상해 학정 기계연구소(SIOM)내에 

神光 II (SG II) 이  시설을 건조하여 지난 30년간 연구를 진행하 으며, 최근

에는 공정물리연구원 산하의 이 핵융합연구센터(LFRC) 내에 SG III 원형시설

을 건조하고 있다. 이  핵융합에 한 실질 인 실험은 이 핵융합연구센터

의 연구원들에 의해 상해의 SG II 시설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이 실험을 해 면

양에서 상해까지 측정장비등 특수장비를 운송하여 사용하고 있다.

   핵융합 라즈마의 특성 측정기술등 이 핵융합의 기 기술 확보를 하여 

본 연구 에서는 국의 공정물리연구원 (China Academy of Engineering 

Physics; CAEP)) 소속 이 핵융합연구센터 (Laser Fusion Research Center; 

LFRC)와 공동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론연구  시뮬 이션, 톰슨 산란 기술 개

발등을 하여 북경의 응용물리계산수학연구소 (IAPCM)와도 력하 다. 

   톰슨 산란 실험에 하여 본 연구 은 2003년도 이후부터 LFRC 연구소와 지

속 으로 력하고 있으며, single layer의 평  디스크형이나 실린더형 hohlraum 

타겟이외에도 multi layer 평 타겟을 사용하여 실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LFRC 연구 은 평면타겟의 톰슨 산란 실험에 이어 2006년도에는 hohlraum 타겟

에 한 실험도 수행하 으며, 실제로 gas-filled 타겟에 한 실험은 재까지는 

미국의 로 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만 수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속 박막 표 의 라즈마 발생  

      (1) 이  유도 (Au) 라즈마에서의 톰슨산란 실험

    라즈마의 특성 변수는 이 와 라즈마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필수

인 자료로서, 이 핵융합의 유체역학  시뮬 이션을 개발하고 검정하는데 없어

서는 안 되는 자료이다. 이러한 라즈마 특성 측정기술 에서 톰슨산란을 이용하

는 기술은 외부의 상황에 향을 게 받고 높은 정 도로 상을 측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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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한 방법이다.

   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상해의 SG II (神光 II) 시설을 이용하여 디스크형

의 (Au)표 에 한 톰슨산란 스펙트럼 측정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핵융합 고 도 라즈마에 해 투과도가 뛰어난 263.3nm (4ω) 장의 이

를 사용하여, 표 면에서 50μm 간격으로 떨어진 치의 라즈마를 상으로 측

정하 다. 톰슨산란 스펙트럼의 분리폭은 시간에 따라 좁아지는 것으로 측정되었

으며 이는 고이온화 라즈마들이 확산함에 따라 라즈마온도가 체 으로 감

소함을 나타낸다.

표  표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톰슨산란 스펙트럼도 측정하 는데 서로 다른 경향

을 보여주었다. 표  표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자의 온도도 측정하 는데 라즈

마 내외부에 따른 비 칭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흥미로운 사

실들을 유추할 수 있었다.

         (2) 실험장치의 구성

   신  II 이 는 1.053μm 장의 8개의 Nd:glass 이 로 구성되며 각각은 2

ω, 3ω, 4ω의 장으로 체배가 가능하다. 체 인 실험 구성은 그림 3-1-1과 같

다.

그림 3-1-1 톰슨산란 실험의 이  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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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표 은 직경 500μm의 원 으로 반응챔버의 심에 치한다. SG  II 

이 빔의 3번빔과 7번빔은 3체배 되어 가열빔으로 사용되고 8번빔은 4체배되어 

로 빔으로 사용된다 (그림 3-1-2, 그림 3-1-3). Z축은 표 의 수직방향이고 X

축은 표  면을 따라 로 향한다. 두 가열 빔은 원래 원형인데 표  면에 해 

60도의 기울기를 가지므로 타원형이 된다. X-선 카메라로 분석한 결과 표 의 표

면에서의 두 빔의 크기는 330μm × 660μm, 220μm × 440μm 이다. 가열빔의 이

 에 지는 각각 250 J이며 반치폭은 1ns이다. 로 빔은 4ω 20J의 에 지를 

가지고 f/12 즈에 의해 표  면에 수직으로 집속되어 100 μm의 지름을 가진다. 

3번 빔에 해 7번 빔은 300 ps 지연되며 표  표면에서 3.3 × 10
14 W/cm2, 1.5 × 

1014 W/cm2의 집속강도를 가진다.

 

 

그림 3-1-2 표 과 이 빔의 배치

  

그림 3-1-3 이 빔의 시간 형태

  

   톰슨산란 은 로 빔의 수직 즉 표  면에 평행하게 축을 가진 f/10의 집

속 즈로 1.5배의 배율로 분 기의 슬릿에 집속된다. 분 기는 Czerny-Turner 타

입의 분 기로 2400 l/mm 회 격자를 사용하며 75cm의  거리를 가진다. 분

된 산란 은 스트릭장치에 의해 시간 분해를 가지고 ccd 카메라에 장된다. 이

때 장분해능은 0.6Å이며 시분해능은 40ps이다. 산란 의 측정 치는 표 을 수

직으로 이동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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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험의 결과

   표 에서부터의 거리를 50μm 단 로 증가시키면서 톰슨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그림 3-1-4에 나타난 streak camera 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라 

두개의 ion acoustic wave (IAW)의 분리된 정 의 차이가  어들어, 라즈

마가 확산됨에 따라 자의 온도도 하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열 이  빔으

로 라즈마를 계속 가열하더라도 라즈마의 온도는 복사에 지 손실과 라즈

마 확산에 의해 지속 으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에 

존재하는 최  스펙트럼 분리가 표 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듦은 가열 

빔에서 벗어난 부분에서의 온도 하로 설명된다.

그림 3-1-4 라즈마 높이에 따른 톰슨스펙트럼의 스트릭 상 (50μm, 100

μm, 150μm, 250μm)

   그림 3-1-4에서 모든 톰슨스펙트럼이 시간에 따라 장 장 쪽으로 치우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라즈마의 흐름에 따른 도 러편향에 기인한다. 그리고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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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서 라즈마가 냉각됨에 따라 그 치우침이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톰슨스펙트럼의 장 장 쪽 가지와 단 장 쪽 가지의 비 칭성은 자의 열흐름이 

존재할 때 이온과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  유동의 차이로 말미암아 자

가 되돌아오면서 생기는 란다우 핑에 기인한다. 이 자의 핑이 IAW에 기여

하는 방향보다는 해하는 방향으로의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단 장 쪽이 산란신

호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림 3-1-5)

그림 3-1-5 톰슨스펙트럼 (t=600ps, z=100μm), 원은 실험치이며 

실선은 근사곡선임

   이온화 정도와 온도의 곱인 ZTe 는 톰슨스펙트럼의 장 장 쪽 가지와 단 장 

쪽 가지의 차이 값에 의하여 추정된다.

   그림 3-1-6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 ZTe 값의 최 치가 표  수직축을 따라 멀

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 다음 식과 같이 자의 온도와 이온의 평균 하량의 

계식을 이용하여 자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Z=
2
3
(ATe(eV))

1
3

   그림 3-1-7은 900ps 시 에서의 표  수직거리에 따른 자온도의 분포를 보

여 다. 200μm 에서부터 자온도가 감소하는 것은 이 지  의 라즈마는 가

열 이 빔의 범 에서 벗어나서 직 인 가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자에 의한 열 달만이 존재하므로 온도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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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시간과 공간에 따른 ZTe의 변화

그림 3-1-7 표 에서의 수직 거리에 따른 자의 온도분포 (t=900ps)

   가열 이 의 범  내에서는 실험값들이 알려진 이론과 매우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에 의한 열 달에 기인한 톰슨스펙트럼의 비

칭성에 한 해석도 타당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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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톰슨 산란에 의한 라즈마 특성 분석

      (1) 배경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톰슨 산란 실험은 라즈마의 이온화 정도와 자의 온도

에 한 정보를 주게 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기핵융합이나 성핵융합연구에서 공히 

사용된다. 다만, 라즈마의 도에 따라 사용되는 장의 범 가 다르게 된다. 그림 

3-1-8은 디스크 타겟에서 측정된 톰슨 산란 신호로서, 실험에 사용된 원래의 빔도 동시에 

측정되었다. 본 자료는 국측이 분석하기 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림 3-1-9는 이때 측정

된 streak camera image로서 이 사진 데이터를 분석하면 IAW로부터 ZTe의 값을 알게 된

다.

     

그림 3-1-8 디스크 타겟에서 산란되는 톰슨 산란빔과 입사빔

그림 3-1-9 Streak camera로 측정된 산란빔의 스펙트럼; (a) 디스크의 

150 μm 앞에서 측정한 이미지 (b)디스크의 250 μm 앞에서 측정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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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ohlraum 에서의 톰슨 산란 실험

  그림 3-1-10은 으로 된 hohlraum 타겟에 하여 톰슨 산란 실험을 수행한 개념도이

며 상해의 SG II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Hohlraum을 이용한 간 인 표  가열 방

식은 표 을 균일하게 가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1-10 Hohlraum 타겟의 톰슨 산란 실험 : (a) 실험의 기하학  

구성 (b) hohlraum에 이  빔이 입사하는 단면도 (c) hohlraum 에 

입사하는 이  빔과 산란빔의 구성 (4 beam 사용의 경우) (d) 

hohlraum에 입사하는 이  빔과 산란빔의 구성 (6 beam 구성)

■Laser

Main:1,3,4,5,7,8，351nm/260J/1ns

Probe：6
th
 -263nm/50J/1ns

Timing：1,6,8th 550ps ahead of others

■Target：Au disk、tile,  hohlraum

■TS diagnostic system

■OCS＋OMA750＋OSC1587＋CCD

■System resolutions：temporal<100ps，spatial~50um, spectral:0.0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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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과 그림 3-1-12는 hohlraum에 한 톰슨 산란 실험 결과로서 속이 비어 있는 

hohlraum(그림 3-1-11)과 속이 질소가스로 채워져 있는 hohlraum (그림 3-1-12)의 streak 

camera 상이다.

   그림 3-1-11 Empty hohlraum 6 main beam: The two 

peaks of TS can't be distinguished in the image but  the 

structure can be repeated. Still this can be used to deduced 

plasmas parameters

그림 3-1-12 N2 filled Au hohlraum: The two peaks of TS 

spectrum are clear. The spectrum is red shifted which is 

contrary for the empty hohlraum. The background spectrum 

is anti-Stokes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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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 II 시설에서 수행된 본 실험은 이 빔을 4개 사용했을 경우와 6개 사용

했을 경우에 한 비교, 그리고 hohlraum 안에 가스가 차 있을 경우와 비어 경우, 

표 이 tile 로 되어있을 경우 등에 해서 비교 분석하기 한 것이 었다. 각각에 

한 결과가 그림 3-1-13과 그림 3-1-14에 표시되어 있다.

그림 3-1-13 라즈마특성 비교: Plasmas flow→most 

influenced by the target geometry：disk>tile> hohlraum(4 

beams)> hohlraum(6 beams)，special for gas-filled hohlraum

그림 3-1-14 자의 온도 변화: Te  is mostly influenced by the 

energy density：hohlraum(6 beams focused) >hohlraum(6 beams 

defocused) >hohlraum & tile(4 beams)>disk(2 beams)



- 39 -

   다. opacity 측정  분석

      (1) 세계의 기술 황 분석

   Radiation hydrodynamics의 명확한 이해는 성핵융합에 지, 천체물리, X-선 

원개발 분야 등에서 매우 요하며, 라즈마 내에서 radiation transport의 정

확한 모델링을 해서 라즈마의 opacity가 측정되어야 한다.

   2006년 미국의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ies에서 기존의 LEDCOP를 

체하는 새로운 opacity 코드인 ATOMIC을 개발하 다.[1] Los Alamos의 Opacity 

데이터베이스는 HTTP:/t4.lanl.gov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2003년 미국 스콘신 학의 핵융합기술연구소 (Fusion Technology 

Institute)에서 성핵융합에의 응용을 해서 opacity 계산을 한 그래픽 도구

(JATBASE)를 개발하 으며, 규모의 원자 데이터, 스펙트럼 분석, EOS, 그리고 

opacity 련 로그램이 1개의 랫폼으로 통합되어 있다.[2]

   미국의 로 스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고온 고 도의 이  유도 라즈마

에서의 알루미늄 opacity를 측정하여 보고한바 있다.[3]

   2005년 국의 York 학에서 x-선 이 를 사용하여 철의 opacity를 측정하

다. [4]

   국의 러더포드 애츨턴 연구소에서는 이  유도 라즈마의 방사 opacity를 

계산하 다. [5]

   독일의 막스 랑크 연구소에서 고온 고 도  라즈마의 UV opacity를 측

정하 다. [6]

   랑스의 CEA에서는 LULI의 이 시설을 이용하여 니 의 opacity를 측정

하고, opacity code인 DRECAM의 타당성을 조사한 바 있다. [7]

   2005년 일본 OSAKA 학의 ILE연구소에서는 이  유도 주석 라즈마로

부터 EUV를 방출하는 연구에서 opacity의 향을 조사하 으며, 이때 6개의 

Gekko-XII 이  빔라인이 사용되었고, 이  펄스폭은 500 ps, 장은 1.053 μ

m이었었다. Dog bone 형태의 으로 된 비티가 사용되었다. [8]

   러시아의 Russian Federal Nuclear Centre에서 ISKRA-5 이  시설을 이용

하여 고 도 라즈마의 X-선 스펙트럼 opacity를 측정한 바 있다. [9]

  2005년 러시아의 고에 지 도연구소(Institute for High Energy Density)에서 

성핵융합에의 응용을 목 으로 방사 opacity 연구를 수행하 다. [10] 

   2004년 국 CAS 산하의 National Astronomical Observatories에서는 2p-3d 

에 지 역에서 철 라즈마의 개별 스펙트럼 라인을 고려한 opacity를 연구하

다. [11]

  2001년 인도의 라즈마연구소(Institute for Plasma Research)에서 고온 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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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를 한 opacities 계산을 한 코드를 개발하 다. [12]

      (2) 한  공동 실험 수행

   Opacity 측정을 한 공동 실험은 2006년 11월 상해에 있는 SG II 시설에서 

수행되었는데, 본 실험에 국측에서는 LFRC의 Yang Jiamin 박사가 실험을 주도

하 으며, 북경 응용물리계산수학연구소의 Pei Wenbing 박사 은 이론 인 분석

과 실험의 설계를 담당하 다. 응용물리계산수학연구소에서는 Pei 박사외에 Li 

Jinghong, Xu Yan, Meng Guangwei 박사등이 참여하 다. 실험을 시작하기 에 

각 의 소개를 하여, 우리 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소규모 이  핵융합을 이

용한 성자 발생 실험내용을 발표하 고, 응용물리계산수학연구소에서는 Xu 박

사가 opacity 실험을 한 제안에 하여 발표하 고, LFRC의 Yang 박사는 이번

에 수행할 실험에 하여 설명하 다. 

   샘 타겟에서의 이  흡수 특성은 그림 3-1-15와 같은 원리로 분석될 수 있

다. 즉, sample을 통해 감쇄된 빔, 타겟이 아닌 다른 부분을 통과한 빔, 샘 에서 

생성된 빛의 계로부터 계산될 수 있으며, 실험 으로는 아래의 그림 3-1-16과 

같은 구성을 통하여 그림 3-1-17과 같이 분리 측정된다.

          

그림 3-1-15 고 도 라즈마에서의 이  흡수 특성을 특정하는 opacity 실험

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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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Opacity 실험을 한 Schematic Diagram

      
그림 3-1-17 크리스탈 스펙트로메터를 통하여 X-ray 필름에 검출된 이

 흡수 패턴과 장별 흡수 곡선 (부록 4 참조)

  

   Al과 Fe의 혼합타겟과 Al 만의 단독 타겟 두가지에 하여 X-선 흡수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 실험을 하여 8개의 260J 3ω0 1ns 이  빔 (main beam)과 1

개의 100J 3ω0 130ps 이  빔 (back lighter)이 사용되었으며 Au의 hohlraum 

구조 타겟을 상으로 실험하 다.

   실험 결과 Al 의 흡수 특성은 잘 측정되었으나 (그림 3-1-17) Fe의 흡수 특성

은 측정이 되지 않았으며 추후에 실험 변수를 변경하여 다시 실험 하기로 하 다.

   실험에 사용된 타겟은 면양에 소재한 LFRC에서 제작하여 가져온 것이었다. 

이 실험을 하여 18개의 Au hohlraum 타겟이 비되었으며, 이 의 일부는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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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Hohlraun 구조안에 장치된 스라이드 형태의 타

겟; backlight 용 빛은 pico-second 이 에 의해 Au 

backlighter에서 생성된 X-ray 빔이며 이 빔이 타겟의 얇은 

면으로 입사됨.

그림 3-1-19 Opacity 실험을 한 챔버 

장치의 구성도; 앙에 hohlraum 타겟

이 치하고 있으며 주 에 CS 

(Crystal Spectrometer), PHC (Pin Hole 

Camera)등이 치하고 있음.

만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Al 과 Fe 가 섞여져 있는 것이었다. Al은 이러한 종류

의 실험에서 보통 온도를 측정하기 한 tracer 로 사용되기 하여 첨가된다고 

한다. 타겟의 구성은 그림 3-1-18과 같다.

   Opacity 실험에 사용한 챔버는 톰

슨 산란 실험에 사용하던 챔버와 동일 

챔버이었으며, 진단장치들은 X-ray 

crystal spectrometer 와 여러 의 

X-ray Pin Hole Camera 가 사용되었

다 (그림 3-1-19). 이러한 고 에 지 

이  실험은 이  핵융합 연구를 

한 필수 인 실험들로서, 가능하면 

일본의 GEKKO 이  시설이나 국

의 VULCAN 시설, 체코의 PALS 시

설등에 참여하여 공동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 으며, 실제로 본 과

제기간  VULCAN, GEKKO XII, 

PALS에서의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

다.  (제 1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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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 화 기술의 기본 원리 분석

   가. 속표 의 고 도 라즈마에 의한 이 의 차단효과 측정

   이 핵융합에 있어서 이  빔이 타겟에 집속되어 에 지를 달하기 해

서는 많은 종류의 간 물칠을 통과해 가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빔의 

투과성은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1차년도에 SG II 시설에서 수행한 불투과성 

(흡수) 실험에 이어 2차연도에도 실험을 계속하기로 하 으나 SG II 시설의 기술

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실험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속 화에 있어

서 X선의 투과  흡수에 한 연구테마의 요성을 고려하여 국의 타 기 , 

일본과 국, 체코등의 시설에서의 실험을 물색하던  국의 물리연구소, 일본

의 오사카 학과 공동으로 오사카 학의 ILE 연구소의 GEKKO XII 시설에서 

공동실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실험의 내용은 그림 3-1-20과 그림 

3-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plosion에 의해 CH shell 타겟을 압축시키고 여기

서 발생하는 X-선을 pinhole 이나 cone 형의 구멍을 통과시키고 이 X-선을, 독립

으로 발생시킨 라즈마에 통과시켜 흡수되는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그림 3-1-20 Implosion에 의해 발생한 X-선의 불투과성 실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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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cone-type 고속 화 방법과 유사한 X-선 

투과 구조

   국과 일본은 이 에 유사한 실험을 상해의 SG II 시설에서 수행한 것으로 

악되고 있으며 이 실험에서는 그림 3-1-22과 같은 dog-bone 모양의 타겟을 사

용하 었다. 

그림 3-1-22 이 에 수행한 국과 일본의 공동실험 개념도

   이러한 연구는 핵융합 연구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험실에서 고 도 고에

지 우주의 상황을 재 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high energy density science 

(HEDS)라는 연구 역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등 많은 국가에서 

핵융합 연구용 이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요한 연구 분야이기도 하다. 

이 에 의해 발생되는 X-선은 non-LTE (비 국소평형상태)의 상태에서 발생하

는 빛으로서 국소 으로 입자들이 충돌에 의해 평형상태에 이르기 에 발생되므

로 우주의 별의 생성 규명 연구에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 발생

되는 빛은 완 흑체복사로 간주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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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에 의한 implosion실험은 이  핵융합의 기본의 되는 기본 기술

로서 과거에는 균일한 압축이 일어나기 힘들어서 이  핵융합의 걸림돌로 작용

하 으나, 재는 고속 화기술의 발견으로 압축의 균일성 요구조건이 많이 완화

되었다. 그리고 압축을 일으키는데 요구되는 이 의 최소에 지도 획기 으로 

어들게 되었으며 자기핵융합 방법 보다 이  핵융합 방법이 에 지 생산방법

으로 더 가능성이 큰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이 공동 실험에는 국의 성핵융합 원회 원이며 물리연구소 부소장겸 

상해교통 학 총장인 J. Zhang 교수 그룹과 일본 오사카 학 부설 이 공학연

구소 (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 ILE)의 H.  Nishimura 교수 그룹, 그리고 

한국의 우리연구 이 참여하는 공동 실험이었으며 향후 련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기로 의하 다. 

   상해의 신  II 시설은 2008년 5월경부터 재가동 될 계획이며 최  실험으로 

Thomson scattering 실험을 수행하게 되며, 추후에 X-선 흡수실험을 수행할 

정이었으나 공동실험 직  발생한 국 사천성의 형 지진으로 말미암아 실험이 

지연되었다.

   나. X-선 발생 연구

   SG II 시설의 기술  문제로 X-선 발생 실험이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한 일 공동으

로 일본의 GEKKO 시설에서 동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실험은 2008년 2월 한 

달 동안 수행되는 데 처음 2주간은 이  장치와 측정장치의 설치와 정렬을, 후반 2주간

은 X-선 발생과 흡수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을 하여 FLYCHK 컴퓨터 코드를 이용

하여 emission spectra 를 계산하게 되고  독립 으로 생성된 middle Z 원소에 한 흡수 

스펙트럼 측정을 수행하 다. 표 3-1-1은 수행한 실험 내용이다.

   이 실험에서는 CH shell 이 압축되면서 시간에 따라 다른 radiation temperature를 가

진 X-선을 발생하게 되며, 이 게 다른 에 지의 X-선이 라즈마를 투과하는 특성에 

한 실험 데이터를 얻고자 하 다. 이 실험은 본 과제에서 국과 공동으로 SG II 시설에

서 Al 시편에 해서 수행한 이  실험과는 특성이 다른 실험으로서 국과 일본의 두 거

 시설에서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었다. 일본에서의 실험을 통하여 국

의 SG II 시설에서의 실험을 분석/평가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한  공동 실험의 문제 을 

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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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rameter search to realize non-equilibrium photo-ionization states

2. Experimental methods to observe the equilibrium state  and comparison with theoretical 

models.

    choice of sample materials

    replication of major lines

    averaged ionization values

3. Experimental methods to observe the non-equilibrium state and comparison with 

theoretical models.

    X-ray line emission of non-thermal component

    opacity measurement

    Direct measurement of electron distribution functions by Thomson scattering

4. Establishment of non-equilibrium plasma model and improvements

표 3-1-1  공동실험을 통하여 수행한 연구내용 

 

   본 연구 에서는 상 론  계산 코드인 MCDF (Multi-Configuration Dirac-Fock) 코드

를 이용하여 high Z 원소의 스펙트럼을 계산한 경험이 있으며, 본 실험의 분석을 하여 

MCDF 코드, FLYCHK 코드를 용하 다. (제 1  3. 라  참조)

   다. 고속 자 발생  수송 연구

   이  핵융합은 수소와 삼 수소로 이루어진 연료를 이  빔을 이용하여 

압축하여 온도를 높히므로서 화시키는 방법으로 처음 제안되었다. 그러나 여러

방향에서 이  빔이 입사될 때 균일하게 압축시킬 수가 없음으로 인해 필연

으로 불안정해지게 된다. 이것을 Rayleigh-Taylor 비안정성이라고 하는데 2000년 

국과 일본의 과학자들이 이른바 고속 화라는 개념으로 이를 해결하 다. 그림 

3-1-23과 그림 3-1-24에 이 두 방범이 비교되어 있다.

   한편, 이 고속 화의 개념은 더욱 발 하여 최 에 제안된 cone 형의 guide 

를 사용하는 방법이외에도 이  빔을 두 개 사용하는 방법등이 소개 되었고 

재 이러한 방법을 세계 으로 실증하고 있다 (그림 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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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고속 화의 여러 변형방법 (R.L.McCrory and J.M.Soures, 

ECLIM 2006)

그림 3-1-23 Central 

Ignition : 압축에 의해 화

시키는 방식으로서 디젤 엔

진에 비유될 수 있음

   

그림 3-1-24 Fast Ignition: 연료 압축후 

화 시키는 방식으로서, 화 러그를 

사용하는 가솔린 엔진에 비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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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핵융합 이론 시뮬 이션 기술 개발

   이  핵융합 연구는 원자물리, 라즈마 불리, 고 도 극한 물리등 여러 분

야의 상이 복합 으로 얽 서 나타나는 상을 다루므로 실제로 실험하기도 어

렵고, 이론 으로 시뮬 이션 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에서 선진 그륩들은 

이  핵융합에 한 이론  연구를 지난 30-40년간 수행해 오고 있으며, 개발된 

산 로그램들이 일부분 공개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신 로그램들은 연

구그룹내에서만 배타 으로 사용되므로 결국 첨단 실험내용을 연구하기 해서는 

독자 으로 개발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를 한 첫 단계로서 재 입수가 가능한 몇 개의 산 로

그램을 입수하여 분석하고 실제의 실험에 용하 다.

   가 Medusa code를 이용한 핵융합 시뮬 이션 

     이  핵융합 시뮬 이션 코드인 Medusa는 수소와 삼 수소로 만들어진 

직경 0.5mm 정도의 작은 구 모양의 pellet에 고출력의 이 를 집속시켰을 경

우 일어나는 상을 일차원으로 추 하는 컴퓨터 시뮬 이션 코드로서, 국의 

Culham Lab.에서 1973년에 처음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  핵융합에 사용하고자 

제작된 고출력 이 들은 재까지는 이 를 발진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하루에 몇 번 밖에 발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

에 많은 실험을 하기 어려운 계로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 이션은 실험을 한 

기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 도구가 되었다. 

     Medusa 로그램에서는 이 빔이 조사된 작은 pellet에서 일어나는 

hydro- dynamic 과정과 라즈마 진행과정을 일차원 으로 연구하게 되는데, 이 

로그램에서 계산하는 과정을 단계 으로 살펴보면,

(i) 이 가 pellet에 칭 으로 조사되면 pellet 표면근처의 자들이 

inverse Bremsstrahlung, resonance absorption, 기타 여러 가지 비정상  메카니

즘에 의하여 가열되기 시작한다.

(ii) 가열된 자가 이온과 충돌하면서 thermal conductivity에 의해 pellet 

내부로 열이 달된다.

(iii) pellet 표면이 온도가 높아진 자들에 의해 열되며, 그로 인해 발산

되는 이온들에 의한 반발력 때문에 fuel sphere가 압축되어 내부의 라즈마 도

가 격히 높아진다.

(iv) pellet 심 부근에서 핵융합이 ignition 되자마자, 바깥쪽으로 향을 

주어 연속 으로 외부의 fuel도 ignite되면서 성자가 생성된다.



- 49 -

   이러한 단계별 로그램의 수행과정을 보면, 이 가 조사됨에 따라 pellet 내

부에서 생성된 라즈마의 도  속도, 라즈마를 구성하는 이온  자의 온

도라는 네 개의 변수가 주요 변수가 되며, 이러한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멸되기도 하고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는 원소

들  성자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 지의 흐름 

등을 시간에 따라, pellet 내부의 치에 따라 추 해 볼 수 있다.

   이온  자의 온도 변화와 그로 인한 부가효과는 Navier-Stokes 방정식이 

이용되었고, pellet 내부의 라즈마 치를 추 하기 해 Lagrangian difference 

mesh 구조가 도입되었으며, hydro dynamics와 열 달에 한 추 에는 Crank- 

Nicholson 체계와 Gauss elimination 방법이 이용되었다. 

   라즈마 내부는 이온, 원자, 분자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양 하와 자의 음

하가 동수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여 체 인 하는 성이 되게 하 다. 로그

램에서 고려되는 핵융합 반응은 D-D, D-T, D-He
3이며, 이 반응에서 생성되는 H 

(수소), T (삼 수소), He3, He4가 이온  자에 에 지를 넘겨주게 된다. 그 외

에 로그램에서 고려되는 원소는 N (기타 성 원자 는 분자), X (이온), n 

( 성자) 등 총 8가지이다. 라즈마 내부의 열흐름을 다루기 해 내부에 지(U), 

온도(T), 압력(p), 비열(ϒ) 등에 해 자  이온의 각 서 시스템으로 구성되었

다. 각 시스템에서 단  질량당 내부에 지에 한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에 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v
dT
dt
+ B T

dρ

dt
+ p

dV
dt
= S (S= S i+ S e)

C v= ( ∂U∂T ) ρ
, B T= ( ∂U∂ρ )T

S i= H i+K+Y i+ Q

S e= H e+K +Y e+J +X

   여기서 H는 열 도로 인한 열의 흐름, K는 이온과 자 간의 에 지 교환, Y

는 핵융합에 지의 방출, J는 Bremsstrahlung 방출, X는 이  흡수, 그리고 Q

는 성으로 인한 가열과 련된 항들이다. 

   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Medusa 로그램에서는 일차원만을 고려하여, r=0으로

부터 r=R0 의 범 를 N 개의 쎌로 나 어 라즈마의 운동방정식, 경계조건을 고

려하여 라즈마의 이동을 계산하고, 그 때 각 쎌에서의 에 지 방정식을 풀어 시

간에 따른 각 쎌의 라즈마 도, 속도  압력, 그리고 자와 이온의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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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며, 열에 지, 운동에 지를 계산한다. 이 의 세기와 흡수된 이  에

지, 그리고 핵융합이 일어난 경우 생성된 성자  핵융합에 지 등도 계산한다.

   그러나 이 로그램에서는 D-T, D-D 반응으로부터 방출된 성자가 더 이상

의 상호작용 없이 라즈마로부터 자유롭게 빠져나간다고 가정하 는데, 이러한 

가정은 실제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이 에 의하여 라즈마 내에서 크게 압축

되는 경향이 있으며, 생성된 성자는 라즈마 내부의 이온들과 상호작용하여 일

부 에 지를 넘겨주고 나머지는 라즈마를 벗어난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기 

하여 Medusa-PIJ 라는 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이 로그램에서는 생성된 성

자에 의해 축 되는 에 지를 계산하고, 축 된 체 에 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

를 추 하는 hydro-dynamic 방정식을 풀어나간다. 한  fuel sphere에서 발산하

는 성자 스펙트럼을 two-collision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Medusa-PIJ 로그램 자체를 분석하여 우리 시스템에 따라 

변형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로그램 수행에서 얻어진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능

력을 함양하는데 주력하 다. 이 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자 발생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하여 아래에 간단히 기술하 다. 

   로그램에서 표 된 이  빔의 시간형태를 실제 이 와 유사한 형태가 

되도록 로그램을 일부 수정하 고, 입력 자료에서도 우리 연구실에서 제작 인 

Nd:Glass 이 의 특성에 맞도록 데이터를 작성하 다. Nd:Glass 이 의 장

은 527nm, 펄스 시간폭은 2.0ns이다. 그리고 펄스 시작 에 지는 1.5 x 10
9 W이

라 가정하 고, 로그램 상에서 셀의 수를 40개로 나 었으며, 수소와 삼 수

소는 각각 50%씩 pellet에 담겨있다고 가정하 다.

     계산결과 이 가 pellet에 조사된 후 약 1.0nsec 정도 경과한 후에 핵융합

이 일어났으며, 이때까지 조사된 이 의 에 지는 약 2700 Joule 이었다. 핵융합

은 약 1.8nsec 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었으며, 조사된 이  에 지는 약 5900 

Joule 정도이었고, 이때까지 발생된 성자의 수는 약 2.6 x 10
12 개이었다. 이후에

는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았다. 

   계산 결과 에서 1.45nsec 때의 결과  일부를 그래 로 나타내었다. 이 

로그램에서 가장 요하게 다룬 변수인 라즈마의 속도  도, 그리고 내부에 

포함된 이온  자의 온도를 쎌의 치에 따라 표 하 으며, 한 핵융합에 의

하여 발생된 성자 에서 각 쎌로 부터 방출된 양과, 이온  자들과 부딪힘

으로써 라즈마 내에 축 된 핵융합에 지에 하여 그래 로 나타내었다. (그림 

3-1-26 - 그림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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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7 쎌 내부의 라즈마 

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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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라즈마 내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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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 이온  자와 충돌한 

성자가 라즈마 내부에 축 한 핵

융합 에 지

   나. MULTI 산 코드

   MULTI code는 1985년부터 스페인의 마드리드 폴리테크 학과 독일의 막스

라크 양자 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코드로서, 성핵융합에서 일

어나는 고 도 에 지 상을 1차원과 2차원 구조로 유체역학 으로 시뮬 이션 

할 수 있는 코드이다. 이 코드는 thermal radiation transport, heat conduction, 

energy deposition 등을 다룰 수 있으며, 이 빔, 이온빔, 핵융합에 의해 생성된 

알 빔등에 해서 계산한다. 이 로그램은 주로 UNIX계열의 컴퓨터에서 실행

될 수 있으며, 1994년에 특별히 개발된  r94라는 “컴퓨터언어”를 이용하여 여 

졌다. MULTI 코드의 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MULTI 1 (1985)

      R. Ramis, R. Schmaltz, J. Meyer-ter-Vehn에 의해서 처음으로 작성된 코

드로서 평면유체역학, multi-group radiation transport, laser deposition, 도

표화된 EOS  불투과성 데이터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코드는 

FORTRAN 으로 여졌다.

    • MULTI 2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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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non-LTE radiation transport를 포함하고 있으며, http:// 

cpc.cs.qub.ac.uk/cpc 에 ABBV_v1.0으로 수록되어 있다. 

    • MULTI 3 (1988)

      원형  원통형의 기하학 구조를 다룰 수 있으며, 도표화된 이온화 데이터

를 사용한다.

    • MULTI 4 (1989)

새로운 처리  후처리 기능이 추가되었다.

    • MULTI 5 (1990)

핵융합 반응의 DT burning 과 두 종류 물질의 온도 계산을 추가하 다.

    • MULTI 6 (1991)

CRAY 컴퓨터의 UNICOS OS에서 실행되도록 수정되었다.

    • MULTI 7.3 (1996)

SGI의 IRIX OS에서 실행되도록 수정되었다.

    • MULTI 7.4 (1996)

FORTRAN에서 C 언어로 변환되었다.

    • MULTI 7.6 (1997)

EOS/Opacity 자료의 근 방법을 수정하 다.

    • m1d-7.7 (2002)

재의 1D 버 의 코드이다

    • multifs (1994)

MULTI 6 의 확장본으로서 극 단 펄스 이 와 자의 도를 계산하

는 코드로서, 자기  방정식의 해를 구하므로서 이  에 지의 달을 

계산한다. 1996년에 K. Eidmann에 의해 수정되었다.

     • MULTI2D (1992)

R. Ramis 와 J. Meyer-ter-Vhen 에 의해 여졌으며, 간단한 ray tracing, 

ALE (Arbitrary Eulerian Laglangian) 유체역학, 이상기체의 EOS를 포함

하고 있다. C 언어로 여졌으며, X window 와의 interface에 의해 그래픽 

기능을 제공한다.

    • m2d-2.4 (1993)

hohlraum target을 계산할 수 있다.

    • m2d-3.0 (1994)

r94 언어와의 연결이 포함되어 있다.

    • m2d-4.2 (1996)

Electronic heat transport 계산을 포함한다.

    • m2d-5.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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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폭발이 일어나는 과정의 

온도 분포

       r94 언어로 여졌으며, shared common components 방식을 이용한다.

    • m2d-5.1 (2002)

재의 2D 버 이다.

   MULTI 코드가 r94 언어를 사용하므로, MULTI코드를 사용하기 해서는 먼

 r94 언어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Linux 기반의 컴퓨터에서도 계

산 결과를 그래픽으로 출력할 수 있다. 그림 3-1-32는 MULTI 코드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1D 계산의 제로서 DT 연료 pellet에 3.51 MJ의 이  에 지

가 들어가서 26.03 MJ의 에 지를 발생시킨 계산 결과로서 시간과 치에 한 

자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3-1-32 Spherical radiation driven ICF 

pellet composed of: 2 mm DT at 0.0003 

g/cm3, 0.0864 mm DT at 0.22053 g/cm3, and 

0.45 mm of C at 1.265 g/cm3. Sesame EOS, 

and fusion reaction allowed. The pellet is 

driven by a 350 eV thermal bath. The 

maximum compression is reached after 8.6 

ns. The yield is 26.03 MJ, absorbing 3.51 

MJ. (563 time step and 18.04 seconds.)

그림 3-1-32는 2D 시뮬 이션

의 로서 pellet 이 폭발하는 과정을 

계산한 결과이며, 온도 분포를 X-Y 평

면으로 표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MULTI 코드는 hydro- 

dynamic 계산 뿐아니라 그래픽의 기능

도 갖추고 있으며, 입력 자료에 따라 

원하는 출력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로그램의 원문을 고쳐서 활용

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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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X 선 streak 

camera에 측정한 Si의 

emission 스펙트럼

   다. 고에 지 이 에 의한 라즈마 발생 연구

      (1) Implosion에서 발생하는 X 선에 의한 이온화 

   2008년 2월과 2009년 2월 2차례에 걸쳐 그림 3-1-34에서 보인 바와 같은 실험

을 한 일 공동으로 수행하 다. 

그림 3-1-34 3차원 implosion에 의해 발생한 X 선으로 온 실리콘 라즈

마를 고가이온으로 이온화시키는 실험 (일본 오사카 학 ILE 연구소)

   2009년도의 2차실험에서는 Si 스펙트럼의 시간

 특성을 측정하기 하여 X 선 streak camera에 

스펙트로미터를 장착하여 측정하 다.

   그림 3-1-35는 X 선 streak 카메라로 측정한 

실리콘의 발  스펙트럼으로서 약 2.5 ns 동안의 

스펙트럼을 측정한 데이터이다. 이 실험을 하여 

주 이  빔 (GEKKO XII) 과 Nd:YAG 이 빔

사이의 시간 지연이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즉 

Nd:YAG 이 로 Si 필름에 조사하여 온의 

라즈마가 생성된 뒤, 당한 시간 뒤에 주 이

빔에 의해 폴리스틸  구 (CH shell) 가 impl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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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발생한 X 선이 입사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 두가지의 시뮬 이션을 수

행하 다. 우선 CH shell 이 implosion 되는 과정을 계산하 고 Nd:YAG 이

에 의해 온 실리콘 라즈마가 발생하는 과정을 계산하 다. Implosion을 한 

시뮬 이션에서는 상용의 1D HYADES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그림 

3-1-36, 3-1-37)

그림 3-1-36 ID HYADES를 사용하여 계산한 CH shell 의 

implosion 반응

그림 3-1-37 1D HYADES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implosion 속도; 3 X 107 cm/sec으로 계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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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8 MULTI 1D 코드로 계산한 CH shell 의 implosion radiation 

온도.

   그림 3-1-36의 그래 로부터 stagnation이 일어나는 시간을 알 수 있으며, 

략 1.6 ns 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림 3-1-37에 의하면 implosion 되는 속도는  

3 X 107 cm/sec 인것을 알 수 있다. 한편 radiation 온도를 계산하기 하여 

MULTI 1D 코드를 이용하 으며, 1.2 ns에서 약 700 eV가 되는 것을 알수 있었

다 (그림 3-1-38). 실험에서 측정한 transmission grating 데이터 (그림 3-3-18)와 

multichannel pinhole camera 데이터(그림 3-3-19)를 분석한 결과는 radiation 온

도가 약 500eV 이었다. 

   한편 Nd: YAG 이 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실리콘 라즈마의 분포를 계산

하기 하여 MULTI 2D 코드를 사용하 다. 이 계산은 주 이  빔과 Nd:YAG 

이 빔의 시간  지연 계를 최 화하기 하여 필요한 계산으로서 실험변수 

결정에 아주 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라즈마의 도  온도등 

특성변수의 변화를 알기 하여 2차원 계산을 수행하 고, 그림 3-1-39는 이 결

과를 보여 다. 한편 그림 3-1-34에서 보인 바와 같이 Nd:YAG 이 의 빔 형태

는 13 ns에서 최 가 되는 가우시안 형태이므로 이 때의 도와 온도를 포시하면 

그림 3-1-40, 3-1-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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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9 2D MULTI 코드로 계산한 Si 라즈마의 도  온도 분포 

변화

그림 3-1-40 Nd:YAG 이 의 세기가 최 가 되는 시 에서의 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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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1 Nd;YAG 이 의 세기가 최 가 되는 시 에서의 온도 

분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리콘 라즈마의 도는 X 선이 지나가는 0.1 mm 

부근에서 약 0.0005 [g/cc] / 28 [g/mol] X 6.X10
23 number/mol = 1.0 X 1019 

[number/cc]의 도를 가지며, 온도는 약 20 - 30 eV 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실험에서는 GEKKO XII 의 12개 이 빔과 Nd:YAG 이 의 시간 

지연을 -5 ns, 0 ns, +5 ns 등으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하 으며, 시간 지연이 0 

ns 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시간지연의 기 은 주 이

빔이 최 일 때 Nd:YAG 이 빔도 최 가 되는 시 이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상과 이  핵융합에 의해 발생되는 고 도 라즈마 

련 상은 유사한 면이 있어 일반 으로 고 에 지 도 과학 (High Energy 

Density Science)으로 불리며 공통된 연구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한편 본 실험의 분 학 인 분석을 하여 FLYCHK 코드를 사용하 다.  X

선 분 법은 우주에서 블랙홀, 성자별, 백색왜성과 같은 소형 개체에 한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된 측 방법으로, 블랙홀의 경우 가열된 부착 디스크에서 

나오는 연속 X선이나 항성풍의 희박 가스  블랙홀의 짝별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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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형 등을 측하는 방법으로 간 으로 연구되어왔다.

   그림 3-1-42(a)에서 보여진 항성풍이나 짝별의 희박 가스는 수십 eV정도의 

자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수 keV 이상의 고온 부착 디스크에서 방출된 X선에 

의해 이온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이온들에 의해 X선 역의 방출 스펙트

럼이 측 된다. 우주의 블랙홀 이 계를 실험실에서 구 한 개요도는 그림 

3-1-42(b)에 나타나 있다. GEKKO XII 고강도 이  (12 beams, 350J/beam, 

527 nm, 1.2 ns Gaussian beam)에 의해 내폭된 라즈마에서는 블랙홀과 같은 

Planck 함수 분포의 흑체 복사분포를 보이는 고에 지 X선이 방출되며, 항성풍이

나 짝별의 희박가스의 온 라즈마 상태는 작은 1J, 10 ns Gaussian, 5×10 10  

W/cm2의 Nd:YAG 이 를 Si plate에 조사하여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림 3-1-42 (a) 블랙홀과 그것의 짝별로 구성된 이 계. (b) (a)를 본뜬 실험실

에서 구 한 우주의 개요도.

그림 3-1-43은 이번 실험에서 구 한 모형계에서 얻어진 X선 방출 스펙트

럼과 우주에서 측된 X선 방출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보여 다.

    그림 3-1-43에서 보여지는 1.84, 1.85, 1.86 keV 역의 강한 이선들은 다음 

그림 3-1-44의 He, Li, Be-like Si 이온들의 에 지 도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림 3-1-44에서 보듯이 He-like Si 이온들의 1s2 2S0-1s2p 
1P1 이에 의해 1.86 

keV의 X선이 방출 될 수 있으며, 1s2 2S0-1s2p 
3PJ 이에 의해 1.85 keV의 X선이 

방출 될 수 있고, 1s2 2S0-1s2s 
3S1 E1 forbidden, M1 이에 의해 1.84 keV의 X선이 

방출될 수 있으며, 각각 resonance, intercombination, forbidden line들로 명명되어 

왔다. Li-like Si 이온들의 경우 1s22s 2S1/2 기    1s22p 2PJ 여기 에서

의 E1 이에 의해 1.84, 1.85 keV의 X선이 방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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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3 (a) 실험실에서 구 된 이온화된 라즈마의 X선 방

출 스펙트럼. (b) 블랙홀과 그것의 짝별로 구성된 Cygnus X-3에서 

측된 X선 방출 스펙트럼. (c) 성자별 이 계인 Vela X-1에서 

측된 X선 방출스펙트럼.

Be-like Si 이온들의 경우, 1s22s2p, 1s22p2 3PJ 여기 에서의 E1 이에 의해 1.84 

keV의 X선이 방출될 수 있다. 그런데 He-like Si ion의 E1 forbidden line의 M1 이 확

률은 resonance line에 비해 108 이상 작으므로, 우주에서 보여지는 1.84 keV 역의 X선

이 정말 forbidden 이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우주  실험실에서 구 된 라즈마의 빛-원자 반응 로세스를 기술하기 

해서는, 라즈마의 이온 분포가 라즈마 내의 국소  충돌 반응에 의해서만 결

정되지는 않으며 비국소 인 복사선과의 반응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지는 

collisional-radiative (CR) 모델을 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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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He, Li, Be-like Si 이온들의 에 지 도. 

   CR 모델에 사용되는 원자  i에 한 비율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dn i
dt
=-n i∑

N L

j≠i
W ij+∑

N L

j≠i
n jW ji 1≤i≤N L  ,

여기서, 상  에 지 로의 이 (i<j)에 한 계수는,

W ij=B ij J ij+n eC ij+β
ij+n eγ ij+σ

ij+I ij  ,

로 주어지며, 하  에 지 로의 이 (i>j)에 한 계수는,

W ij=A ji+B ji J ji+n eD ji+n eα
RR
ji +n eκ

EC
ji +n

2
e
δ
i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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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어진다. 여기서 n e는 자의 도이고, J는 복사선의 진동수에 해 평균회된 세기

를 나타낸다. 각각의 비율 계수 들은 다음의 로세스들에 해당한다.

    A ij
 : spontaneous emission    α

ji
 : radiative recombination

    B ij
 : stimulated absorption (i<j) or emission (i>j)

    β
ij
 : photoionization plus stimulated recombination

    C ij
 : collisional excitation     γ

ij
 : collisional ionization

    D ji
 : collisional deexcitation   δ

ji
 : collisional recombination

    I ij  : beam and non-thermal electron collisions

    κ
ji
 : electron capture          σ

ij
 : autoionization 

   CR 모델을 용하여 푸는 FLYCHK ( http://nlte.nist.gov/FLY )코드를 사

용하여, 본 실험  우주 라즈마에서의 자의 도 ( ρ
e=10

19∼10 20 (1/cm 3 ))와 온

도 ( T e=15 ∼70eV)에 해 복사온도 T r=500 eV  에서의 X선 방출 스펙트럼을 계

산한 후 스펙트로미터의 측정 효율을 고려하여 σ=3.82 eV  의 스펙트럼 convolution을 

한 결과가 그림 3-1-45에 나타나있다. 

   이때 각각의 경우에 한 Si 이온의 분포는 그림 3-1-46에 나타나있다. 그림 

3-1-45에서 보듯이 본 실험에서 측정된 스펙트럼 형태는 낮은 자 도의 경우 낮

은 온도에서 나타나고, 높은 자 도의 경우 높은 온도에서 나타남을 볼 수 있고 

이 조건에서 He-like Si 이온이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yg X-3나 Vela X-1의 우주에서 측정된 스펙트럼 형태는  높은 자 도와 낮은 

자 온도에서 보여지고, 이때의 Si 이온 분포는 He-like보다 Li-like, Be-like가 많

은 분포를 차지한다. 높은 자 도와 낮은 자 온도에서 radiative recombination

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 구 한 우주의 이 계의 라즈마에서의 X선 분  실험은 우주

의 라즈마 조건  X선 스펙트럼을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기여할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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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FLYCHK계산에 의한 이온화 소스 X선의 온도가 

Tr=500 eV 일때의, 온 라즈마 자의 온도  도 변화에 한 X

선 방출 스펙트럼 형태의 변화. 

그림 3-1-46. FLYCHK계산에 의한 이온화 소스 X선의 온도가 Tr=500 eV 

일때의, 온 라즈마 자의 온도  도 변화에 한 라즈마의 이온의 

하 분포.



- 65 -

      (2) Collisionless shock 발생

   천체물리학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의 하나는 우주에서 발생하는 고에

지의 입자가 발생되는 원리이다. 이에 한 설명으로 나온 가설은 라즈마가 

collisionless shock에 의해 가속된다는 것이다. 국, 일본, 랑스, 국의 과학자들은 그

동안 공동연구를 통하여 국의 SG II 시설, 일본의 GEKKO XII 시설, 랑스의 LULI시

설, 국의 VULCAN 시설에서 이에 한 실험을 수행하여 왔다. 

   본 과제에서는 한 일 기술 력을 통하여 본 공동연구  실험에 참여 할 수 있었으

며, 향후 이 분야에 한 연구에서 력하기로 의하 다. 

   그림 3-1-47은 2008년 9월 국의 상해에 있는 SG II 시설에서 국과학원 물리연구

소, 일본 오사카 학 ILE 연구소, 한국 KAERI 가 참여하여 수행한 실험의 개념도이다.  

그림 3-1-47 국의 신  II 시설에서 수행한 collisionless shock 실험 개념도

   이 실험에서는 라즈마의 shadowgram 과 interferogram을 측정하 으며, 간섭계로는 

Nomarski 타입을 사용하 다. 이 실험을 하여 신  II 이 시설의 4개의 빔이 한쪽 

CH disk target에, 다른 4개의 빔이 다른쪽 타겟에 조사되었고, 이른바 9번빔이 probe 빔

으로 사용되었다. 일본 오사카 학 ILE 연구소의 Sawata 교수는 ILE의 시뮬 이션 코드

인 ILESTA를 사용하여 그림 3-1-48과 같이 라즈마의 속도와 자의 도를 계산하

다. 이 결과 라즈마의 도는 1021 number/cc 이고 속도는 2 X 108 cm/sec 인 것으로 

계산되었었다. 

   본 과제에서는 같은 실험조건에 하여 1D HYADES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그

림 3-1-49, 3-1-50). 계산결과 도는 약 4.5 x 1021 [number/cc] (0.1 [g/cc] / 13 [g/mol] 

x 6 X 1023 [number/mol] = 4.5 X 1021 [number/cc]) 이고 속도는 2 ∼ 3 x 107 cm/sec 이

었다. 도는 ILESTA 계산과 비슷하지만 속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실제 인 값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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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1차원 라즈마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라즈마의 속도와 

자 도(Y.Sagawa ICPP 2008 발표자료 에서 발췌) 

3-1-51와 같은 실험데이이터를 분석하여야 알 수 있다.

그림 3-1-49 시간의 함수로 계산한 라즈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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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 시간의 함수로 계산한 라즈마 속도

그림 3-1-51 실제로 측정된 interferogram(왼쪽)과 shadowgram (오른쪽): 8개

의 main 이 빔과 probe 빔 사이의 시간 지연이 2 ns 일때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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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에 지 이 에 의한 라즈마 발생  가속

   체코의 PALS (Prague Asterix Laser System)는 약 1 kJ의 에 지를 낼 수 있는 

iodine 이  시설로서 유럽의 이  핵융합 연구를 하여 사용되는 시설이다. 이 시설

에서 그림 3-1-52 ∼ 3-1-55와 같은 타겟에 하여 라즈마 생성  가속 실험이 수행

되었는데 본 과제에서는 이  핵융합용 코드 분석  개발을 하여 이 실험을 산 시

뮬 이션으로 분석하 다.

          

그림 3-1-52 알미늄 

이 의 한쪽 끝에 

CH 필름을 부착한 타

겟

         

그림 3-1-53 구경이 큰 

알미늄 이 를 사용

한 경우 

            

그림 3-1-54 알미늄 

이 에 원뿔형의 

구조를 가진 CH 필

름을 부착한 타겟

            

그림 3-1-55 구경

이 큰 알미늄 이

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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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에 지 이 에 의해 라즈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하여 1D HYADES 

코드와 MULTI 코드를 사용하 으며, 1D HYADES 코드로는 그림 3-1-56과 같이 이온온

도, 압력, 도, 속도분포 등을 계산하여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1-56 1D HYADES 코드로 계산한 CH 라즈마 이온온도, 압력, 도, 속

도 분포 

   이 결과 도는 1020 ∼ 1021 number/cc 이고 속도는 1.5 x 107 cm/sec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치에 한 특성 분석등 좀 더 사실 인 시뮬 이션을 하여 2D MULTI 

코드를 사용하여 시간과 치에 따른 변화를 계산하 다. 이 계산을 하여 CH의 EOS 

데이터와 opacity 데이터는 LANL에서 배포하는 SESAME 데이터를 사용하 다. MULTI 

2D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림 3-1-57부터 그림 3-1-64에 나타내었다. 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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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와 온도는 체로 1차원 계산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치에 한 2차원 분포에 

한 정보도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록 MULTI 코드가 2D 까지 계산할 수 있는 기

능은 있는데 실제의 경우에 하여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많이 있었다. 즉, 그림 

3-1-57, 3-1-59등에서와 같이 좁은 알미늄 이 에 CH 타겟을 부착하여 라즈마를 생

성한 경우의 계산결과를 보면 2D MULTI 코드가 boundary에서 라즈마의 상호작용을 

실 으로 계산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은  향후 보완해야 할 문제 으

로 남는다.

그림 3-1-57 앞의 그림 3-1-52에 해당

하는 경우의 도 분포; x축, y축은 거

리를 cm 단 로 나타낸 것임

  그림 3-1-58 앞의 그림 3-1-53에 해당

하는 경우의 도분포; x축, y축은 거

리를 cm 단 로 나타낸 것임

그림 59 앞의 그림 3-1-54에 해당하는 

경우의 도 분포; x축, y축은 거리를 

cm 단 로 나타낸 것임

  그림 60 앞의 그림 3-1-55에 해당하는 

경우의 도분포; x축, y축은 거리를 

cm 단 로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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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앞의 그림 3-1-52에 해당하는 

경우의 온도 분포; x축, y축은 거리를 

cm 단 로 나타낸 것임

   그림 62 앞의 그림 3-1-53에 해당하는 

경우의 온도 분포; x축, y축은 거리를 

cm 단 로 나타낸 것임

그림 63 앞의 그림 3-1-54에 해당하는 

경우의 온도 분포; x축, y축은 거리를 

cm 단 로 나타낸 것임

   그림 64 앞의 그림 3-1-55에 해당하는 

경우의 온도 분포; x축, y축은 거리를 

cm 단 로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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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유도 이온가속 메카니즘 연구

        

   I=10
18 W/cm2 이상의 세기를 갖는 table-top 펨토  이 에 의해서도 이  

핵융합 반응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고강도 단펄스 이 가 

수소를 포함한 표 에 입사되면 순간 으로 표 내 원소를 이온화 시켜 라즈

마 상태로 만들고 이 라즈마와 상 론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라즈마내의 

수소 이온은 여러 메카니즘에 의해 고에 지로 가속되고 가속된 수소 이온이 

표  내의 거의 정 인 수소 원자 는 이온과 D + D -> 
3He + n (2.45 

MeV) 핵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고에 지 성자가 생성된다. 이 게 생성된 고에

지 성자는 radiography나 성자 방사화 분석등에도 응용될 가능성이 크다. 

D-D 핵융합 반응의 반응 단면 은 수소 이온의 에 지와 계되며, 따라서 

이  라즈마 상호작용에 의한 이온 가속 메카니즘의 규명은 핵융합 성자 발

생연구에서 필수 이다.    

    고체표 의 경우 고강도 이  펄스에 자가 먼  가속되어 표  앞단에서 

뒤로 려 나면서 정 인 수소 이온과의 하 분리에 의해 형성된 기장에 의

해 표  앞단의 이온이 가속된다. 이  펄스에 의해 가속된 자는 표  뒷단으

로 송되고 표  뒷단의 고에 지 자는 Debye 덮개 장을 형성하게 되고 이 

덮개장이 이온들을 가속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 표 에서의 수소 이온의 가속 메커니즘을 일차원 

particle-in-cell (PIC) 시뮬 이션을 통해서 규명하 다. 특히 펨토  고강도 이

의 증폭 자발 방출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이나 prepulse에 의

해 변형된 preplasma에의한 수소 이온 가속의 변화를 계산하 다. 펨토  역

의 주 이  펄스와 나노  역의 ASE 사  펄스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PIC 코드는 없으므로, 나노  펄스 두께의 ASE 사  펄스에 의해 표 에 사  

라즈마가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치 라즈마에 해 PIC 계산을 수행

하 다. 고려한 치 라즈마는 도가  n= n 0e
κ
0 (x-x 0 ), x 0=100 λ  ( λ: 이  

장)형태를 갖고, 라즈마의 팽창길이는 1/κ 0=7λ로 두었으며 치 라즈마의 

최  도 n 0를 변화시켰다. 이 치 라즈마 다음에 나오는 고 도 표  라

즈마 조각의 도는 25n c로 했으며, 두께는 2λ로 두었다. 이 고 도 표  라즈

마 조각의 뒤쪽에도 이  펄스에 의해 뜨거워진 자에 의한 팽창된 라즈마

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러한 표  뒤쪽의 라즈마 도는 

n= n 1e
- κ(x- x 0 )

, x 1=102 λ, n 1=25n c의 형태로 두었다. 이  장의 진폭 a는 

20T (T : 이  주기)의 펄스폭의 sin 형태를 가정하 으며, 최  진폭  

a 0=eE 0 /m e
ωc는 이 의 세기 I와의 I=a 20×1.37×10

18W∙μm 2/cm 2∙λ 2  계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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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800 nm, 27 fs, 260 mJ, 10 μm  집속 반경을 갖는 이 에 해 a 0=2.4의 값

을 갖는다. 

     그림 3-1-65는 표 앞에 형성된 치 라즈마의 최  도의 변화에 따른  

수소 이온 가속에 한 상 공간  (x, P ionx/Mc) 도면을 보여 다. 그림 

3-1-65에서 보듯이 고 도 라즈마의 뒤쪽에 라즈마 도의 gradient가 있을 

때 보다 없을 때에 이온가속이 효과 이다. 한 고 도 라즈마의 뒤쪽에 라

즈마 도의 gradient가 없을 때는 치 라즈마의 최  도가 n 0=0.7n c  으로 

완 히 도인 경우가 n 0=3n c  로 부분 으론 고 도인 경우보다 이온가속이 

효과 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 도 라즈마의 뒤쪽에 라즈마 도의 

gradient가 있을 때는 오히려 n 0=3n c으로 부분 으로 고 도인 경우가  

n 0=0.7n c로 완 히 도인 경우보다 이온 가속이 커짐을 볼 수 있다.

그림 3-1-65 수소 이온의 시간에 따른 (x, P ionx/Mc) 상공간 plot. (a) 

n 0=0.7n c, 1/κ=0, (b) n 0=3n c, 1/κ=0, (c) n 0=0.7n c, 1/κ=4λ, (d) 

n 0=3n c,  1/κ=4λ.

 

   이것은 치 라즈마에서 뜨거워진 자가 표  뒷단에 달되는 특성의 차

이로 설명될 수 있다. 표 뒷단에 라즈마 도의 gradient가 없을 경우에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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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단에 생성되는 정 기장이 negative가 되나 라즈마 도의 gradient가 있

을 경우에는 positive의 정 기장이 형성되게 된다. 표 뒷단에 라즈마 도의 

gradient가 없을 경우에는 뜨거워진 자가 표  뒷단에서 형성되는 덮개장에 의

해 앞단으로 되반사 되면서 표  뒷단에 자가 축 되어 덮개장 (Debye sheath 

field)을 더 강하게 만드는 되순환 효과로 인해 표  앞단에 negative 정 기장이 

형성되게 된다. 그러나 표 뒷단에 라즈마 도의 gradient가 있을 경우에는 이

러한 되순환 효과가 미미해지고 이  펄스에 의해 치 라즈마의 자들이 

sweeping되면서 positive 정 기장이 지배 이게 된다. 이 positive 정 기장에 의

해 치펄스내의 뜨거워진 자가 고 도 표 으로 송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 

자의 에 지 손실이 발생하며 따라서 표  뒷단에 발생되는 덮개장이 약화된다. 

이 게 해서 가속된 수소 이온의 에 지 스팩트럼은 그림 3-1-66과 같게 된다.

   이  고체 표  상호작용에서 이온의 가속양상은 치 라즈마 모양에 민

감함을 측하 으며, 향후 성자 발생 효율을 높이기 한 효과 인 이온가속을 

해 고려해야할 요한 요소임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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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수소 이온의 t=300T에서의 에 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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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에 지 이  핵융합 기술 개발

1. 핵융합 성자 발생량 향상 연구

   가. 배경

   본 연구에서는 극 단 이 를 액체질소로 냉각된 수소 가스에 조사하여 

순간 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성자 생성량을 증 시키

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 다. 동 분야의 연구는 국측에서도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의 SILEX 이  시설과 우리 의 10TW 이

 시설에서 공동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 에 구축된 시설은 그림 

3-2-1과 같다. 이 분야의 연구는 5년간의 한  기술 력과제의 연구내용이기도 

하 으며, 그 결과 국내에서는 최 로  이  핵융합 반응을 성공시킨 바 있으며 

이 때 성자를 이  한 펄스에 1000개 정도 발생시켰다. (그림 3-2-2) 

그림 3-2-1 수소 클러스터에서 성자를 발생시키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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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수소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이 결과로서 성자를 발생시킨 실험 자료

   이 실험에서 당  이  펄스당 10,000개 정도의 성자를 발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으나 실제로 이에 미치지 못하 으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

결 방법을 찾고자 하 다.

   동일 실험을 국의 SILEX 이  시설에서도 수행한 바 있으나, 이 이

의 에 지가 6J 이고 300TW 정도의 고강도 세기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 재 국의 실정이며, 국의 연구 도 이의 해결 

방안을 찾기 하여 노력하 다. 

   이를 해 국측은 2007년 4월 순 2주간 우리 연구 을 방문하여 국 이 

만든 노즐 장비를 이용하여 공동 실험을 수행하 다. 2006년 3월에도 우리 연구

을 방문하여 우리의 노즐장치를 사용하여 공동 실험하여 그림 3-22와 같은 성공

을 거두었지만, 이번에는 국측의 노즐을 사용하여 국의 노즐의 성능이 낮아서 

핵융합이 안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 의 라메터가 합하지 않아서 핵융합난

응이 안 일어나는 지를 분석하기 해서 우리의 이  시설에서 국의 노즐 장

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림 3-2-3, 3-2-4)



- 77 -

그림 3-2-3 국 연구 이 KAERI와의 공동연구에 사용하기 하여 

신규 제작한 노즐장치. KAERI의 챔버에 맞도록 설계되었으며 207년 

4월 순 KAERI에서 공동 실험에 사용되었음.

그림 3-2-4 KAERI 의 클러스터 실험용 챔버: 

국 에 만든 노즐 장치가 재 설치되어 있는 

KAERI의 노즐을 체하여 실험에 사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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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 국의 노즐은 진공 폐가 좋지 않으며 냉각을 한 열 달효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조건을 히 조정하여 노즐의 온도를 

-130
OC 이하로 낮추고 진공을 10-4 torr 정도로 했을 경우 성자가 생성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5는 측정장치  연결선등 주변 장치에 의한 시

간 지연을 보정하기 하여 타겟 역에서 발생시킨 X-선 신호이며 그림 3-2-6은 

수소 클러스터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성자를 발생시킨 신호이다. 

그림 3-2-5 타겟 역에서 발생한 

X선 신호
  
그림 3-2-6 수소 클러스터가 

핵융합반응을 통하여 발생시킨 

성자 신호

그림 3-2-7 공동실험에 사용된 성자 발생실험 장치와 국 이

핵융합연구센터의 Zhijian Zheng 교수(우)와 본 과제책임자(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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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 두 신호의 시간을 비교하면 성자 신호는 X-선 신호보다 약 20ns 

늦게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신호들을 측정한 라스틱 섬 기의 치가 

타겟 역에서 약 40 cm 떨어진 치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림 3-2-6에서 감

지된 신호는 2.45 MeV의 DD 핵융합 성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측은 본 실험을 통하여, 국에서 제작한 노즐 장치로서는 처음으로 핵융

합 반응을 일으키는데 성공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국의 300TW  고에

지 이 를 이용하여 공동 실험할 경우의 노즐장치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2-7)

   나. 성자와 이온들의 에 지 분포

   한편, 극 단 이 에 의해 생성된 라즈마의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본 과

제에서 개발한 노즐장치를 이용하여 2007년 1월에 자체 실험을 수행하 다. 즉, 

클러스터에 극 단 고출력 이 가 조사되면 라즈마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생성된 이온의 에 지 분포는 핵융합반응을 일으키는데 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이 신호를 분석하기 하여 Faraday cup 검출기를 사용하 다. 이 와 

클러스터가 상호작용하는 역에서 10cm, 50cm 떨어진 치에 Faraday cup을 장

착하 으며, 이온의 에 지 분포를 측정하 다. (그림 3-2-8, 3-2-9)

그림 3-2-8 10cm 떨어진 치에 장

착된   Faraday Cup에 잡힌 이온 신

호

   
그림 3-2-9 50 cm 떨어진 치에 장착

된 Faraday cup에 잡힌 이온 신호

   이 와 이온이 상호작용하는 역에서 멀어질 수록 이온의 신호는 양의 값

을 가지게 되며, 신호의 모양은 2006년 3월에 본 과제의 연구시설에서 국과학자

와 공동으로 수행한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하 다. (그림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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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라스틱 섬 기에 잡힌 성자 신

호

그림 3-2-10 2006년 3월에 수행한 실험의 Faraday cup 

신호.

   이 신호로 단하면 이 에 의해 생성된 수소 이온의 에 지 분포는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결과와 2006년 3월에 측정한 결과가 비슷할 것으로 단되며, 이

러한 경우 성자의 발생량도 비슷할 것으로 측된다.

   그림 3-2-11은 이온 신

호와 동시에 측정한 성

자 신호로서 라스틱 섬

기로서 측정된 것이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라

스틱 섬 기는 표  검출

기로 보정된 것이 아니어

서 신호로부터 정확한 

성자 발생 개수는 계산할 

수 없지만 이온의 에 지 

분포가 비슷한 것으로 보

아 약 1000개 정도의 성

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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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실로스코 에 시간의 함수로 나타난 Faraday cup 의 신호를 운동에 지의 

함수로 변환하면 그림 3-2-12와 같은 분포를 얻게 된다.

그림 3-2-12 시간의 함수로 나타난 Faraday cup 신호를 운동에 지의 함수

로 변환한 함수

   한편 Faraday cup 의 치를 25cm의 거리에 두고 이온의 신호를 측정하 을 

경우 그림 3-2-13과 같은 신호를 얻게되는데 신호의 시작하는 부분은 자의 생

성에 의한 신호이고 뒤의 음수부분은 라즈마의 확장 는 Faraday cup 의 검출

기 특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양수부분만을 고려하면 그림 

3-2-14와 같은 신호곡선을 얻게되는데 이에 하여 에 지 분포를 계산하면 그림 

3-2-15와 같은 이온의 에 지 특성은 얻게 된다.    

그림 3-2-13 25cm 떨어진 치에서 

측정된 수소이온의 에 지 특성

그림 3-2-14 음수부분은 제거한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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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 25cm 떨어진 치에서 측정한 이온의 Faraday cup 신호

를 에 지 함수로 변환한 특성곡선

   그림 3-2-15에 의하면 수소이온의 부분은 2keV 정도의 에 지를 갖는 것

으로 악되며 10keV 이상의 에 지를 갖는 이온은 매우 은 양인 것으로 악

된다.

   다. 이온 발생량 분석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해서는 수소이온이 서로 충돌해야 하는데 이때 

상 인 에 지에 따라 핵융합이 일어나는 반응단면 은 그림 3-2-16과 같다. 

즉 수소- 수소의 핵융합이 일어나기 해서는 약 10 keV의 운동에 지를 가

져야 하는데 그림 3-2-15에서 보면 10keV 이상의 에 지를 갖는 이온은 별로 많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핵반응을 일으키는 양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이온의 에 지를 증가시

켜야 하며 이를 한 여러 방법이 고안 되어야 한다.

   수소 클러스터에서 핵반응에 의한 성자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다음과 같

은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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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소 가스에서 생성되는 클러스터의 크기, 도의 정확한 측정  분석

2. 이 빔과 상호작용하여 클러스터가 라즈마를 발생시킬 때 이온의 에 지가 

10 keV 이상 되도록 장치  방법을 고안

3. 고 에 지를 가진 수소 이온이 발생되었을 때 완 히 핵반응이 일어나도록 

개선 방법 고안

그림 3-2-16 수소 이온의 에 지에 따른 핵융합 반응 단면  곡선

  

 이러한 분석 인 방법을 통하여 핵융합을 통한 성자의 발생량은 향상 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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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효율 성자 발생을 한 수소 표  개발

   가. 클러스터의 특성 측정을 한 산란실험

   극 단 고출력 이 의 발달은 작은 규모로도 수소의 핵융합 유발에 의해 

고속 성자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자체 으로 개발한 극 단 

고출력 이 를 이용하여 성자 발생을 실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 클러스터에 극 단 이  빔이 집속될 때 핵융합 반

응에 의해 생성되는 고속 성자의 발생량을 더욱 효율  증가시키는 방안에 하

여 연구하 다. 우선 수소 기체 클러스터를 분석하기 한 Rayleigh 산란 실험

과 이  집속에 의하여 이온화된 클러스터 라즈마의 에 지 특성 측정 실험

을 으로 수행하 다. 

   수소 기체 클러스터의 산란 실험을 해 연속발진형 HeNe 이 를 이용하

다. 즈를 이용하여 이 빔을 집속시키고 그 빔이 정확히 노즐의 심에 오

도록 이  빔을 정렬 하 다. 배경 을 차단하기 한 장치를 고안하여 설치하

고, PMT를 이용하여 수직방향으로 산란되는 빛을 측할 수 있도록 하 다. 

측된 신호는 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측정/ 장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 다.

HeNe 이 빔을 집속하여 노즐 심보다 약 2mm 정도 아래 쪽을 지나가도록 

CCD 카메라와 첨핀을 이용하여 정렬하 다. 노즐은 액체 질소에 담기도록 하여 

클러스터가 잘 만들어지는 100
oK 이하를 유지하게 하 다. 노즐의 밸 는 2ms 동

안 열리도록 조작하 고, 산란 신호를 측하는 PMT의 압은 600V 정도로 낮

게 하 다. 수소의 압력을 약 20 기압에서 90 기압까지 변화시키고 각 압력에서 

3-5회 정도의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2-17(a)는 클러스터로부터 산란된 HeNe 

이 의 빛을 PMT로 측정한 결과이다. 각 압력마다의 신호는 3-5회 측정된 데

이터를 평균한 값이다. 그림 3-2-17(b)는 Rayleigh 산란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클러스터 특성값이다. 그림에서처럼 노즐이 열린 후약 1.5 ms로

부터 약 3ms 까지는 일정한 값의 지수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값을 정

확히 측정하게 되었다. 실험 결과 산란 신호는 배경 압력의 2.7승 정도에 비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핵융합을 유도하는 이  빔은 노즐이 열린 뒤 약 

1.5 ms 정도 후에 클러스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 하는 것이 합하다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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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수소 클러스터의 산란 실험 결과  (a) 수소의 압력을 변화

시키면서 측정한 Rayleigh 산란 신호, (b) 산란신호 데이터를 시간에 따라 계

산한 압력 지수 

   

   나. 노즐의 기  특성 분석

   본 과제에서 사용한 노즐은 의 그림과 같이 미국의 

Parker Hannifin 사에서 매하는 것으로서 상온에서 사

용하는 규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액체

질소의 온도인 77 
oK - 100 oK에서 사용하므로 동작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노즐은 3 pin의 극으로 두 개의 기  신호가 

동시에 입력되고 이 두 압호의 차이에 의하여 내부의 

자석이 동작된다 (그림 3-2-18). 처음에는 300 V 정도

의 고압에 의해 노즐 내부의 스 치 부분이 이동을 시작

하게 되고 다음 순간에 12 V - 24 V의 압차이로 노즐

의 열림 상태가 지속된다. 이 과정에서 압의 차를 

히 인가해 주어야 온에서의 동작이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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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노즐을 오랫동안 열었을 때도 안정하게 동작하는 모

습을 보여주는 Rayleigh 산란 신호

그림 3-2-18 노즐에 인가되는 두 국의 압.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불안정하게  동작되던 노즐의 동작을 그림 3-2-19

와 같이 안정화 시킬 수 있었으며,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수소 가스와 클러스터

의 발생이 안정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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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양한 형태의 표  개발

   집속 학계의 구조를 변경하여 이 빔의 을 이동하면 이  빔의 형태

가 달라져서 균일한 이  강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집속 학계의 구조를 

변경하기 보다는 노즐의 치를 변경하는 것이 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를 하

여 진공의 분리가 유지되면서 3차원 으로 자유도를 가지는 이동형 냉각노즐을 

설계하고 제작하 다. 랜지 상단에 일차원 이송장치를 서로 직각이 되게 두개를 

교차하고 노즐을 고정하여 마이크로미터에 의해 이차원 평면 이동을 정 하게 조

정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2-20, 3-2-21).  이 노즐은 상하로 이동하게 하

기 하여 일차원 이송장치에 조임쇠를 부착하여 필요에 따라 조임을 풀어 상하 

높이를 변경하게 하 다. 랜지와 노즐 간의 연결은 유연성이 뛰어난 벨로우즈를 

사용함으로서 자유도를 가지게 하 다.  밸 의 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하여 

냉각장치를 분리하여, 솔 노이드밸 를 감싸는 형태의 C클램  꼴의 냉각외투를 

채용하고 클램 를 죄고 풀어서 열 달이 효과 이게 하 다. 냉각외투의 재질은 

열 도가 우수한 구리를 사용하여 래이징 공법으로 합하 다.

그림 3-2-20 제작된 노즐 어셈블리의 

형태

  
그림 3-2-21 이  에 한 클러

스터 분포의 이동성을 고려한 냉각 노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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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yleigh 산란을 이용하여 기존의 노즐에서 클러스터 분포를 측정한 결과 압

력에 한 산란신호는 압력값의 2.7승에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소가스 

60기압정도에서 평균 약 10,000개의 분자로 클러스터가 만들어짐을 나타낸다. 보

다 높은 성자 수율을 얻기 해서는 분사개스의 도가 더 높을 필요가 있고 

클러스터의 분자수도 증가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오리피스의 형태가 원통

형인데 이를 원뿔꼴로 개선하여 새로운 노블의 설계에 반 하 다. 

       

   라. 이 빔 특성에 따른 이온 가속효과 분석

   DD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많은 수의 고속 성자를 발생시키기 해서는 이

에 의해 가속되는 타겟의 이온에 지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약 28 fs의 펄스폭

과 10 TW의 출력을 가지는 고강도 펨토 이 와 약 70 µm의 두께를 가지는 

실험실에서 직  제작된 CD2 고체타겟을 사용하여 이 와 고체타겟의 상호작용

으로 발생하는 이온에 지의 이  ASE 펄스폭 상 성을 측정하 다.

   이  ASE 펄스폭의 상 성 측정을 해서 이  시스템 내에 두개의 

Pockels 셸을 설치하여 이  ASE 펄스폭을 1 ns 이하를 가질 때와 약 10 ns를 

가질 때의 두가지 경우로 조 이 가능하도록 고안하 다.

   그림 3-2-22는 ASE의 펄스폭이 1 ns 이하인 경우에 Faraday cup을 사용해 

측정한 이온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기에 고에 지 자에 의해 강한 X-선/감마

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50 ns 근처에서는 양성자로 보이는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 

이후에 185 ns 근처에서 약 305 keV의 에 지를 갖는 듀테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23은 ASE의 펄스폭이 10 ns인 경우에 Faraday cup으로 측정한 이

온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ASE의 펄스폭이 길어짐에 따라 가속되는 이온의 에

지가 감소하여 약 340 ns 정도에 이온신호의 피크값이 나타나며, 이는 약 90.3 

keV의 이온에 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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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ASE의 펄스폭이 1 ns 이하인 경우에 라데이컵

으로 측정한 이온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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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 ASE의 펄스폭이 10 ns인 경우에 측정한 라데이

컵 이온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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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24는 CR-39 라스틱 검출기를 사용하여 약 70 µm의 두께를 가지

는 CD 고체타겟으로부터 발생한 고속 성자의 비 (trace)을 촬 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때 CR-39 검출기는 고체타겟으로부터 8 cm 떨어진 지 에 치하

고 있으며, 2개의 성자 비 이 검출된 미경 확 사진의 실제 크기는 1 mm
2의 

면 에 해당한다. 100회의 이  발사에서 13 mm2의 CR-39 검출기 면 에 검출

된 성자 비 의 평균수는 ASE의 펄스폭이 1 ns 이하로 짧을 경우 약 20개이

며, ASE의 펄스폭이 10 ns로 길 경우 약 10 개 정도이었다. 실제로 발생한 성

자의 개수를 환산하기 해서는 CR-39의 성자 발생 sensitivity를 정확히 알아

야 하며, 이를 해서는 표  성자원에 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2-24 CD2 고체타겟으로부터 발생한 고속 성자의 CR-39 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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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 도 성자 발생  진단 연구

   가. Nomarski 간섭계 제작

   성자를 효과 으로 많이 발생시키기 해서는 우선 수소가 포함된 클러스

터나 라스틱을 이 로 가열하여 고온 고속의 라즈마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

서 이러한 라즈마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요일 과정이며, 이를 

하여 라즈마의 도 분포를 학  방법으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Nomarski 간섭계는 Michelson 타입과는 구조가 다르며 그림 3-2-25와 3-2-26

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그림 3-2-25 즈 하나와 Fresnel biprism 하나로 구성된 

Nomarski 간섭계

그림 3-2-26 즈 두 개와 Fresnel biprism 하나로 구성된 

Nomarski 간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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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Fresnel biprism 으로서 이 리즘을 이용하

여 간섭무늬를 만들게 되고 도의 변화에 따라 왜곡된 간섭무늬로부터 도의 

분포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 간섭계의 주요 원리는 S0에서 나온 원이 biprism의 서로 다른 면을 지남

으로서 마치 S1 S2의 두 원에서 빛이 나와 간섭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보이는 

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3-2-27).

그림 3-2-27 Nomarski 간섭계의 원리 (Ondrej Slezak 의 학  논문(2005/2006) 

에서 발췌)

   본 과제에서 제작한 간섭계는 그림 3-2-26과 같이 즈 두 개와 Fresnel 

biprism 하나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림 3-2-28과 같다. 두 개의 즈는 800 nm의 

장에 맞게 AR 코 을 하 으며, 800nm에서 거리가 158.45 mm 인 

plano-convex 즈, 56.35 mm 인 bi-convex 즈를 사용하 으며, biprism은 가

운데 각도 174도 (β = 3o)가 되도록 제작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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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두 개의 즈와 하나의 Fresnel biprism으로 구성된 

Nomarski 간섭계: 두 개의 즈는 각각 거리 조 이 가능한 

focusing tube 에 들어있고, biprism은 수동으로 치와 각도를 조

할 수 있게 하 음.

INPUT 

 Control is  2 as wanted 2

 rho = 30

 Z = 1

 BETA = 3 deg 

 Lambda = 800 nm 

 np = 1.451

 n0 = 1

 Distance to target (P) = 500 mm 

 Focal length of lens 1 = 158.45 mm 

 Focal length of lens 2 = 56.35 mm 

OUTPUT 

 k_zero  = 500 mm 

 k_one   = 197.021151250592 mm 

 k_two   = 117.427684937375 mm 

 k_three = 177.816345850426 mm  

 k1 + k2  =     314.448836187967 mm 

 k1 + K2 + K3 = 492.265182038393 mm  

표 3-2-1 제작된 간섭계에 하여 타겟까지의 거리 (P) 와 배율(Z)

을 입력하여 k1, k2, k3 의 값을 구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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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소 클러스터의 간섭무늬 측정 

   노즐을 액체질소로 냉각시키면서 수소 가스를 노즐에서 분출시킬 때는 수

소 가스가 엉겨붙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게되고 이 빔이 클러스터에 조사되면  

에 지를 잘 달하여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2-29 - 

3-2-34는 수소 클러스터에 이 빔을 조사했을 때의 간섭무늬 패턴을 본 과제

에서 제작한 Nomarski 간섭계로 측정한 경우이다.

 

그림 3-2-29 45기압에서의 간섭무늬 그림 3-2-30 55기압에서의 간섭무늬

 

 

그림 3-2-31 65기압에서의 간섭무늬

  

그림 3-2-32 75기압에서의 간섭무늬

 

 

그림 3-2-33 85기압에서의 간섭무늬 그림 3-2-34 95기압에서의 간섭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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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수소가 냉각되지 않았을 때 즉 가스 상태로 있을 경우에는 그림 

3-2-35, 3-2-36에서와 같이 이  빔이 라즈마를 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2-35 70 기압의 수소 가스

역을 이 가 통과하면서 만든 간섭

무늬

그림 3-2-36 80 기압의 수소 가스

역을 이 가 통과하면서 만든 간섭

무늬

   이러한 간섭무늬의 분석에는 Abel inversion 기술이 사용된다. 즉 간섭무늬가 

cylindrical symmetry 가 있다고 가정하여 라즈마의 상을 복원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도를 계산하는 기술이다. 그림 3-2-37은 complex interferometry 기술

을 용하여 간섭무늬를 분석한 이다. 

그림 3-2-37 Abel inversion 기술을 이용하여 라즈마의 간섭무늬 데이터를 

분석하는 : 본 코드는 체코공 의 M. Kalal 교수에 의해 개발된 것이며, 

수소 가스의 압력이 75기압일 때의 자료를 분석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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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즈마 채  형성 연구

   기압근처의 높은 도(~2×1019cm-3)에서의 기체 내에 매우 짧은 이  펄스

를 집속하여 발생하는 라즈마 채 은 고에 지 물리학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다. 가장 잘 알려진 분야로는 x선 이  발생, 자가속이 있다. 그러나 이

때 발생하는 라즈마의 분포가 이 빔이 축방향으로 굴 이 일어나게 하여  

오목 즈효과를 가지게 하고 이 빔을 확산시킨다. 이 효과는 이 빔의 집속

을 방하여 최 집속에 지 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이 펄스가 진행할 수 있는 

효과 인 거리를 단축시키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서는 매우 어려운 몇 가지 기술

이 사용된다.

   가스에 비하여 클러스터는 도가 고체에 가까워 에 지 흡수가 잘 일어나 낮

은 에 지에 의해서도 이온화가 잘 일어나고 따라서 클러스터들의 모임은 기체보

다 라즈마 채 이 쉽게 형성된다. 클러스터가스제트와 femtosecond 이  펄

스의 상호 작용에 의한 클러스터의 폭발에서 많은 이온과 자가 발생을 동반하

여 라즈마 필라멘트의 구성이 만들어 진다. 진공에서의 라즈마 확장에 해서 

계산하려면, 라즈마 확장과 련된 압력에 해서는 자의 열 압력뿐만 아니

라 한 이온 열  압력도 고려해야한다. 클러스터 제트와 이 의 상호 작용에

서 생겨난 라즈마의 확장 메커니즘에 한 통찰력을 얻으려면,  빠른 이온과 

자의 궤도를 계산하여야한다. 라즈마 내에서 이동할 때 하 입자는 많은 편향이 

잃어난다. 범 한 쿨롱 힘 때문에 입자간의 충돌보다는, 여러 번에 걸친 소각산

란의 효과에 따른 큰 회 이 더 요하다. 된 90°의 산란에 도달하기까지

의 평균자유경로를 l90°라고 정의하면[13] l90°은 다음 수식과 같이 주어진다[14].

                        l 90 o=1/(8 πn(
Ze 2

mv 2re
)
2
lnΛ)               (1)

여기서 Λ=
3
2
(
k 3T 3

πn
)
1
2 1

Ze
3 , k는 볼쯔만상수, T는 자온도, n은 입자의 도, 

e는 자의 하량, Z는 입자의 하상태, m=m1m2/(m1+m2)은 두 충돌입자의 

reduced mass, vre는 두 충돌입자의 상 속도이다. 수소이온에 해 Z=1로 놓으

면 식에서 다음 값을 얻는다.

                       l 90 o=W
2 /(1.6×10 - 20×8n ln Λ)           (2)

여기서 W=mvre
2/2는 keV로 표시된 입자의 운동에 지, n은 단  cm3당 입자의 

도, l90°은 cm단 이다. 배후압력 70 bar의 펨토 이 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

생된 라즈마에 해서 0.2 keV의 운동에 지를 가진 수소이온이나 자의 평

균자유거리는 24 um가 된다. 지름 수십 마이크론으로 집속된 이 의 조사에 의

해서 발생한 보다 높은 에 지의 수소이온이나 자는 평균자유거리가 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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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체 의 크기와 비슷하거나 길기 때문에 클러스터 폭발 후에 상호작용 공간 내

에서는 자유이동이 일어난다. 따라서 높은 에 지의 입자들이 라즈마팽창에 미

치는 기여도는 무시하여도 된다. 라즈마팽창에는 주로 낮은 에 지의 입자들만

이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라즈마의 기온도가 70 eV에 불과하다는 사

실과 일치한다[15]. Z값이 낮은 클러스터에서 발생한 라즈마팽창에서는 복사효

과도 낮다고 알려져 있다[16]. 자 도나 복사는 크게 요하지 않으므로 무시해

도 된다. Debye length는 자 도 1.5×10
19cm-3에서 약 200 eV 에 지의 자에 

해 약 0.03 μm이므로 이는 라즈마분포의 크기인 약 50 μm보다 매우 작기 때

문에 라즈마가 거의 성이라고 즉 ni=ne=n 는 ve=vi (v는 방사 방향의 속도, 

i는 수소 이온, e는 자)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라즈마 내에서 

하분리효과는 무시되어도 된다. 라즈마가 원통형이고 자와 이온에 해 이

상기체상태방정식이 용된다. 라즈마의 분석에서 일차원 가우스분포의 라즈

마만을 고려하고 온 라즈마와 계된 기본 인 원자 로세스는 무시한다.

이온의 질량보존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n
∂t
+∇(nv)=0                     (3)

이온의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v
∂t
+(v∇)v=

1
n
∇P                 (4)

에 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T
∂t
=
4T
3r
v                         (5)

이상기체상태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P=nkT=nk(T i+T e)                (6)

여기서 P는 이온과 자의 열  압력, Ti와 Te는 각각 이온과 자의 온도이다. 

가우스분포 라즈마의 방사상 확산을 가정하면 식(3), (4)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

도된다. 

∂n
∂t
=-

1
r
nv-n

∂v
∂r
-v

∂n
∂r
              (7)

∂v
∂t
=-v

∂v
∂r
-
kT
m in

∂n
∂r
-

k
m i

∂T
∂r
          (8)

기 유체속도 v가 이고 이온과 자의 도와 온도가 각각 

n(x,t=0)=n0exp(-x
2/Ro

2), T(x,T=0)=T0exp(-x
2/R0

2)이라고 두고 식(5)-(8)을 풀면 

그림 3-2-38과 같은 분포의 변화를 얻게 된다. 이 계산에서 자와 이온의 도 

n0는 1.5×10
19cm-3이고, 자와 이온의 온도 3kT0/2는 200 eV, 라즈마의 반경 R0

는 50 μm로 두었다.

   그림 3-2-38은 성에 근 한 가열된 라즈마의 유체역학  팽창을 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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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9 

실험에 사용한 

원추형 노즐

으로 분해하여 보여 다. 라즈마가 방사상으로 확산되면서 충격 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약 2 ns 이후에 라즈마 의 단이 라즈마의 심으로부터 200 

μm 진행한다. 따라서 이때 라즈마채  내에서 축에서는 자 도가 최소가 

되고 충격 의 단에서 최 가 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자 도나 복사를 무시

하 기에 실험치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약간의 과장이 생겨남을 알 수 있

다.

그림 3-2-38 수소클러스터가 펨토 이 와 반응하여 발생한 

라즈마 채  내에서의 자 도 분포의 시공간  개

   수소클러스터를 발생시키기 하여 고압가스를 제어하고 

음속으로 분사하여 과냉각에 의해 가스분자가 온도가 내려

가서 반데르바알스힘에 의해 응결되게 하기 하여 그림 

3-2-39와 같이 series99(Parker, USA) 솔 노이드 밸 에 원

추형 노즐을 부착하여 진공 챔버 내에 설치하 다. 이 노즐의 

개구는 500 μm이고 확산각은 12°이며 길이가 12 mm이어서 

출구의 지름은 약 3 mm가 되게 하 다. 따라서 클러스터분포

의 지름도 이와 같다.

   라즈마 채 을 시공간  변화를 측정하기 하여 마이

슨 간섭계를 설치하고 주 이 빔과 수직되게 탐색빔을 조사

하 다. 그림 3-2-40은 주 이 빔에 한 탐색빔의 시간 지

연에 해 라즈마채 이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가시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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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주 이 빔이 입사되어 클러스터분포와 만나는 부분에서 이 의 

흡수가 상 으로 강하게 일어나 빠른 충격 가 형성되고 조기에 라즈마의 발

생이 일어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부에서도 자 도가 증가하여 간섭무

늬의 상차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30 ps 이후에는 라즈마 채  체에서 간섭

무늬의 이동이 측된다. 2 ns 이후에는 가스의 도가 상 으로 높은 클러스터

분포의 심부에서 축에서는 상차가가 최소가 되고 충격 의 단에서 최

가 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계산을 통해 측한 라즈마채 의 변화가 체 공

간에서 일어나지는 않지만 조건이 갖춰진 클러스터분포의 심부에서는 매우 일

치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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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그림 3-2-40 라즈마채 의 마이 슨 간섭무늬, 각각

의 그림은 주 이 빔에 해 탐색빔의 지연이 (a):+6 

ps, (b):+12 ps, (c):+18 ps, (d):+24 ps, (e):+30 ps, 

(f):+36 ps, (g):+2 ns 와 같이 주어졌을 때 측정된 것

임 ( 이 의 진행은 우에서 좌로).

5. 핵융합 반응 연계성  활용 연구

   최근 이른바 CPA (Chirped Pulse Amplific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작은 에

지의 이 로도  고강도의 이 빔을 발생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고강도의 이 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와 같이 소규모의 이  핵융합을 유

도하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핵융합 반응의 특성은 질량결손에 의해  

E=mc2 에 해당하는 에 지가 나온다는 이며 이 에 지의 많은 부분은 성자

의 운동에 지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사하는 이 의 에 지가 1 J 이하

로 매우 작으므로 성자의 발생량을 이  펄스당 107 개 이상으로 올리는 것

은 쉽지 않다. 한편 고에 지의 이 를 이용하게 되면 1014 개 이상으로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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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하고 이 성자의 에 지를 기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핵융합 발 의 기

본개념이다. 

   재 세계의 이  핵융합 연구를 이끌고 있는 기 은 미국의 로 스 리버

모어 연구소 (LLNL)로서 192개의 이  빔으로 구성된 NIF (National Ignition 

Facility) 시설을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이용하여 이  

핵융합에 의한 화를 실증하려고 하고 있다 (그림 3-2-41). NIC (National 

Ignition Campaign)이라고 불리는 이 실증 실험은 향후  세계의 모든 성핵융

합 연구자들의 벤치마킹 상이 되고 있다. 

   

  

   그림 3-2-41 미국 로 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NIF 홈페이지

   (https://lasers.llnl.gov/missions/) 

   이 자료에 의하면 NIF 시설을 이용하여 에 지 생산 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

이 LLNL의 주요 임무 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장기 인 비 을 가지고 이  

핵융합 기술과 핵분열 원자력 발  기술을 목하는 이른바 LIFE (Laser Inertial 

Fusion-Fission Energy)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3-2-42 -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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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42 핵분열 반응 (LLNL의 홈

페이지에서 발췌)

 그림 3-2-43 핵융합 반응 (LLNL의 홈

페이지에서 발췌)

그림 3-2-44 핵융합과 핵분열을 혼합한 Hybrid 타입의 에 지 생산로 개념

도 (https://lasers.llnl.gov/missions/energy_for_the_future/life/how_life_works.php)

   이러한 타입의 원자로/핵융합로를 구성하기 해서는 우선 핵융합 반응에 

한 핵심기술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 고에 지 이  핵융합기술과  

에 지 이  핵융합 기술의 특징을 균형있게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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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LIFE (Laser Inertial Fusion-Fission Energy)의 구성도

(https://lasers.llnl.gov/missions/energy_for_the_future/life/how_life_work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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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유럽에서는 이 핵융합을 이용하여 에 지를 얻는 시설을 구축하기 

해 유럽의 10개국이 공동으로 HiPER (High Power laser Energy Research) 사업

을 국제 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 외에도 미국, 일본, 국, 캐나다, 한

국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3-2-46은 구축 인 이  핵융합 

시설과 ITER 시설을 간단히 비교한 내용이다. 

그림 3-2-46 HiPER 사업 (좌측)과 ITER 사업 (우측)의 비교

   이 HiPER 사업은 국의 러더포드 애 턴 연구소 (RAL)에서 주 하여 수행

하고 있으며, 성공 인 사업 수행을 하여 재 RAL에서 보유하고 있는 

VULCAN 이  시설이외에도 랑스의 LULI 이  시설, 체코의 PALS 이

 시설을 공통연구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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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한  인력 교류

1. 국내 연구원 견 

   본 에서는 과제에서 수행한 국외출장의 내용을 귀국보고서의 내용을 심으

로 발췌 요약하 다.

   가. APLS2006 참석  신  II 시설에서의 공동실험

출장기간: 2006. 11. 23 - 12. 2

출장자: 이용주, 한재민

출장지: 국 계림, 상해

      (1) 여행의 배경

   격년으로 개최되는 APLS (Asia Pacific Laser Symposium) 학회는 년에 5

회째 개최되었다. 한국, 일본, 국의 과학자가 심이 되어 개최되고 있으며, 

략 200명 정도의 과학자가 참가한다. 년은 특히 high power laser 와 그 응용에 

한 많은 발표가 계획되어 있었다. 본 연구 은 그동안 국,  일본과 이  핵

융합에 하여 력하고 있었으며, 체코의 연구소와도 IAEA의 CRP 과제를 통하

여 력하고 있었으므로, 이번 학회 에 참석하는 일본 ILE (Institute for Laser 

Engineering) 연구소의 연구원, 국 상해 학정 기계연구소의 연구원, 체코 

CTU (Czech Technical University)의 교수등과 구체 인 력일정과 방법 등에 

하여 의하고자 하 다. 

   한, 이번 APLS 학회는 상해 학정 기계연구소의 부소장인 Ruxin Li 교수

가 국측 주 자이며, 이 Li 교수와는 지난 수년간 극 단 상에 하여 한

기술공동연구 센터 사업을 통하여 기술 력을 추진하여 왔는 바. 이번 출장을 통

하여 그동안 Li 교수 그룹에서 수행한 최근 연구 결과를 의하고자 하 다.

   2006년 4월 국을 방문하 을 때 SG II 이 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실험

에서 이  흡수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었으며, 이 때 국측으

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번에 상해의 SG II 시설에서 공동 실험을 하게 되었다. 이

번 실험은 Al 과 Fe 의 이  불투과성에 한 실험으로서 본 연구 이 오랫동

안 국측에 실험참여승인을 요청한 바 있는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이  핵융

합 실험의 핵심 실험 의 하나로서 이 의 에 지가 타겟에 얼마나 잘 흡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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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 수행 내용

         ❶ APLS2006 국제학회 참석  논문발표

   APLS 2006 (Asia Pacific Laser Symposium)학회는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학회로서 년은 5회째로 개최된 학회이며, 제1회를 한국이 주 하여 포항에서 개

최한 이후 한국 일본 국등의 국가에서 번갈아 가면서 개최되었다. 번의 학회

에는 약 200명 정도의 과학자가 참석하 다 (그림 3-3-1). 

      

           

          

      그림 3-3-1. APLS2006 워크샵의 주요 참석자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연구되고 있는 이 와 이 의 응용분야에 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의 상해 학정 기계연구소가 이번 학회의 주최를 

담당하 다. 일본의 ILE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이  핵융합 련 고출력 이  

연구와 국의 상해 학정 기계연구소의 극 단 이   라즈마 상호작용 

연구등이 심을 끌었으며, 우리는 극 단 이 에 의해 유도된 이  핵융합 

반응과 결과 으로 발생된 고속 성자에 하여 발표하 다.

   본 연구내용은 2006년 3월 국 CAEP의 Laser Fusion Research Center의 연

구원 3명이 본 연구 에서 수행하는 실험에 참여하여 수행한 실험 결과이며, 이 

실험에서 수소 가스 클러스터에서 핵융합에 의해 성자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성공한 바 있다. (그림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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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본 연구 에서 성공한 이  핵융합 실험

 

  한 일 삼개국 기술 력의 일환으로 재 추진되고 있는 고에 지 도 과학에 

하여 토의하 으며, 향후 일본의 이 를 이용하여 공동실험하는 방안을 의

하 다. 특히 ILE연구소의 GEKKO XII 이 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실험하는 방

안을 Nishihara 교수와 의 하 고, 이를 해 가까운 시일 내에 ILE연구소의 신

청양식에 따라 공동연구 내용을 제안하기로 하 다.

   다음 APLS 학회는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하기로 하 으며, 이 때의 조직 원

장은 일본 JAEA 의 Yoshiaki Kato 교수가 담당하기로 하 으며, 필자를 이를 

한 한국측 Technical Program Committee 원장으로 선임되어 이를 승낙하 다.

   한편, 상해 학정 기계연구소에서는 극 단 이 를 사용하여 기체 클러스터

에서의 물리 상을 연구하고 있으며, 본 연구 은 이 분야에 하여 지난 수년간 

력하여 오고 있으며, 이와 련된 연구내용이 발표되었다. (그림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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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상해 학정 기계연구소 (SIOM)에서 발표한 자료(발췌): 이 와 기

체 클러스터의 상호작용 연구에 한 내용

      ❷ SG II 이  핵융합 시설에서의 공동실험

   상해에 설치되어 있는 SG II 이  핵융합 시설에서, 고에 지 도 과학의 

한 분야인 불투과성 실험을 공동 수행하 다. 이 실험에는 국 면양소재의 이

핵융합연구센터(LFRC/CAEP), 북경소재 응용물리계산수학연구소 (IAPCM), 한

국의 KAERI가 공동으로 참여하 으며, 실험은 비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표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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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for Opacity Experiment
on SGII Laser Facility

 1．The working day is from Monday (November 27, 2006) to Friday
    (December 1,  2006)

From Monday
to Wednesday:

  Opacity measurement of  Al sample(about 9 shots)

Thursday:   Opacity measurement of Fe sample(about 4 shots)

Friday:   Density diagnosing of opacity sample(about 6 shots)

 2．Time table for every working days is listed below:
 8:30 a.m.--------  to SGII lab
10:30 a.m.--------  the 1st shotis to be launched
11:30 a.m.--------  lunch
14:30 p.m.--------  the 2nd shot is to be launched
16:30 p.m.--------  the 3rd shot is to be launched
11:30 a.m.--------  Supper
19:30 p.m.--------  the 4th shot is to be launched
21:30 p.m.--------  the 5th shot is to be launched

표 3-3-1 국측이 제시한 SG II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일정

   본 실험에 국측에서는 LFRC의 Yang Jiamin 박사가 실험을 주도하 으며, 

북경 IAPCM 의 Pei Wenbing 박사 은 이론 인 분석과 실험의 설계를 담당하

다. IAPCM에서는 Pei 박사외에 Li Jinghong, Xu Yan, Meng Guangwei 박사

등이 참여하 다. 실험을 시작하기 에 각 의 소개를 하여, 필자는 우리 에

서 수행한 이  핵융합 실험내용을 발표하 고, IAPCM에서는 Xu 박사가 

opacity 실험을 한 제안에 하여 발표하 고, LFRC의 Yang 박사는 이번에 수

행할 실험에 하여 설명하 다.

   샘 타겟에서의 이  흡수 특성등 공동 실험에 한 자세한 연구내용은 제 

1  1. 다 에 자세히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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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핵융합 실험 결과 분석  향후 일정 의

출장기간: 2007. 3. 25 - 3. 31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국 성도 (면양)

      (1) 여행의 배경

   국의 이  핵융합 연구는 사천성 면양시에 소재한 국공정물리연구원

(China Academy of Engineering Physics; CAEP)이 총 하고 있으며, 련되는 

연구  모든 실험은 면양시에 소재한 CAEP 산하 이 핵융합연구센터 (Laser 

Fusion Research Center: LFRC)가 담당하고 있다.

   재 국의 이  핵융합 연구에 하여는 국공정물리연구원의 부원장인 

Zhang 교수가 원장으로 되어 있는 국 고기술 성핵융합 원회에서 실질

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악되고 있으며, 이 원회는 상해 학정 기계연

구소 (SIOM) 소장,  물리연구소 (IOP) 부소장, 응용물리계산수학연구소 (IAPCM) 

소장등 국의 표  문가 약 10여명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우리 연구 에서는 2006년 6월 한  과기장 회의에서 합의된 이  핵융합 

기술 력사업을 실제로 이행하기 하여 “한  이  핵융합 기술 력 연구” 

센터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과제는 2001년부터 수행하여 온 한  기술 공동

연구 센터과제  이  핵융합 연구 부분을 좀 더 집 으로 수행하기 하여 

2006년 8월부터 과기부에서 센터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과제이다.

   번 출장에서는 LFRC를 방문하여 2006년도 연구 결과를 토의 분석하고 2007

년 5월부터 시작되는 2차년도 과제 내용에 하여 의 하 다. 

   한 2007년 4월 우리연구 의 시설에서 수소 클러스터를 이용한 DD 핵융

합 성자 발생 실험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를 하여 LFRC가 

우리의 챔버 장치에 맞도록 새로이 제작한 노즐 장치에 하여 검토하고 의하

다. 4월 9일부터 2주간 3명의 LFRC 과학자가 우리 연구실을 방문할 정이다.

      (2) 업무 수행 내용

   • 한  공동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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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 순 본 연구 의 시설에 LFRC과학자 3명이 방문하여 공동 실험

을 수행하기로 의한 바 있다. 이를 하여 LFRC 측은 노즐 장치를 신규 제작

하 다. 지난 2005년 8월에 우리연구 이 LFRC에 방문하여 공동 실험을 수행했

을 당시의 노즐과 유사한 장치이지만 체의 장치를 챔버의 쪽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한 장치이다. (그림 3-3-4)

   우리 의 챔버에 맞는지 최종확인하 다. 스테인 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으며, 

노즐의 장치 부분과 냉각 부분의 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냉각효율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측되었다.

그림 3-3-4 LFRC가 제작한 노즐장치

   국측의 핵융합 성자 발생 실험은 주로 SILEX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데 본 연구 에서는 2005년 8월에 2주간 참석하여 공동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SILEX 이 의 특성과 챔버의 노즐장치의 미흡으로 인하여 당시에는 성

공하지 못 하 다. 이에 해 국측은 우리의 시설에서 국의 노즐장치를 이용

하여 실험을 수행하기를 요청하 다. 이때 만약 실험이 성공하면 SILEX의 이

 빔의 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국측의 노즐로도 성공하지 

못하면 SILEX 이  빔 보다는 노즐  챔버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

이 되는 상황이다.

   우리 연구 은 우리의 노즐 장치와 우리의 이  장치를 이용하여 2006년 

이  핵융합 반응 실증을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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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 측정을 하여 본 연구 에서 비한 라스틱 섬 기를 국의 가속

기와 DD 발생기를 이용하여 보정 (calibration)하고자 하여 번 출장시 가지고 

갔었는데, (사 의는 되어있었지만) 갑작스  국측에서 기 간 조가 원활하

지 못하여 다음 기회로 연기가 되었다.

   이  핵융합기술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개발된 고속 화기술 (fast 

ignition)이 세계 으로 집 으로 연구되고 있다. 심 화 (central ignition) 방

법에 비하여 압축에 지도 1/10 정도로 작게 필요하고, 불안정성에 한 문제 도 

획기 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의 핵심 연구 분야라

고 할 수있는 고속/고온 자의 발생에 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하여 

상호 가능한 력 방법을 토의하 다. 즉, 재 LFRC에 구축되어 있는 SILEX 시

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pico-second 이 를 이용하는 방안을 의하 다. 

SILEX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는, 2007년도 실험일정은 이미 원회에서 결정되

어 있지만 11월에 추가의 빔시간을 요구하여 자의 발생  수송에 한 공동 

실험을 수행하기로 의하 다. 이를 하여 구체 인 실험계획과 연구 내용을 

LFRC 원회에 제출하기로 하 다.

   한 picosecond 이 는 년 12월경부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되어 

SILEX에서의 실험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 이  시설을 활용하기로 하 다. 이

를 하여는 국 성핵융합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토의하 다.

   • Thomson 산란실험과 Opacity 실험 분석

   톰슨 산란 실험은 라즈마의 이온화 정도와 자의 온도에 한 정보를 주게 되며 이

러한 특성 때문에 자기핵융합이나 성핵융합연구에서 공히 사용된다. 다만, 라즈마의 

도에 따라 사용되는 장이 다르게 된다. 

   본 실험내용은 제 1  1. 나와 다 에 자세히 설명하 다.

   • 이  핵융합 시설 구축 련 의

   국내에 이  핵융합 기  실험을 한 시설 건조에 하여 토의하 다. 재 

신  III 원형시설을 하여 국은 약 500억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악된다 

(건물 신축비 포함). 이러한 형 시설을 건조할 경우 국은 한국을 지원할 의사

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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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  수교 15주년 기념 워크샵 참석  주요 기  방문

출장기간: 2007. 7. 2 - 7. 8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북경, 성도

    2007년도는 한  수교 1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하여 북경

의 조어 에서 한  수교 15주년 기념 워크샵이 개최되었고, 한국에서는 과기부총

리겸 과기부 장 을 표로 하는 방문단이 본 행사에 참여하 다. 

   본 과제에서는 이  핵융합 연구와 련하여 지난 수년간 국의 CAEP 

(China Academy of Engineering Physics)와 과학기술자 교류  공동연구를 수

행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수행한 내용 의 일부 련 자료를 본 워크샵에 시

하 다. 그림 3-3-5는 국의 CAEP 연구 과 본 연구 이 상해에 있는 SG II 

(신  II) 시설에서 톰슨 산란 실험을 공동 수행할 때 촬 한 사진이며, 그림 

3-3-6은 CAEP의 연구원이 본 연구 을 방문하여 우리 의 극 단 고출력 이

 시설에서 핵융합 성자 발생실험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장면이다. 본 과제에서

는 국시설에서는 고에 지 핵융합 련 실험을 공동수행하고 한국시설에서는 

에 지 핵융합 성자 발생실험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3-3-5  상해의 SG II 시설에서 

공동 실험을 수행할 때 촬 한 사진 
    
그림 3-3-6 KAERI를 방문하여 공

동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CAEP 연

구원과 KAERI 연구원의 사진

   한편 부총리 일행은 북경에서의 워크샵 참석 이후 사천성 성도에 있는 의약

학교등 과학도시 성도에 있는 국의 주요 연구기 을 방문하 다. 본 방문 기

간  성도에서 약 2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면양소재의 CAEP 연구원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지 사정으로 인하여 CAEP 방문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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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한 일 이  핵융합 기술 력 회의  IFSA워크샵 참석

출장기간: 2007. 9. 9 - 9. 15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일본 고베

 

         (1) 여행의 배경

   5회째 개최된 번 IFS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ertial Fusion 

Sciences and Applications)학회는 길지 않은 1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재  

세계 성핵융합 연구의 심 국제학회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성핵융합의 모든 

분야에 한 반 인 연구 내용이 발표되며,  세계 으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연구내용은 부분 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연구 은 극 단 이 를 이용하여 쿨롱폭발을 유도하고 이 작용에서 일

어나는 핵융합 반응에 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본 학회를 통하여 우리 연구 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자 하 다.

   한 이 학회에 참석하는 한 일 과학자를 심으로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삼개국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 다. 

         (2) 업무 수행 내용

   • IFSA 학회에서의 논문 발표  기술 의

   IFSA 학회에서는 성핵융합에 한 거의 모든 주제가 다루어졌으며 번 학

회에서는 400편이상의 논문이 발표 되었다. 우리 은 요일의 포스터세션에서 

발표하 다. 본 IFSA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미국 LLNL 연구소의 J. Lindl 박

사의 논문, 일본 JAEA의 Y. Kato 박사의 논문, 미국 SNL 연구소의 K.Matzen 

박사의 논문은 우리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되어 본 보고서 제 6장에 수

록하 다.

   우리 은 국 사천성 면양에 소재한 이  핵융합 연구 심(LFRC)과 공

동으로 실험한 핵융합 반응  성자 발생 실험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 다. 

LFRC에는 300TW 의 고출력 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 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실험을 성공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이들의 노즐장치를 우리 

KAERI의 장치에 목해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결과 으로 이 노즐의 문제

을 악할 수 있었고, 핵융합 반응에 의한 성자를 발생 시킬 수 있었다.

   우리가 수행 인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이  핵반응을 이용하여 성자의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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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일 이  핵융합 기술 력을 한 기술 의

   일본 오사카 학 부설 ILE 연구소, 국 과학원 소속 물리연구소, 한국 

KAERI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험을 일본의 GEKKO XII 시설에서 수행할 것을 

의 하 다. 이 실험은 GEKKO XII 이 의 12개 빔으로 폴리스틸  shell을 

implosion 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X-선을 이용하여 polyimide 에 코 된 Si의 

라즈마를 이온화 시키는 실험이다. 실험의 구체 인 내용을 의하기 하여 

2007년 11월경에 일본에서 모여 회의하기로 하 다. 

   • IAEA를 통한 이  핵융합 연구 력 의

   IFSA 학회와 병행하여 IAEA에서 주 한 특별 세션으로 핵융합 타겟에 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  국 러더포드애 턴연구소의 P. Norreys 박사

의 산 시뮬 이션에 한 내용은 향후 우리의 연구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되어 기술 력하기로 의하 다. 

      마. 공동 실험용 성자 계측장비의 보정  향후 공동실험 의

출장기간: 2007. 12. 25 - 12. 29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면양 

   핵융합에 의해 발생되는 성자를 정량 으로 측정하기 해서는 계측기를 보

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표 화된 성자원이 없어서 본 연구 에서 보유한 

plastic scintillator를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정량 으로 분석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의 CAEP 연구소는 이  핵융합 연구를 하여 이러한 계측기를 빈

번히 사용하고 있으며, 계측기 보정을 하여 자체 보유하고 있는 400keV  

수소 입자 가속기를 사용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실험에 사용하는 우리의 

plastic scintillator를 국의 장치를 이용하여 보정하고자 하 다. 그림 3-3-7은 

CAEP의 수소 입자가속기에 본 연구 의 scintillator를 장착하여 보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실험을 통하여 그림 3-3-8과 같은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결과

으로 우리의 scintillator는 3.8 pC/n 의 sensitivity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결

과는 측정되는 성자 발생량 데이터의 정량  분석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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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앙의 원통형 차폐체 속에 본 연구 의 plastic 

scintillator가 들어 있다.

그림 3-3-8 400keV 수소 입자 가속기에서 측정한 본 연구 의 

plastic scintillator 계측기의 sensitivity

   이번 CAEP방문 기간  국측 과학자로부터 최근 새로이 건조된 SG III 원형

시설의 테스트 결과에 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상해에 건조되어 지난 2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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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용되어 온 SG II 보다 약 10배 정도 큰 규모로 건설되었으며, 2007년 후반

기에 실시된 최  성능 테스트에서 이 장치나 챔버장치 모두가 성공 인 것으

로 정되었다. 한 이 시설을 이용한 핵융합 실험 결과도 매우 만족스러운 수치

들을 보여 주었다. 이 장치는 아직은 시험단계에 있으므로 실험에 외국 문가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상당기간은 그럴 것으로 상된다. 이 새로

운 장치는 일본 오사카 학 ILE연구소에 건조되어 있는 GEKKO XII 이  시

설과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한, CAEP에는 최근에 펨토 , 피코 , 나노 의 이 빔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이  장치를 건조하고 있으며, 본 장치에서의 공동 실험을 국측이 제

안하 으며, 한 실험테마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공동 실험을 추진하기로 의

하 다 (그림 3-3-9).  이 새로 upgrade 하는 이 장치는 XG III 라고 불리우며 

규격은 그림 3-3-10과 같다.

 

그림 3-3-9 펨토 , 피코 , 나노 의 극 단 이  빔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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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0 XG III 이  장치의 규격

   바. Implosion에서 발생하는 X-ray를 이용한 이온화 공동실험

출장기간: 2008. 2. 17 - 2. 28

출장자: 이용주, 이용우

출장지: 일본 오사카 

   이 핵융합 반응에 있어서 이  빔이 타겟에 집속되어 에 지를 달하기 

해서는 많은 종류의 간 물질을 통과해 가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빔의 투과성은 매우 요한 요소가 된다. 1차년도에 국의 SG II 시설에서 수행

한 불투과성 (흡수) 실험에 이어 당해연도에도 실험을 계속하기로 하 으나 SG 

II 시설의 기술 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로 실험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속 화에 있어서 연구의 요성을 고려하여 국의 타 기 , 일본과 

국, 체코등의 시설에서의 실험을 물색하던 , 2007년 9월 일본에서 개최된 

IFSA 학회에서 한 일 문가가 따로 모여 기술 력을 한 의를 하 으며, 이 

때 국의 물리연구소, 일본의 오사카 학, 한국의 KAERI가 공동으로 오사카 

학 부설 ILE 연구소의 GEKKO XII 시설에서 공동실험을 수행할 것을 합의 하

다 (그림 3-3-11). 실험의 내용은 GEKKO XII 이 를 사용하여 CH shell 타겟

을 압축/내폭시키고 (implosion), 이 때 발생하는 X-선을 slit을 통과시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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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생시킨 Si 라즈마와 반응하게 하여 가 Si 라즈마 이온을 고가이온

으로 추가 으로 이온화하며 여기서 발생되는 X-선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것이

다. 본 실험의 자세한 내용은 제1  2. 가 과 3. 라 에 자세히 기술하 다.

그림 3-3-11 GEKKO 이  통제실에서 촬 한 한 일 공동실험 참여 과학

자들; 앞  제일 우측: 국 Yutong Li 교수, 앞  앙: 일본 Hiroaki 

Nishimura 교수, 앞  좌측에서 두 번째: 본 과제 책임자

 

      사. 이  핵융합에 한 한  공동 실험 업무 의

출장기간: 2008. 9. 21 - 9. 26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국 상해 

   국 상해 학정 기계연구소(SIOM) 소장의 청으로 SIOM을 방문하게 되었

으며, 앞으로 2년 이내에 SIOM의 연구 인력을 1.5배 이상 증가시킬 계획과 

SIOM의 고에 지 이 의 확장  이를 이용할 연구 계획에 하여 의하

다. 방문기간 동안 소장의 주선으로 SIOM에 설치된 SG II 이  시설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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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과 국의 공동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실험에 참여한 국 은 지난 

2월에 일본 ILE연구소의 GEKKO XII 시설에서 우리 과 함께 실험한 이기도 

하 다. 

   평  CH (폴리에틸 ) 타겟 두 장을 약 5 mm 정도 간격으로 평행하게 치

한 후 각각의 평 에 260J 351nm 1ns의 고 에 지 이  빔 4개를 0.15 mm 정

도의 크기로 집속시켜 조사하여 라즈마를 생성시키고 양쪽의 CH 타겟에서 발

생한 라즈마가 서로 충돌하는 상을 70ps의 측빔 이 로 측하는 실험이

었다. 이 실험은 우주에서 고에 지의 입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한 실

험이었다. 본 실험의 자세한 내용은 제 1  3. 라 (2) 에 기술하 다.

   한, SIOM의 연구 과는 2001년부터 5년간 극 단 핵융합반응에 의한 성

자 발생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본 연구 은 2006년에 수소 가스 클

러스터를 이용하여 성자를 발생시키는데 성공한 반면 SIOM은 최근에 성자 

발생에 성공하 다. SIOM의 연구 은 CD4 기체 클러스터를 이용하여 실험하 으

며, 2X10
4 개/펄스의 성자를 발생시켰다.

   국내에 고 에 지 이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도 국제  첨단 연구를 추

하고 기술을 발 시키기 해서는 국제 력에 좀 더 주력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연구 인력의 양성이 시 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 실린더형으로 내폭된 CH 타겟의 고속 자 수송에 한 기술 의

출장기간: 2008. 10. 26 - 11. 1

출장자: 권덕희

출장지: 국 옥스퍼드

   국 옥스퍼드에 소재한 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 (RAL)가 보유한 

VULCAN 이  (10 pico second, 500 J, 1053 nm)를 사용해 CH 고체 shell안에 

CH foam이 충 된 표 에서의 고속 자 발생  수송 상을 규명하기 한 실

험에 참여 하 다. (본 출장의 경비  체재비는 주한 국 사 에서 지원하

다.)

    고속 자를 발생시키기 에 표 을 1 ns, 70 J, 532 nm의 이  빔을 실린

더 측면의 네 방향에서 조사하여, 압축 내폭 시킨 후 10 ps 이 를 추가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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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속 자를 발생 시키는 실험이었다. 본 실험은 성핵융합에서 고속 자에 

의한 새로운 화 방식의 연구에 요한 결과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그

림 3-3-12는 내폭 진단용 이  빔 학계를 보여 주며, 그림 3-3-13은 반응 챔

버의 외 을, 그림 3-3-14는 챔버 내부의 내폭에 의한 표  변화를 진단하기 

한 시스템을 보여 다.

 

그림 3-3-12 내폭 진단을 한 VULCAN 이  

학계.  

 

그림 3-3-13 내폭 반응 챔버

의 외  

  

   

그림 3-3-14 내폭 진단을 한 계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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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강도 이 와 표 의 상호 작용 연구를 한 고 도 고에 지 라즈

마 시뮬 이션 기술에 해 다음의 문가들과 토의 하 다. 즉,

① Dr. Mark Sherlock, Research Scientist of CLF/RAL 

(Pokker Planck simulation on fast electron transport 분야) 

② Dr. John Pasley, Professor of University of York, UK

(Radiation hydrodynamic simulation on laser-matter interaction분야)

③ Dr. Peter Norreys, leader of plasma physics group of CLF/RAL

(ICF research and plan for HiPER 련 분야)

④ Dr. Raul Trines, Research Scientist of CLF/RAL

(PIC simulation on laser-wake field acceleration and parallel computing 

분야)

⑤ Dr. Alex Robinson, Research Scientist of CLF/RAL

(PIC simulation on ion acceleration 분야)

⑥ Dr. Hirosh Sawada (University of California, Sandiago, USA)

(Diagnostics on the hot and dense matter relevant to ICF by x-ray 

spectroscopy, Radiation hydrodynamics simulation with MULTI and 

HYDES code 련 분야)

   Dr. Alex Robinson과는 CD ( 수소화된 폴리스티 ) foam과 foil의 혼합 

표 에서의 극 단 이 에 의한 고효율 성자 발생에 한 시뮬 이션 연구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 고, 극 단 이 의 ASE (자발증폭방출) 치 펄스에 의한 

표 의 변형에 한 radiation hydrodynamic 시뮬 이션을 담당하기로 하 다. 

   그림 3-3-15는 MULTI 코드로 계산한 ASE 치펄스의 (펄스폭 : 2.5 ns, 

rising time : 1.0 ns, 펄스 형태 : rectangular) 세기에 따른 CD foam (20 mm)과 

foil (120 mm) 혼합 표 의 도 변형을 보여 다. ASE 치 펄스의 세기가 

커질수록 CD foam이 shock에 의해 압축되는 정도가 커짐을 볼 수 있다. 그림 

3-3-16은 2차원 계산 결과를 보여 다. 

     



- 123 -

그림 3-3-15 ASE 치 펄스의 세기에 따른 (검은선 : I=10 10W/cm 2  , 붉은

선 : I=10 11W/cm 2, 푸른선 : I=10 12W/cm 2  ) CD foam-foil 혼합 표 의 

도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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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6 CD foam의 기 도가 0.3 g/cc일 때, ASE 치 펄스의 세기

에 따른 CD foam-foil 혼합 표 의 도 변형의 2차원 시뮬 이션.

      자. Implosion CH 타겟에서의 X선에 의한 이온화 실험

출장기간: 2009. 2. 15 - 2. 21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일본 오사카

   2008년 2월에 수행되었던 한 일 공동 실험의 연장으로서, 이번 실험에서는 

이온화 스펙트럼의 시간  변화를 측정하고자 하 다 (그림 3-3-17). 

   략 인 실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에 지의 Nd:YAG 이 로 Si 

thin film에 조사하여 온의 라즈마를 만들고, 여기에 12개의 고에 지 

GEKKO XII 이  빔을 CH shell 에 조사하여 implosion시키므로서 발생하는 X 

선을 통과시키므로서 Si XIII 등 고가의 Si 라즈마를 만드는 실험이다.   본실

험의 자세한 내용은 제 1  3. 라 (1) 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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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을 통하여 implosion에 의한 고 도 라즈마의 생성, 측정, 진단, 그리

고 X 선 이온화  분  측정등 여러분야의 연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우주에서 발생하는 고에 지 X 선의 근원에 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

다. 

   미국, 일본, 국, 러시아, 랑스등 선진국은 이러한 시설을 이미 30 여년 

부터 보유하여 련 연구를 지속 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러

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형편이며 시뮬 이션 연구도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그림 3-3-17 실험에 참가한 한 일 과학자들 (제일 좌측으로부터 국의 

Yutong Li 교수, 일본의 Hitoaki Nishimura 교수)



- 126 -

2. 국외 문가 유치 

   가. SOLS2006 국제회의 개최

기간: 2006. 11. 6 - 11. 12

장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피 청자: 

Yongjian Tang: CAEP/LFRC 부소장

Yuqiu Gu: CAEP/LFRC 장

Wenbing Pei: 응용물리계산수학연구소 장

   국의 이  핵융합 연구에 있어서 CAEP/LFRC는 실험  연구의 총 을 

담당하고, 북경에 소재한 응용물리계산수학연구소는 이론  시뮬 이션연구를 담

당한다. 그리고 실제의 이  시설은 상행의 상해 학정 기계연구소의 부지에 

건조되어 있다.

   우리 연구 에서 매년 주 하는 SOLS (Symposium on Laser Spectroscopy)

의 2006년도 주제 의 하나는 고 에 지 도 과학이었으며, 국의 황을 악

하기 하여 상기의 과학자들을 청하 었다. 본 학회에서 응용물리계산수학연구

소의 W. Pei 교수의 발표논문을 제 6장에 수록하 다. 한편 이 심포지엄에서 일

본 ILE 연구소의 소장인 K. Mima 교수가 청강연으로 발표한 내용도 일본의 

이  핵융합/고속 화등에 한 요한 논문이므로 제 6장에 함께 수록하 다.

   나. 소형 이  핵융합 실증을 한 한  공동 실험

      기간: 2007. 4. 9 - 4. 21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극 단 이  실험실

      주요참여자: 

Zhijian Zheng: CAEP/LFRC 장

Hongbin Wang: CAEP/LFRC 장

Hongjie Liu: CAEP/LFRC 연구원

   국은 우리 연구 보다 큰 에 지의 극 단 이  (300TW, 신  II 와 다른 

이  장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 를 이용하여 이  핵융합

을 일으키고 성자를 발생시키는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국측에서는 국에서 제작한 노즐을 우리 연구 에 가지고 와서 우리

의 장치에 설치하여 실험하기를 요청하 었고, 우리 을 이를 받아들여 공동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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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었다.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1. 가. 에 기술되어 있다. 이 상

황은 본 과제가 고 에 지 이  핵융합은 국의 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에

지 이  핵융합 실험은 한국에서 수행하기로 한 당 의 추진 략에 따른 결

과이다. 

   다. 이  핵융합 기술 력을 한 한 일 국제 회의

      한 일 회의기간: 2007. 8. 27 - 8. 28

      장소 : 서울

      주요참석자: 

   국: J.Q. Zhu ( 국 성핵융합 원회 부 원장 겸 SIOM 소장))

         Z.Q. Lin ( 국과학원 원사 겸 SG II 시설 책임자)

   일본: K. Mima (일본 ILE 연구소 소장)

         Y. izawa (일본 ILE 연구소  소장)

   한국: 김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용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 일 삼개국은 이  핵융합 연구분야에 있어서 상호 호혜 으로 기술 

력을 추진할 것을 지난 2005년에 합의한 바 있다. 그 이후 지속 으로 본 건에 

하여 의를 하여 왔다. 2007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CLEO/PR 2007 학회에 참석

한 한 일 이  핵융합 문가들은 CLEO/PR 학회와는 별도로 따로 모여서 향

후 력방안을 토의하 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 으로 공동 연구할 내용들을 토

의하 고 향후 기회를 만들어 공동 연구를 실제 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 다. 

이  핵융합에 한 본격  연구를 하여 정부로부터 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과제의 시작은 아직도 시작이 안 되고 있지만 최근 삼개국 장  회의나 국장  

실무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특히 국측에서 극 으로 력을 희망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규모 국제 력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라. 고 도 라즈마 실험 분석을 한 한 일 공동 회의

      기간: 2008. 6. 1 - 6. 4

      장소 :  유성호텔

      주요참석자: 

   국: Yutong LI : 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장

         Quanli DONG: 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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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Hiroaki Nishimura :일본 ILE 연구소 교수

         Shinsuke Fujioka : 일본 ILE 연구소 조교수

         Norimasa Yamamoto : 일본 ILE 연구소 연구원

   한국: 이용주 :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창환 : 한국원자력연구원

   2008년 2월 수행한 공동 실험에 하여 각 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의하기 

하여 한국에서 모 다. Transmission grating 결과 데이터 (그림 3-3-18)와 

Multichannel X-ray pinhole 카메라 데이터 (그림 3-3-19)를 분석하여 GEKKO 

XII 이 에 의해 implosion 된 CH shell 에서 발생한 X선의 온도가 약 500 eV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엇다. 그러나 X 선 CCD 카메라 데이터로는 측정된 스펙

트럼이 실리콘의 12가이온 (Si XIII)에서 발생한 Heα 선인지를 단정 으로 결정하

지 못하여 추가 실험을 더 하기로 결정하 다. 

그림 3-3-18 Transmission grating data를 이론과 비교한 데이터 (S. 

Fujiok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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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9 Multichannel X-ray Pin Hole 카메라 데이터를 실험과 비교한 

자료 (S. Fujioka, 2008)

   마. SOLS 2008 국제회의 개최

      기간: 2008. 11. 13 - 11. 16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주요참석자: 

   Jianqiang ZHU : 상해 학정 기계연구소 소장

   상해 학정 기계연구소는 향후 2년안에 보유 연구원의 수를 1.5배 증가시키고 

재의 부지에서 조  떨어진 곳에 새로운 이  시설을 건조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상해 학정 기계연구소 소장이며 국 성핵융합 원회 부

원장인 Zhu 소장이 주 하고 있다. Zhu 소장은 이 계획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깊

이 참여해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9년도에 SG II에서 공동 실

험을 수행하기로 하 다. 이 연구 내용은 차기 연구단계에서 구체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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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 제 1 차년도 연구 결과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1. 라즈마내의 온도분포

와 이온  자의 

도 측정기술 개발

   (고에 지 이  핵융

합 분야)

100

• 국의 앞선 기술과 시설을 이용하여 재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이  핵융합 기본 

실험을 수행하 음. 

•즉, 라즈마의 이온화정도와 자의 온도

를 측정할 수 있는 톰슨 산란 실험을 공동

실험/분석하 으며,

• 이 가 라즈마에 에 지를 달하여 핵

융합반응을 일으킬 때, 에 지가 타겟에 최

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 인 자

료인 opacity (X-선 흡수) 측정 실험을 수

행하 음.

2. 핵융합 성자 발생량 

향상

   ( 에 지 이  핵융

합 분야)

100

•본 과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극 단 고출력 

펨토  이 를 이용하여 수소 클러스터

로부터 핵융합반응을 통하여 성자를 발생

시키고, 이 때의 라즈마 상태를 분석하

으며,

•DD 핵융합의 반응 단면 을 고려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 음.

• 한 국측에 우리의 시설을 제공하여 

국측이 제작한 노즐장치에서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도록 공동실험을 수행하 음. 

•이로써 국측의 연구성과를 제고하는데 기

여할 수 있었으며, 상호 호헤 으로 연구

력을 진행하 음.

•공동실험한 연구 결과는 SCI 문학술지에 

공동으로 게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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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TS, opacity 신호의 

측정  분석

• 국 상해에 설치되어 있는 이  핵융합 시설인 SG 

II (神光 II) 시설에서 (Au)을 상으로 한 톰슨 산란 

실험, 알루미늄을 상으로 한 opacity 측정실험을 공동

으로 수행하 으며, 

•이러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한 내용들이며, 

이  핵융합 에 지 기술 개발을 하여 미국, 일본, 

유럽, 러시아등 선진국에서도 매우 심을 가지고 연구

하는 내용들임. 

•따라서 본 연구내용은 재 이  핵융합 연구 인 라

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매우 요한 내용

이라고 할 수 있음.

PW 이 의 backlight 

효과 분석

•SG II 시설에서도 최근에야 설치가 완료된 9번째 빔인 

피코 의 backlight 빔은 opacity 나 톰슨 산란 실험을 

할 때 X-선 발생원으로서 사용되며,

•이를 이용하여야 X-선에 의한 신호를 얻을 수 있음.

• 이  핵융합 시설을 건조할 때는 이러한 backlight 용 

피코  이 의 개발이 필수 이며, 본 연구 에서는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이러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

2ns 이하 TOF 분해능 

확립

•극 단 고출력 펨토  이 를 사용하여 소형 핵융합 

반응에 의하여 성자를 발생시킬 때, 발생된 성자의 

에 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발생된 성자의 특

성을 분석하고 생성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음.

•이러한 목 으로 고분해능의 성자 TOF 장치를 개발

하고자 하 으나, 과제의 약이 3개월이나 늦게 체결되

어 부품 수   장치 개발 일정에 차질이 있었음.

•그러나 라스틱 섬 기의 시간 신호를 에 지 신호로 

바꿀 수 있으므로, 정성 인 특성 분석은 가능하 음.

•차기년도에는 본 장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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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 차년도 연구결과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 고속 화 기술의 

    기본 원리 분석

 

 

100

- 국 SG II 시설의 기술  문제로 인하

여 SG II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이 계획

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구

축된 한 일 기술 력의 체계를 통하여 

SG II 보다 약 10배 정도 규모가 큰 일

본 ILE 연구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당

에 수행하고자 하 던 opacity 실험을 수

행할 수 있었음.

- CAEP와의 력연구에 있어 핵융합 

성자의 계측에 활용되는 측정기를 국

의 수소 가속기 시설을 이용하여 보정

할 수 있었음. 국내에서는 쉽게 가능하지 

않은 실험내용임.

- 고속 화 기술의 기본 원리와 기술 

황을 분석하고 국  일본의 형 시

설에서 공동 실험 할 수 있는 기반을 조

성하 음.

- 이  핵융합 기술을 국내에 목시키

기 하여 한 일 문가  책임자들과

의 기술 의를 수행하 음.

◦ 고효율 성자 발생을 

한 수소 표  개

발
100

- 국내에서 수행하는 에 지 핵융합 연

구분야에서 핵융합 성자의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하여 노즐 시스템을 분석

하고 새로운 노즐 시스템을 개발하 으

며, 클러스터 수소 표 의 향상을 기

할 수 있게 되었음.

- 10 TW 이 빔에 섞여있는 ASE 빔의  

효과를 분석하고 고체 타겟에서 발생하

는 수소 이온의 에 지 특성을 분석하

음.

◦ 이  핵융합 이론 시

뮬 이션 기술 개발 100

- 재 입수가 가능한 핵융합 시뮬 이션 

코드 2가지 (MEDUSA, MULTI)를 분석

하 음.

- 고체타겟에서 이 에 의해 이온이 가

속되는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1D PIC 

코드인 LPIC++ 코드를 수정하여 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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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이  불투과성 분석

- 국의 SG II 시설의 기술 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본

과제에서는 그동안 구축된 한 일 기술 력체계를 통

하여 SG II 신 일본의 GEKKO XII시설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 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일본에서 수행되는 한 일 공동실험 결과는 당

 본 과제에서 계획하 던 opacity 연구 내용을 충분

히 과 달성하는 것으로서, 공동실험에 참여하는 한

일 연구원의 능력도 매우 문화된 수 이므로, 당

의 연구 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했다고 단됨.

Hard x-ray의 측정

- 일본의 GEKKO 이  시설에서 CH shell 에 12개의 

이  빔을 조사하므로서 고에 지의 X-선을 발생시

키는 실험은 20 - 100 eV의 radiation temperature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므로 hard X-선 발생  

측정이 성공 으로 달성될 것으로 단됨.

고 도 라즈마의 시

뮬 이션 코드 분석 

- 핵융합 반응을 계산할 수 있는 시뮬 이션 코드 2건을 

수집 분석 하고, 극 단 이 에 의한 이온 가속 효

과를 연구하므로서 당  계획을 성공 으로 달성하

음.

고체/기체 타겟으로부

터 고속 자 발생

- 극 단 이 를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화 폴리스

틸  필름에 조사하므로서 고속의 자를 발생시킬 수 

있었으며, 이 의 빔 특성이 성자 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므로서 당 의 계획을 성공 으로 달성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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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 차년도 연구결과

   가.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 고속 화 기술 핵심 

분야 연구
100

- 극 단 이 가 라즈마와 상호작용

하여 자체집속 상에 의하여 라즈마

에 채 을 형성하게 되는데 과정을 측

정하기 하여 Nomarski 간섭계를 제작

하여 라즈마의 상변화를 측정하

음.

- 극 단 이 에 의해 이온이 가속되는 

상을 PIC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하 고, 

CH tube과 내부의 CH foam 으로 구성

된 타겟이고 에 지 이 에 의해 2차

원 으로 implosion 되고 그 사이를  

다른 이 빔이 지나가면서 자를 생

성하고 되는 과정을 2D MULTI 코

드를 이용하여 연구하 음. 

- 속이 비어있는 CH shell이 3차원 으로 

implosion 되는 반응을 산 simulation

으로 계산하고 자의 온도, radiation 

온도, 라즈마의 도와 속도 등을 계

산하고 발생되는 스펙트럼을 연구하기 

하여 FLYCHK 코드를 사용하 음.

- 고에 지 이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비안정성 (instability)을 연구하기 하

여 SG II 이  빔을 이용한 collision- 

less shock 에 한 실험과 분석을 공동 

수행하 음. 

◦ 고 도 성자의 발생 100

- 극 단 이 를 사용한 고 도 선속의 

성자 발생 연구를 하여 수소화 

폴리스틸  타겟에서 이 의 ASE가 

수소 이온발생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고, 수소 클러스터 타겟에 이 가 

투과하는 상을complex interferometry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음. 

- 핵융합 반응의 향후 발  방향으로서 

에 지 생산을 한 최근 미국, 유럽의 

연구동향에 해서 분석하 음.

◦ 한 일 기술 력 기반 

조성
100

- 국의 SG II 시설에서 한 일 공동으

로 라즈마 비 안정성에 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일본의 GEKKO XII 시설

에서 한 일 공동으로 implosion 과 X-

선 흡수 실험을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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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의 착안 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한 자체평가

평가의 착안 자  체  평  가

자 송의 유체역학  코

드 개발

- 라즈마 이온의 가속특성을 LPIC++ 코드로 계산 분

석하 고, 자의 생성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MULTI 코드를 사용하 음.

- 본 계산 결과들은 실험과 직  연 되어 실험을 분석

하고 향후에는 실험을 계획할 수 있는 단계이 이를 것

으로 단되어 당 의 연구목 을 성공 으로 달성하

음.

도 라즈마 내에서의 

라즈마 채  구

- 극 단 이 를 수소 클러스터에 통과시켜 압력에 

따른 투과 특성을 연구하고, complex interferometry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음.

- 한 한 일 공동으로 도 Si 라즈마를 Nd:YAG 

이 로 발생시키고 여기에 implosion에서 발생한 

X-선을 통과 시키므로서 라즈마의 이온화 특성을 

연구하 음.

- 본 연구 내용은 고에 지 도 물리의 형 인 연구

분야로서 향후 이  핵융합 연구의 실질 인 계획수

립에 필수 으로 활용될 것으로 망되며, 매우 요

한 분야가 연구된 것으로 단됨     

고속 화 실 성 검토

- 고속 화 기술은 이미 세계 으로 가능성이 입증된 

개념이며 실제로 효율을 향상시키기 하여 여러 가지

의 타겟에 한 연구가 수행 임.

- 본 과제에서는 고속 화 기술을 이용하여 향후 에 지 

생산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LLNL의 

LIFE (Laser Inertial Fusion-Fission Energy)에 한 

분석을 수행하 음. 

4.  련 분야에의 기여도

   본 과제에서 수행한 이  핵융합 연구는 소형 핵융합 반응에 의한 고속 

성자 발생 반응을 국내 최 로 실증을 하 으며, 이를 토 로 성자 발생량 향상

과 활용을 한 과제가 도출된 바 있다. 한 본 과제에서 연구해 온 고 도 라

즈마 시뮬 이션 기술에 근거하여, 유럽의 이  핵융합 시설 건조 사업인 

HiPER 사업에 한국이 국제 트 로 참여할 수 있었다.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고 도 라즈마 시뮬 이션 기술은 이 에 의한 자  이온가속 분야에도 

용된다.



- 136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는 이  핵융합 연구와 련하여 고 도의 라즈마에서 일어나는 

상을 한  는 한 일 기술 력으로 수행하 으며, 본 연구결과는 이  핵

융합 연구 분야 이외에도 실험실 천문학, 고에 지 도 과학, warm dense 

matter 등의 학문분야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과제의 수행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들, 즉 톰슨 산란 실험기술, opacity 측정

기술, implosion 시뮬 이션 기술, X-선 흡수 스펙트럼 측정  계산 기술, 극

단 이 를 이용한 성자 발생기술, 고 도 라즈마 분석을 한 complex 

interferometry 기술 등은 이  핵융합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로서, 이  

핵융합 연구를 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기술들 의 일부이다. 이러한 기

술들은 우선 단기 으로는 소형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하는 국소발생의 극 단 단

색 고휘도 성자 발생의 효율 향상을 하여 활용될 것이다. 즉, 소형 핵융합 반

응에서 생성되는 극 단 성자는 2.45 MeV의 고 에 지를 가진 나노  이하의 

극 단 펄스 성자이며, 수 μm 이내의 작은 반경에서 방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자는 지 까지는 얻기 어려웠던 새로운 방사선원으로서, 성자 

피폭 효과 연구에 응용되어 원자로의 재질 개선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고속 

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의 정 도를 획기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한, 향후 

기술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비 괴 검사 등 고정  래디오그래피 분야에서 새로운 

활용분야를 창출할 것으로 측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주의 별 들에서 일어나는 고 도 라즈마 상을 실험실에

서 재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어 우주의 신비를 푸는 열쇠를 제공하여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분야는 실험실 천문학 (Laboratory Astrophysics)이

라고 불리며 최근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한편, 장기 으로 향후 우리나라 고유의 이  핵융합 시설을 설계하고 구축

할 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 더 많은 경

험과 노하우가 축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과 국은 이  핵융합 연구를 이

미 30여년 부터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축 된 노하우가 많으므로 이  핵융

합 에 지 연구 분야는 향후 한 일 기술 력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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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int design activity involves a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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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NL Simulations: P. Amendt, C. Cerjan, M.J. Edwards, S. Hatchett, O. Jones, N. Meezan, D. Munro,
H. Robey, B. Spears, L.J. Suter, R.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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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contributors: M. Herrmann, R. Olson, J. Po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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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f the pieces for ignition are almost in place

• The NIF laser and the equipment needed for ignition experiments,
including high quality targets, will be available in 20 months

• We have an ignition point design target near 1 MJ with a credible
chance for ignition during early NIF operations

• The Laser Plasma Interaction (LPI) uncertainty for the first ignition
experiments is bounded by ignition designs from about 1-1.3 MJ in
laser energy or by a range of hohlraum temperatures from 270-300 eV

• We have an Early Opportunity Shots (EOS) campaign with 96 beams
planned to start in about 1 year which will allow us to choose the
optimum hohlraum temperature and laser energy for initial ignition
experiments.

At the next IFSA meeting, we will have begun the 192 ignition campaign

Ignition point design optimization must balance
LPI effects, laser performance impacts, and
capsule robustness

300 eV
design

Experimental

lower limit

for 1%

scatter

Tang

linear

theory

10%

scattering

Design
Optimum for
initial
ignition
experiments

SSD and Polarization smoothing
to be incorporated on NIF should
raise this threshold

Initial

operations



The NIF ignition design is becoming fully
detailed and we have developed tools to evaluate
sensitivities to requirements and uncertainties

• We have updated our point design with a Be capsule to 285 eV at 1.3 MJ
from an earlier design at 300eV and 1.0 MJ

• Ch and Diamond backup ablator options are still being maintained

•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parameters are documented in detail

• Simulations in 1, 2, and 3D identify margins and sensitivity to
uncertainties

• We are using ensembles of simulations to estimate the probability of
ignition based on statistical variability in the laser performance, target
fabrication, and target experimental campaigns

• The 285 eV point design has a credible chance for ignition in early NIF
operations …..if the required precision of target experiments, laser
performance, and target fabrication is achieved

The NIF point design has a graded-doped,
beryllium capsule in a hohlraum driven at 285 eV

Uses 1.3 MJ, to heat
hohlraum to 285eV.
Hohlraum
dimensions 1.175x
bigger than the
earlier 1MJ design @
300eV



2D and 3D calculations are used to evaluate
hohlraum plasma condition and to establish
laser performance requirements

Graded-doped Be capsule

U0.75Au0.25 wall lined 
with 0.2 micron Au0.8B0.2

0.89 mg/cc H0.8He0.2

0.5 micron window
coated with 25 nm Al

Described in Callahan’s
talk earlier this week

192 Beam Absorbed Power

Inner cone

Outer cone

0 4 8 12 16
Time (ns)

Power (TW)

0

100

200

300

400

Simulation achieves 3.3% RMS - point
design requirement is 10% RMS



Capsule specifications are optimized for the 285 eV
drive temperature and our evolving understanding
of capsule physics and target fabrication

(300eV, 1 MJ) Rev2 (285eV, 1.3 MJ)

Assumed to

incl. 0.75% at% H

Capsule 1.2x bigger
(thicknesses same)

These are the Be 285 eV implosion parameters
compared to the Be 300 eV capsule

Parameter

Be(300) 

"current 

best calc"

Be(285) 

"current 

best calc"

Absorbed energy (kJ) 140 203
Laser energy (both cones, includes 

backscatter)
1050 1300

Coupling efficiency 0.133 0.156

Fuel velocity (sqrt(2KE/m), cm/�s) 36.3 36.8

Yield 13.6 19.9

Peak rhoR 1.96 1.85

Adiabat (P/PFD at 1000g/cc) 1.61 1.46

Fuel mass (mg) 0.152 0.238

Ablator mass 3.03 4.54

Ablator mass remaining at peak v 0.167 0.212

Fuel kinetic energy (kJ) 10.0 16.1



The Cu Doped layers are  thinner and more
heavily doped to improve high mode stability

Rev1 (300eV, 1 MJ) Rev2 (285eV, 1.3 MJ)

Assumed to

incl. 0.75% at% H

Doped layer thinner,
more heavily doped

The density profile near the DT:Be interface has a
“dip” that is caused by the temperature gradient

Temperature

Density

1-2 micron
scalelength set by
thermal conduction



Thinner doped layers with a higher dopant
concentration reduces high mode Rayleigh-Taylor
growth at the Be/DT interface in the 285 eV design

Simulations resolve mode numbers up to 2000, initialized on inner surface of
Be. Initial surface was a measured roughness, including “out of spec” rough
patch - described by Hammel earlier this week

0.0 1.00.2 0.4 0.6 0.8 0.0 1.00.2 0.4 0.6 0.8

Z(cm)

R(cm) R(cm)

Earlier 300 eV design- At peak
velocity ~40% of DT is mixed
with more than 5% Be

Current 285 eV design - At peak
velocity, <10% of DT is mixed with
more than 5% Be - (spec is 18%)

The Ar impurity concentration was increased to
accommodate a more robust coating process

Rev1 (300eV, 1 MJ) Rev2 (285eV, 1.3 MJ)

Increased Ar

Assumed to

incl. 0.75% at% H



Requirements on the DT ice layer are evolving as
we learn more about the layering process

•Cracks in the DT ice form as the DT cools from the triple point because of

shrinkage of the DT (1% shrinkage at 1.5 Kelvin below the triple point)

•Cracks are spec’d by volume: final perturbation has cross section shape

determined by modal growth, with amplitude �� cross sectional area of

crack. Final length �� initial length, so net impact �� volume.

•Making sure that this will work OK is part of a re-optimization that is still in
progress

Rapid cooling of layers formed just below the triple point minimizes cracking -
this is an area of active research

VolTot � 4%

VolMax � 0.3
μm3

VolMax � 1.5
μm3

0.2% volume

200 μm2 max
cross-section

Modes 7-128

0.83 μm RMS

Modes 1-6

0.9 μm RMSRequirement

Voids: outer
half

Voids: inner
half

CracksRoughness
(PSD)

Low modesD-T fuel spec

The DT crack requirement is being checked with
detailed simulations

Crack 18μm deep,
 6μm wide

Crack 18μm deep,
 12μm wide

Peak velocity Ignition time

RMS perturbation
1.8μm, compared
to total expected
RMS ~3μm (6 μm
crack)

�These were done (by Bruce Hammel) 
for Be capsule @300eV.

�We have not yet done Be@285eV.



For CH we are examining a 300eV design

•Post-processed hohlraum
simulations at 300 eV
indicate LPI equivalent to or
better than Be at 285eV

•Amorphous material with
no crystal structure issues

•Large data base from Nova
and Omega

•Transparency makes cryo
layer easier to characterize
but low thermal conductivity
make layer formation in the
hohlraum more challenging

•Less efficient ablator but at
1.3 MJ (&300eV), this target
looks attractively robust.
More work in progress.

Design originally by
Mark Herrmann,
scaled up to 1.3 MJ

1100 �m

1004

993

945

935

853

We are also keeping a diamond ablator option

Yield 
Eabs

Implosion velocity
Fuel mass

Ablator mass

13.6
140
3.63
0.152
3.03

15.8 MJ
167 kJ
3.79 x 107 cm/s
0.185 mg
3.16 mg

Diamond(300)Be(300)

3.51 g/cc

77.5 μm
thick

DT 75 μm
thick

This 1.0 MJ
300eV design
is being
updated to
1.3 MJ, 270eV

•Higher density: diamond absorbs
energy at larger radius. Equivalent
to ~20% more laser energy.

•Surface roughness requirement
similar in g/cm2 (tighter in nm)

•Tolerance of DT ice roughness
very good, (2-3x better than Be,
4-6x better than CH at the same
drive Tr and laser energy)

•Stays solid after 1st shock, melts
with 2nd (Be melts with 1st)

•LPI analysis indicates we should
look at 270eV, 1.3 MJ for
equivalence to Be at 285eV



Choose drive temperature Trad
(Target scale, energy and focal spot size)

96 beams

Test symmetry, shock timing and ablation
rate techniques

96 beams

Optimize power balance,  symmetry, 
shock timing and ablation rate

Commission 96
more beams

Layered Ignition
Targets

Test hohlraum coupling with 192 beams
baseline target - scale, energy  & Trad 

19
2 

b
ea

m
s

Ignition campaign with new 
focal spot, energy or Trad

Optimize ignition experiments with 
baseline target and focal spots

400 kJ

1 – 1.3 MJ

T

The National Ignition Campaign is focused on
preparing for the first ignition experiments in 2010

Assessment of ignition targets utilizes computer calculations,
coupled to precision capsule physics campaigns with
measured laser and capsule specifications

Our key question is not “How well can the codes predict the
ignition target a-priori?”, but instead “Will the uncertainties that
remain after our tuning programs be acceptable?” This is a key

focus of our preparations for ignition experiments

• We are designing experimental campaigns for hohlraum energetics, shock
strengths and times, implosion velocity and ablated mass, and symmetry

• These experiments will take 6-12 months and 100-200 shots leading up to
the first ignition attempts

• Most physics uncertainties will be normalized out with these “tuning”
experiments (Residual physics uncertainties for these items are set by how
accurately we can do the experiments - the point design specs include
estimates for the achievable accuracy)

• Specifications on target fabrication and laser performance are set to achieve
the required precision and reproducibility.

• Uncertainty in some physics issues such as DT thermal conduction and
alpha particle deposition will remain after these experiments



We Have Defined 34 1D Parameters that Impact
Capsule Performance

Capsule Parameters
�Layer Dimensions
�Material Density
�Impurity Concentrations

D
en

si
ty

Radius

Time

R
ad

ia
tio

n
T

em
pe

ra
tu

re

Shock Timing Parameters
�Shock Levels
�Shock Times
�Steepness of Final Rise

Shock timing campaign
specifications are first 3
shocks to 50ps and the
final rise to 100 ps

Scans over single parameters provide one
estimate of sensitivities to individual parameters

Timing of the rise of the 4th shock

Stepping through the time of the final
rise in units of the 100 ps spec… …varies the driv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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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vary all parameters simultaneously, we
incorporate a distribution for each

Top-Hat distribution

0 1-1
x spec

Normal distribution

0 1-1
x spec

pr
ob

ab
ili

ty

For complex physical processes
such as shock timing and levels

that will likely vary normally.

For fabrication specs such as
capsule dimensions that can be

measured and rejected.

We do 10,000 runs varying all 34 1D parameters
randomly within their respective distributions

Yield(MJ)

Be at 285 eV

95% have yield > 2 MJ

Procedure developed by Jay
Salmonson, will be described in
detail in Phys Plasmas



Each red dot is a 1D simulation; vary 34 1D parameters within
statistics allowed by requirements.

Fuel
velocity

(108 cm/s)

Mass-averaged entropy (GJ/g/keV) Adiabat P/Pcold at 1000 g/cc

1.3 1.5 1.7 1.9 2.1 2.3 2.5

The scans over 1D parameters give us a measure
of the statistical uncertainty of implosion velocity
and entropy for an ensemble of targets

20 MJ 16
12

8
4

1

Each red dot is a 1D simulation; vary 34 1D parameters within
statistics allowed by requirements.

Fuel
velocity

(108 cm/s)

Mass-averaged entropy (GJ/g/keV) Adiabat P/Pcold at 1000 g/cc

1.3 1.5 1.7 1.9 2.1 2.3 2.5

Point design at
the centroid of
all specs

The scans over 1D parameters give us a measure
of the statistical uncertainty of implosion velocity
and entropy for an ensemble of targets

Median v, ��

70% confidence
in v,��

20 MJ 16

12

8
4

1



Statistical ensembles of 2D simulations include
perturbations on all capsule surfaces

These simulations have been done for        Be
at 300 eV; Be at 285 eV is in progress

•All 1D parameters (dimensions,
compositions, densities, drive parameters)
sampled statistically
•Roughness for all 2D surfaces set “at spec,”
phases varied randomly

The scans in 2D give an assessment of the
impact of non-spherical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success for an ensemble of targets

~80% above 6 MJ

~90% above 1 MJ

Four random number seeds were used to probe
statistical variations in surface roughness.

•Need 2D/3D
calculations which
include more of the non-
spherical effects

•Update to Be at 285 eV
is in progress

300 eV target at 1 MJ



To systematize these simulation results, we have
developed a Margin figure-of-merit

• Margin is based on a fit to a data-base of 1D and 2D runs

Extends previous work by (Herrmann, Tabak and Lindl), (Levedahl and Lindl), (Kishony &
Shvarts). Some powers are the same, some sligh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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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TR /285eV )3.5*1.5

Target mass -
overall scale

Implosion
velocity

Fuel adiabat -
compressibility
compared to Fermi
degenerate at 1000 g/cc

Reduction in effective
hot spot radius from
3D effects

Reduction in
confinement  due to mix
at fuel/ablator interface

Sensitivity to drive
pressure or temperature

The margin parameter is a summary of a data base
of simulations

Yield
(MJ)

Energy Margin M

Y

Y +�RMS

Y ��RMS

Within ~10%, targets with
M>1 have Y>1 MJ

1D
10,000 runs sampling realistic
statistics of all 1D parameters
(fail ~5% of the time)

2D Combined
drive variations and

perturbations
(low and

high modes)



For 1D implosions, the margin formalism
amounts to a fit to the yield=1MJ contour

Each red dot is a 1D simulation; vary 34  1D parameters
within statistics allowed by requirements.

Fuel
velocity

(108 cm/s)

Mass-averaged entropy (GJ/g/keV) Adiabat P/Pcold at 1000 g/cc

1.3 1.5 1.7 1.9 2.1 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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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agrees with
Y=1 MJ for most 1D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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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3D perturbations are present, the part of v,��
space where the target works shrinks

Each red dot is a 1D simulation; vary 34  1D parameters
within statistics allowed b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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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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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veraged entropy (GJ/g/keV) Adiabat P/Pcold at 1000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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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mbination, the 1D and 3D factors
determine the statistics of ignition experiments

Each red dot is a 1D simulation; vary 34  1D parameters
within statistics allowed by requirements.

Fuel
velocity

(108 cm/s)

Mass-averaged entropy (GJ/g/keV) Adiabat P/Pcold at 1000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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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two
RMSs)

Point design at
the centroid of
all specs

Median v, ��

70% confidence
in v,��

Expected performance follows from the
requirements

Statistical variations in v and �� follow from 1D uncertainties

3D perturbations follow from requirements on surfaces, symmetry tune,
power balance etc., along with simulated growth

V � HSRMS/R PVRMS/Thick Margin

1D, no errors 36.8 1.46 0 0 4.20
3D at spec,  

Mean 1D errors 36.7 1.56 0.18 0.18

Margin factor 0.98 0.82 0.52 0.93 1.63
3D at spec, 

70% confidence 
In v, �

35.8 1.66 0.18 0.18

Margin factor 0.80 0.68 0.52 0.9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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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85 eV point design has a credible chance
for ignition in early NIF operations….

�We continue to look for
ways to increase the
margin - e.g. Be at 300
eV at the same laser
energy, lower
temperature reduced
roughness DT layers

�Capsules at 1.8 MJ
would have 40% more
margin

�We need to further
explore physics
uncertainties in the hot
spot assembly, e.g. non-
local ion transport, ��-
deposition, electron
conduction

Gain

Energy Margin M

Y

Y +�RMS

Y ��RMS

Median V,�,
3D at spec

V,� at 70% confidence
level, 3D at spec

Point design capsule
has a margin of 4.2
with all 1D parameters
nominal and no 3D
effects

7.5

15

…..if the required precision of target experiments,
laser performance, and target fabrication is achieved

The NIF ignition design is becoming fully
detailed and we have developed tools to evaluate
sensitivities to requirements and uncertainties

• We have updated our point design with a Be capsule to 285 eV at 1.3 MJ
from an earlier design at 300eV and 1.0 MJ

• Ch and Diamond backup ablator options are still being maintained

•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parameters are documented in detail

• Simulations in 1, 2, and 3D identify margins and sensitivity to
uncertainties

• We are using ensembles of simulations to estimate the probability of
ignition based on statistical variability in the laser performance, target
fabrication, and target experimental campaigns

• The 285 eV point design has a credible chance for ignition in early NIF
operations …..if the required precision of target experiments, laser
performance, and target fabrication is achieved



The calculational data base can be used to obtain
the impact of variations in individual specifications

Random variations of 33 1D input variables, use Taylor series (linear
in V, quadratic in S) to calculate V and S, vs. Lasnex

Taylor V vs.
LASNEX

Taylor S vs.
LASNEX

� 3D perturbations can be taken as quadrature sums of various
contributors

�The sensitivity of velocity and entropy to each 1D parameter
can be calculated with a low order Taylor series approximation

300 eV Design
at the centroid
of all specs



The margin formalism lets us identify the energy
cost associated with various specifications

How much the laser energy could be decreased below 1.3 MJ for constant
margin if the indicated requirement were set to “perfect” (zero if 3D, exactly
nominal if 1D) and all other requirements were unchanged. (A perfect 1D
capsule with the nominal implosion velocity would work at 0.3 MJ)

0 0.1 0.2 0.3 0.4 0.5 0.6

Pointing

Power balance

All other 3D perturbations
(surfaces, fill tube, etc.)

Hohlraum Asymmetry

Ice cracks

Ice roughness

Uncertainty and variability in drive
TR(t) (incl. laser, shock timing, LPI)

Energy cost for the
median of the ensemble
of calculations

Energy Margin (MJ)

300eV/1.0MJ target
statistics, scaled to
new 285eV/1.3MJ
design. Full updated
analysis in progress.



Laser Fusion and High Field Science 
in Japan and in Asia

Yoshiaki Kato
Japan Atomic Energy Agency (JAEA)

IFSA 2007
September 9-14, 2007

Kobe, Japan

Contents

1. High energy/ high field science in Asia. 
2. Laser fusion project in Japan (at ILE with 

collaborations).
3. High field science in Japan (at JAEA with 

collaborations).
4. New MEXT project on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High-Intensity/High Energy Lasers in Asia

High Intensity Ti:saf Lasers

Japan
JAEA (Kyoto) 10TW, 100TW/0.85PW
CRIEPI (Tokyo) 10TW

Korea
APRI (Gwangju) 100TW/ 300TW(‘07)/PW(’09)
KAIST (Daejeon) 3TW
KAERI (Daejeon) 10TW

China
IOP (Beijing) 2TW, 20TW, 500TW(2007)
SIOM (Shaghai) 23TW/100TW/1PW
CAEP (Mianyang) 300TW

Taipei
IAMS (Taipei) 10TW

India
TIFR (Mumbai) 10TW
CAT (Indore) 10 TW/50-100TW

High Energy Ng:glass Lasers

Japan
ILE (Osaka) G-XII: 15kJ (2w)

FIREX-I: 10kJ/10ps(‘08)
HALNA: 20J/10Hz

China 
CAEP (Shanghai) SG-IIU: 18kJ/3ns/351nm+PW (’08)
CAEP (Mianyang) SG-III: 200kJ/3ns/64-b (‘10)

Korea
KAIST KAERI Laser: 1kJ/1ns (’08)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Laser Fusion Facilities in Asia

ILE, Osaka, Japan
FIREX-I
10kJ/10ps & 10kJ/2ns (’08)

KAERI, Taejon, Korea
1kJ /1ns, 100TW/1ps (’08)

CAEP, Mianyang, China
SG-III-PT: 10kJ/3ns (3�)

CAEP, Shanghai, China
SG-II: 6kJ (��), 3kJ (3�)
SG-IIU: 18kJ (3�) & PW (‘08)

SG-III: 200-400kJ (��) (’10)



100TW-PW Ti:saf Lasers in Asia

APRC/JAEA-Kansai, Japan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APRI/GIST, Korea

CAEP, Mianyang, ChinaSIOM, Shanghai, ChinaIOP, Beijing, China

China-Japan Core-University
Program (JSPS)

IAPCM,  East South University,
Institute of Physics, SIOFM,
Fusion Research Center,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US-Japan Cooperation 
Programs in Fusion 
Physics Area (JSPS)
LLE, GA,  NRL,   LLNL

Laser Fusion and 
High Energy Density Science

ILE, NIFS

RAL

UK-Japan Bilateral 
Collaboration  (JSPS)

CCLRC  RAL

Bilateral academic exchange
KAERI (Korea)

JSPS Core to Core
Program
LULI, UC Berkley,
RAL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s in High 
Energy Density Physics and Laser Fusion



International Community on High Field Science
IUPAP ICUIL��International Committee on Ultra-Intense Lasers, 2003-present)

Intense LASER Lab’s Worldwide
(ICUIL Homepage)

OECD Global Science Forum Committee 
on Compact, High Intensity Short-Pulse Lasers
(2000-2004)

ICUIL Kick-off Meeting (Feb. 2004, UK)
ICUIL 2004 (North Lake Tahoe, USA, Oct. 3-7)
ICUIL 2006 (Cassis, France, Sept. 25-29)
ICUIL 2008 (in China)

Workshop, May 28-30, 2001, Kyoto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ASILS
(Asian Symposium on Intense Laser Science)

ASILS-1
June 2004.
Tokyo, Japan

ASILS-2
Jan 1-4, 2006
Kochi, India ASILS-3

July 2-5, 2007,
Malaysia

Asian Networks on High Field Science
1) Asian Intense Laser Network (Y. Kato 2004-2007, J. Lee 2007-)
2) Japan-China-Korea Trilateral Collaboration

on  Development of Ultra-short High Intensity Laser and Its Application 
(T. Tajima, J. Zhang, J. Lee, 2005-present)

3) JSPS Asian CORE Program
on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Ultra-short Pulse Lasers for High Field Science
(K. Ueda, C. Nam, J. Zhang, D. Mathur, 2007-2012)

APLS (Asia Pacific Laser Symposium)
1998 Korea, 2000 China, 2002 Japan
2004 Korea, 2006 China, 2008 Japan (Jan. Nagoya)

ASILS-4
Nov. 2008 
GIST, Korea

ASILS-3, Malaysia, July 2007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Reactor engineering                     Fusion science
Plasma Science

Scientific Research Basis

ITER

Fusion Reactor

IFMIF   Tokamak     LHD     Laser
(Development)         (Science)

Development

Science

����Major Fusion Projects: IFMIF, Major Fusion Projects: IFMIF, TokamakTokamak, LHD and Laser, LHD and Laser
����FIREXFIREX--I  to be conducted by ILEI  to be conducted by ILE--NIFS cooperationNIFS cooperation
����Start of FIREXStart of FIREX--II will be judged based on FIREXII will be judged based on FIREX--I result (AEC, 2005)I result (AEC, 2005)

Fusion Research & Development in JapanFusion Research & Development in Japan
(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January 2003)(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January 2003)

NIF ignition

50kJ/3ns 
/0.35µm

Japan FY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Heating Laser 

Implosion 
Laser

GEKKO XII   10 kJ/2ns/0.53µm

15

50kJ/10ps

10kJ/10ps

50kJ/3ns/
0.35µm

16

FIREX-II will be started based on 5-10 keV
heating

FIREX-I has started based on
1-keV heating

Ignition and Burn 
(FIREX-II)

Ignition Temperature 
(FIREX-I)

1-keV Heating

Heating Laser 
Construction

1 PW 
1kJ/1ps

Implosion 
Laser
Construction

Heating
Laser
Upgrade

FIREX-I and FIREX-II Projects



Efficient Core Heating by Cone Guiding 
for Fast Ignition (ILE-RAL Collaboration)

Efficient heating with � ~ 0.2 demon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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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spectrum
Ti � 0.8-1 keV

R. Kodama, et al., Nature 2001, 2002

Isochoric implosion Fast ignition

OMEGA-EP (USA)200xLD
With cryogenic Cone target
At Univ. Rochester 2006

High density compression

Demonstration
of 600xLD

Heating

1 kJ 1 ps
Demonstration
of 1 keV temp.
(Achievement in 2002)

Demonstration
of ignition

FIREX-II

Ignition & burn

HiPER(RAL, UK)
LIL(France)
NIF-FI(LLNL)

10 kJ 10 ps
Heating to 
ignition temp.
(5-10 keV)

FIREX-IPeta WattGEKKO-XII

Milestones toward Fast Ignition & Burn



Numerical Prediction on Core Heating 
in FIREX-I

�0 = 100g/cm3 �0 = 200g/cm3 �0 = 300g/cm3

�h
[ps]

�h
[ps]

�h
[ps]

	
h

[k
J]

<Ti>DT evaluated by 2D simulation for 0.002mg pre-compressed 
DT core where uniform core heating is assumed.

Ti=6keV will achieved with ~7 ps, 4 kJ heating.

Status of Heating Laser Construction

2.9 kJ/beam @broadband, achieved
Early FY08:  Firs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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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lectric grating
Mirror

SiO2

HfO2
SiO2
HfO2

0.575 µm

Successful Fabrication of Dielectric Gratings

Okamoto Optics Inc.

Phase Control of Segmented Gratings

Feed-back control period

±25 nm

Segmented grating Wave front matching

Feedback control of segmentation



Cryogenic Target

 Diameter: 500�m

 Fuel layer: �20�m

 Fill  tube: �10�m dia 

 Fuel thick:�20�m

 Foam density: �10mg/cc

For FIREX-I

��20�m
��1��5 �m

500�m

Fill tube

500�m

Present achievement:
Fill tube diameter:30�m
Foam density:  100mg/cc,  working gas: D2

IAEA-FEC(2006), A. Iwamoto 

Cryogenic Target for FIREX-I
– Foam cryogenic shell with Cone and DT fill tube –

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
Joint Research Laboratory for High Energy Density Physics

Laser fusion, Laboratory astrophysics, High power laser technologies

THz science
(1) Non-contact monitoring
(2) Circuit test
(3) Spectroscopy of biomolecules

EUV lithography
(1) EUV plasma data base
(2) Target technology
(3) High performance driver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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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

2%

4%

10191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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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ser
target

13.5 nm EUV mirror
plasma

Laboratory astrophysics
(1) Collision-less Shocks and Particle Acceleration
(2) Photo-ionized plasma
(3) Planetary and Meteo-impact Physics



Fast Ignition and High Field 
Science driven by CPA Lasers 

Fast Ignition and FIREX at ILE
1996: 100J/1ps/0.1PW
2001: 1kJ/1ps/1PW
2003-2010: FIREX-1

X-ray laser research at ILE
ILE-RAL collaboration (1987~)

Electron acceleration
K. Nakajima, et al., PRL (1995)

High Field Science at JAERI/JAEA (1997~)
High intensity lasers
X-ray lasers
Particle acceleration / Particle codes 
Laser and x-ray optics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Short-pulse heating”
T. Yamanaka, ILE workshop (1983)

“CPA”
D. Strickland & G. Mourou, Opt. Commun. (1985).

CPA 30-TW, 1-ps Nd:glass laser
K. Yamakawa, H. Shiraga, Y. Kato and C. P. J. Barty
Optics Letters 16, 1593 (1991)  

“Fast Ignition” Concept
M. Tabak, et al., Phys. Plasmas (1994).

IT-Based 
Laboratory

Guest
House

Conference
Hall

Laboratory
Building

Researchers’
Office

Ultrahigh peak power
laser laboratory

Advanced Photon Research Center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2-km toTodaiji-Temple, Nara

X-ray laser laboratory



JAEA-PW Laser (J-KAREN) �
(80 TW, 19 fs, 10 Hz / 0.85 PW, 10 min)

Pump laser for
100TW/10Hz

Oscillator

Stretcher

Preamp

Main amp
(3.3 J, 10Hz)

PW Booster amp
(40 J, Single-shot)

PW Pump laser 
(70 J, Single-shot)

OPCPA
�high contrast

8 cm Ti saph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Cooled Ti-saph
(stable operation)

Performance of J-KAREN at 80-TW, 1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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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orm beam profile

19 fs pulse width

2% power stability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Downsizing of Electron Accelerator

Microwave

Microwave cavity

Electrons

Microwave acceleration
E<100 MeV/m�
�Limited by cavity wall breakdown)

Microwave field

gvphv ph g�v v(              )

Electrons are accelerated by high 
field of the plasma wake, generated 
by a short laser pulse.

Tajima & Dawson, Phys. Rev. Lett. 
43, 267 (1979)

Plasma wave acceleration
E>10 GeV/m�
�No breakdown limit

Laser pulse
Wake wave

~100 �m
1~10 cm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1 GeV

1-GeV beam with plasma waveguide
W.P. Leemans et al., Nature Physics  (2006)

Dream beam
The dawn of compact particle accelerators
(Nature, vol. 431, 2004)

RAL, LOA, LBNL: Nature 2004
AIST (Japan): APL 2005

Laser Wakefield Electron Acceleration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Electron Acceleration with High 
Contrast Laser

With low contrast (~105)

140 MeV

 

With high contrast (~109)

J-KAREN at 40-TW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Next Steps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Compact X-FEL

Laser Coherent X-Ray

Undulator

High quality ~10 GeV electrons

Waveguide

Compton �	ray source
Laser

Laser

Waveguide

0.1-10 GeV electrons �-Ray

High energy accelerator

10~1000 GeV electronsWaveguide
~PW Laser

Ballpark Parameters for 1 TV acceleration (T. Tajima, et al.)
Case I: P=2.2 PW, d=32 �m,   a0=10,  t=0.23 ps, E=0.5 kJ,  n=6x1016, L= 2.9 m (Ti:saf)
Case II: P=2.2 PW, d=100 �m, a0=3.2, t=0.74 ps, E=1.6 kJ,  n=6x1015, L= 29 m  (Yb:ceramics)
Case III: P=2.2 PW, d=320 �m, a0=1,    t=2.3 ps,   E=5 kJ,     n=6x1014, L=290 m (Nd:glass)



Tunable Gamma-Ray Source

Nuclear Physics

• New collective motions in nuclei.
• Interaction between mesons and hadrons.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Nuclear Astrophysics

• Nucleosynthesis of elements in supernova explosion.
• Development of Nuclear Cosmochron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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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Energy Engineering
• Nuclear data for new generation reactor system.
• Nondestructive assay of radio-nuclides using NRF
• Controlled transmutation by photo-fission for  reduction
of long-life fission products

In collaboration with 
C. Barty, LLNL

Sub-MeV Compton 
-Ray Source at KPSI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polarized, tunable)

Red:    laser off
B-ack: laser on

Initial data

Compact electron 
accelerator
(Microtron)



Exploration of Ultrahigh Field Science

Acceleration of particles

High harmonic generation

• Vacuum breakdown
• Unruh radiation
• Acceleration to PeV

Ultra-high field science

Tajima & Mourou, Phys. Rev. ST 5,031301(2002)
Mourou, Tajima & Bulanov, Rev. Mod. Phys. 78, 309 (2006)

ES=2.1x1017 V/m
IS=1.2x1028 W/cm2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Relativistic Plasma Physics

Wakewave Breaking Threshold
EA-P=(me�pec/e)[2(�ph-1)]1/2

Akhiezer & Polovin, Sov. Phys. JETP, 30, 915 (1956)

Plasma wave peaks at 
relativistic regim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Large wave breaks at 
non-relativistic regime



Driver laser 
pulse

Plasma mirror moving at ~c

Wake wave

Source laser 
pulse

(3D PIC simulation)

Intensification via 
Relativistic Reflection

Frequency up-shift Pulse shortening Intensification Reflectivity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Driver pulse
200 mJ, 76 fs

Source pulse
12 mJ

Probe pulse

45°

60° Grazing-incidence

spectrometer

Electron
spectrometer

Gas
jet

B-CCDGrating

Slit

Filters

Reflected
signal

Toroidal
mirror

Magnet

I-CCD

Source
spot monitor

Interferometry

Shadowgraph

UV-VIS
spectrometer

Bandpass
filter

Top view

Exper. on Relativistic Reflection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XUV Reflection Observed 
only at Exact Overlap of 2 Pulses

XUV signals at 14 nm 
observed reproducibly.
(Freq upshift 60-100 times, 
> 3x107 photons/sr)

Accuracies of a few microns 
and ~10 fs are required to 
observe the XUV signals.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M. Kando, et al., Phys. Rev. Lett. 2007.

Next experiment with J-KAREN to generate shorter wavelengths with higher intensities.

Ion Acceleration for Cancer Therapy

Cancer therapy 
without operation 

Present facility . Building size /011M$

Compact, low cost

Laser ion accelerator facility
���0123��0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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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Bragg peak with ions

New program on laser-driven cancer 
therapy approved by Government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MEXT Project Kickoff Meeting (2007)

Photon Technology + Medical Science + Industries = Innovation for Compact Oncological Therapy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Fund for Innovation Advanced Study 
(2007-2016)

JAEA
HIBMC
Kyoto Univ. etc. 9 Companies

International Forum on Photon-Medical Valley (2006)

MEXT Project on Laser-Driven Ion Beam 
Cancer Therapy (2007~2016)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Network-type Research Center

Host Institute
1) User facilities
2) Laser development
3) Education

Ideas

Companies
Optics development

Collaboration

Education Ideas

User �

Gov. Lab (C)
1) User facilities, etc.

University (D)

Gov. Lab. (B)
2) Laser develop., etc.

University (A)
3) Education, etc.

User �User �User 

User �

Specs

Photonics research 
using advanced laser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Initiative on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Proposed for 2008-2017)



1. Surge of research- and network- activities on 
laser fusion and high field science in Asia.

2. FIREX-I in progress, exp will start in 2008.
3. High-energy density physics and related subjects 

pursued at ILE as the Joint Laboratory. 
4. Progress in high field science: electron 

acceleration, relativistic flying mirror and ion-
beam cancer therapy project. 

5. New MEXT project on optical science and 
technology expected. 

Summary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KPSI
Kansai Photon Science Institute

Intensive activities on high energy and high field 
science expected in Asia, like in US and EU.



Status and Plans in the United States 
Inertial Confinement Fusion Program

OMEGA EPNational Ignition Facility Refurbished Z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ertial
Fusion Sciences and Applications

Kobe, Japan

Keith Matzen
Director

Pulsed Power Sciences
September 9-14, 2007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1

Sandia is a multiprogram laboratory operated by Sandia Corporation, a Lockheed Martin Company, for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s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under contract DE-AC04-94AL85000.

Outline

• Status and capabilities of new facilities

• Inertial Confinement Fusion and the 
National Ignition Campaign

• Target fabrication

• Inertial Fusion EnergyInertial Fusion Energy

2



The NIF Project is over 93% complete and half of the 
1 �m laser has been performance qualified to 2.1 MJ 



We have simultaneously achieved the pulse shape, 
beam uniformity, focal spot and SSD Bandwidth required 
for ignition experiments up to 1 8 MJ

Results from single beams experiments with a 1.8 MJ equivalent ignition pulse

for ignition experiments up to 1.8 MJ

OMEGA EP will be a flexible HED research platform 
with short- and long-pulse capabilitieswith short and long pulse capabilities

30 kJUV, 60 beams

10 ps 2 6 kJ and 100 ps10 ps, 2.6 kJ, and 100 ps,
2.6 kJ (co-propagating)

G6957p



OMEGA EP will be completed in April 2008OMEGA EP will be completed in April 2008

E13574j

The Z Refurbishment Project 
will be completed this month

Last Shot Demolition Completed Tank Modifications Completed

July ‘06 Sept ‘06 Jan ‘07

Installation Underway – Multiple Contractors Installation Completed

July ‘06 Sept ‘06 Jan ‘07

8

March ‘07 August ‘07



Experimental benefits of Refurbished Z

Precision & pulse flexibility will enable:
More

C it
More

C it p y
� New experimental regimes
� Improved timing with Z Backlighter 

and Z PetawattImproved Higher

Capacity
-- Shots

Improved Higher

Capacity
-- Shots

and Z PetawattImproved
Precision,

Flexibility

Higher
Capability

-- Current

Improved
Precision,

Flexibility

Higher
Capability

-- Current

More current than on Z will enable up to:

yy

� 50% increase – x-ray power radiated 
� 70% increase – x-ray energy radiated
� 15-20% increase - temperature� 15 20% increase temperature
� 3x increase - peak ICE pressure
� 40% increase - flyer plate velocity

Equation
of State

ICF

Radiation
Effects

Radiation
Fl

9

ICFFlow

Outline

• Status and capabilities of new facilities

• Inertial Confinement Fusion and the• Inertial Confinement Fusion and the
National Ignition Campaign

• Target fabrication

• Inertial Fusion Energy

10



All of the pieces for ignition are almost in place

• The NIF laser and the equipment needed for ignition experiments, 
including high quality targets, will be available in 2010

• We have an ignition point design target near 1 MJ with a credible g p g g
chance for ignition during early NIF operations

• The Laser Plasma Interaction (LPI) uncertainty for the first ignition 
experiments is bounded by ignition designs from about 1-1.3 MJ inexperiments is bounded by ignition designs from about 1 1.3 MJ in
laser energy or hohlraum temperatures from 270-300 eV

• We have an Early Opportunity Shots (EOS) campaign with 96 beams 
starting in late 2008 that will allow us to choose the optimumstarting in late 2008 that will allow us to choose the optimum
hohlraum temperature and laser energy for initial ignition 
experiments

At the next IFSA meeting, we will have begun 192-beam experiments 

The NIF point design has a graded-doped, 
beryllium capsule in a hohlraum driven at 285 eV

Laser Beams 

beryllium capsule in a hohlraum driven at 285 eV

°

°

°
°

(24 quads through each 
LEH arranged to 
illuminate two rings on 
the hohlraum wall)

Cryo-cooling
Ring

the hohlraum wall)

Graded-doped Be 
Capsule (CH and

Aluminum assembly sleeve

Hohlraum Wall: 
10.8
mm

Capsule fill tube
Capsule (CH and
Diamond are alternates) 

Solid DT 
– U or U0.75Au0.25

H hl Fill

fuel layer

Laser Entrance Hole
(LEH) with window

Hohlraum Fill
– He0.2H0.8 at 0.9 mg/cm3

(LEH) with window



The National Ignition Campaign is focused on 
preparing for the first ignition experiments in 2010preparing for the first ignition experiments in 2010

Drive temperature Trad
(Target scale, energy and focal spot size)

96 beams

Symmetry, shock timing and ablation rateSymmetry, shock timing and ablation rate
96 beams

Commission 96 
more beams

Point design power balance, symmetry,

Hohlraum coupling with 192 beams
baseline target - scale, energy  & Trad

s Point design power balance, symmetry,
shock timing and ablation rate

Layered Ignition 
Targets2 

be
am

s

Targets

19
2

Integrated physics experiments

Ignition campaign

Ignition experiments are organized around 
Integrated Experiment Teams (IET) and the key 
diagnostics required for those experimentsdiagnostics required for those experiments

Laser Performance
• pulse shape Hohlraum Performance

Capsule Performance
• shock timing
• ablation rates

Ignition
• point design

FABS d NBI

p p
• power balance
• pointing

• x-ray drive
• symmetry

• equation of state
• hydro instability

• implosion
diagnostic
signatures

– SXI - soft x-ray 
imager for pointing

– SXD - soft x-ray 
streak for beam 
timing

– FABS and NBI -
backscattered light

– Dante - thermal x rays
– FFLEX - hard x-rays from 

hi h l t VISAR ti l – ARC - Comptontiming high energy electrons
– GSXI - gated low energy 

x rays for LEH closure
– GXD - gated multi-keV    

x rays for symmetry

– VISAR - optical
interferometer for shock 
timing

– SOP - streaked optical 
emission for shock 

ARC Compton
scattering for dense fuel 
imaging

– Neutron imaging
– Gamma bang timex rays for symmetry timing

– Cu collection - ablation 
dynamics

– Proton spectrometer -

Gamma bang time
– NTOF - neutron 

spectroscopy
– MRS - high resolution 

neutron spectroscopyp
ablation dynamics

neutron spectroscopy
– Protex - knock-on 

protons for yield
– Cu activation for yield

C b ti ti– Carbon activation -
tertiary neutrons

– HEXRI - x-ray core 



A cryogenic D2 implosion on OMEGA produced
an areal density of 202±7 mg/cm2an areal density of 202±7 mg/cm2

These are, by far, the highest areal densities measured in ignition-relevant 
laboratory implosions—very important for ICF ignition.

I1742c



Successful OMEGA results demonstrate we can start to tune symmetry  
in full scale NIF ignition hohlraums with 96 beams next year

Shots at OMEGA show:
shape of imploded capsule, driven by 100-eV 3-ns pulse, 
i d t t bl i d t ll bl b b i ti

Symmetry vs pointing  for 15-micron shells, 3-ns pulse
1

a /a

42o

59o

21o

15-�m CH shell, 
1400 m OD

is detectable in x-rays and controllable by beam pointing

0

0.5

0%
 c

on
to

ur

a4/a01400-�m OD,
~1 atm D2

These shots used 0.7-scale NIF hohlraum 
with approximate NIF-foot drive Azimuthally Symmetric

1

-0.5
a0

 o
f i

m
ag

e 
30

-1.5

-1

a2
/a

0,
 a

4/
a

a2/a0

-2-600 -400 -200 0 200 400 600 800
42-deg cone pointing

We can observe and control the shape of capsule implosions in scaled

Convergence
ratio=20

We can observe and control the shape of capsule implosions in scaled
NIF-foot hohlraums at OMEGA, using x-ray imaging

The critical onset scaling of Stimulated Raman Scattering with k�D
has been measured in NIF relevant hohlraums on the OMEGA laser 

• A statistical description of lasers 

smoothed with phase plates predicts a 

SRS  critical onset measured to decrease

with increasing plasma density

p p p

critical onset intensity for laser plasma 

instabilities in which a sharp increase in 

reflected light occurs.
250

300

SRS critical onset

< 1% SRS

> 10% SRS

� < 1% SRS

• Measurements of the reflectivity as a 

function of laser energy and plasma 

density show a delineation between a low 
150

200

> 10% SRS

n
e
r
g
y
 (

J
)

� > 10% SRS

e
r
g

y
 (

J
)

and a high reflectivity regime, the critical 

onset.

• The data show an increase in the critical 
50

100

150

B
3
0
 E

n
E

n
e

onset intensity with increasing k�
D
.

• The results suggest that it may be 

possible to minimize SRS by staying

0

50

0.06 0.08 0.1 0.12

n
e
/n

c

n /n
possible to minimize SRS by staying 

below the critical onset intensity in ignition 

hohlraums.

e c

n
e
/n

c

• Energy is equivalent to intensity since the 
focal spot size is fixed.

• k�D increases with decreasing density.



The x-ray ablation rates in candidate ICF 
capsule materials were measured on OM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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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te material models are critical to the 
success of the National Ignition Campaign

BeBe

300 V
• Beryllium and diamond capsule ablators 

both have microstructure that could seed
DTDT300 eV

graded-dopant
Be design:

both have microstructure that could seed
instabilities that would prevent ignition

• The risk reduction strategy is to ensure that 
both ablators are melted significantly

Sputtered Be has grains

both ablators are melted, significantly
reducing the seed for instabilities

• Strong shocks, created through pulse 
shaping to maintain the DT on a low adiabat,shaping to maintain the DT on a low adiabat,
can also be used to melt the beryllium and 
diamond ablators

• Accurate, experimentally verified models are , p y
needed

• NIC requested Z experiments for both 
beryllium and diamond to develop these 

1 µm

models

20

This is predicted to be of no 
consequence when the Be melts        



Z experiments measured the properties of Be and 
diamond for the National Ignition Campaigng p g

Stress versus density for diamond

• Z data was 
obtained in 1 week

M t1400

1600
cu flyer

plate quartz or

sapphire

windows

cu flyer

plate quartz or

sapphire

windows

• Measurements on 
Z have an 
uncertainty of ~±1% 
in density

P
a
) 1200

1400

velocity

micro-

crystalline

diamond 

samples

micro-

or nano-

crystalline

diamond 

sample

30 mm

velocity

micro-

crystalline

diamond 

samples

micro-

or nano-

crystalline

diamond 

sample

30 mm30 mm 1%

• High precision 
enabled by multiple, 
large samples

tr
e
s
s
 (

G
P

1000

lt t

melt

v = 13 to

24 km/s

velocity

interferometry

v = 13 to

24 km/s

velocity

interferometry

• Precision further 
enhanced by plate 
impact nature of the 
experiment

S

600

800

QMD H i t

melt onset completion

10.6 Mbar6.5 Mbar

experiment

• Be melt range:              
2.05-2.5 Mbar

5 5 6 0 6 5 7 0 7 5

400

600
QMD Hugoniot

Z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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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g/cc)

5.5 6.0 6.5 7.0 7.5

Z and Z-Beamlet/Petawatt support a diverse research portfolio 
of pulsed-power-driven ignition and high yield ICF options

Cryogenic Non-cryogenic

Driver ICF Target

Hot spot ignition
Fast ignition Double shell

Vacuum 
hohlraumX-ray

d i
Dynamic
hohlraum

drive

22



The double-ended hohlraum concept separates 
capsule, hohlraum, and z-pinch physics issues

JxB

• Integrated 2D hohlraum+capsule simulations demonstrate ignition and high yieldIntegrated 2D hohlraum capsule simulations demonstrate ignition and high yield
• Robustness of 220 eV capsules is suitable for Z-pinch driven hohlraum
• Developed strategy to control time-dependent hohlraum symmetry
• Capsule absorbs ~7% of the z pinch generated x ray energy

23

• Capsule absorbs ~7% of the z-pinch-generated x-ray energy

The integrated target design builds on 
several years of validation experiments on Z

Double pinch development
Z-Backlighter development

Pulse shaping
LASNEXLASNEX

Symmetry

P2
(%)

Z dataZ data

24
Secondary hohlraum L/R



2D hohlraum + capsule simulations capture the 
essential physics of radiation coupling and symmetry

Be + Cu (0 2%)2650 �m
520 MJ yield

Z-pinch

log(�)
DT solid

Be + Cu (0.2%)�

2460 �m

2180 �m

Capsule

hohlraum

DT gas

2180 �m

hohlraumDT gas
0.3 mg/cc

Z-pinch
hohlraum

25

The double-ended hohlraum experimental platform enabled 
experiments on NIC-capsule fill tube hydrodynamics

Issue:  How well do simulations model the perturbations arising 
from the presence of fill tubes on inertial confinement fusionfrom the presence of fill tubes on inertial confinement fusion
capsules?

Ignition scale capsules with multiple ignition-scale tubes 
attached were made and characterized. 

Experiments on Z imaged the perturbation growth with 10 mExperiments on Z imaged the perturbation growth with  ~10 �m
resolution using 6.151 keV backlighting.

HYDRA simulations are within ~ 30% of the experimental 
measurements.

This level of agreement increases our confidence that 
perturbations from fill tubes will not be a problem for the first 
ignition experiments

26

ignition experiments.



Fast ignition will also be tested on NIF

Compression laser

Fast ignition separates fuel compression from ignition

Compression laser
beams

Step 1: Compression Step 2:  Ignition

Ignitor

laser

Step 1: Compression

Compressed fuel density 
is 1/6 - 1/3 that required 

p g

Ignition laser generates 
hot electrons that deposit 
their energy initiating a laserfor hot-spot ignition

gy g
burn wave

•  Symmetry requirements relaxed
• Flexible non spherical configurations• Flexible non-spherical configurations
•  May allow longer wavelength driver

Overall laser energy requirements for Fast Ignition are reduced 
compared with Hot Spot Ignition               Higher Gain

Fast ignition allows for significant gains 
with a few hundred kJ driverwith a few-hundred kJ driver

Fast-ignition gain curves

R. Betti et al., Phys. Plasmas 13, 100730 (2006).TC7704



The hydro theory of fast ignition fuel assembly is developed; 
low-velocity, low-adiabat implosions are optimal for fast ignitionlow velocity, low adiabat implosions are optimal for fast ignition

R. Betti and C. Zhou, Phys. Plasmas 12, 110702 (2005).TC7377

FSC target designs for direct-drive fast ignition use thick, 
massive wetted-foam shells that are insensitive to fluid instabilitymassive wetted foam shells that are insensitive to fluid instability

R. Betti et al., Phys. Plasmas 13, 100730 (2006).TC7585a



Slow implosions with low adiabat were tested on OMEGA; 
D3He fusion proton energy loss measured the high �RD3He-fusion proton-energy loss measured the high �R

C. Zhou et al., submitted to Phys. Rev. Lett.TC7705

Z-Petawatt will enable high photon energy backlighting 
and fast ignition physics experiments on Z

Compression chamber installation

• � = 527 nm
• November 2007
• � = 0.3 – 8 ns

• � = 1054 nm
• November 2007

– � = 500 fs min

• � �75 �m spotsize
• E < 2 kJ
• I < 1017 W/cm2

– � �30 mm spotsize
– E < 500 J
– I > 1020 W/cm2

• Goal in 2009

32

• Goal in 2009
– 2 kJ/10 ps



Outline

• Status and capabilities of new facilities

• Inertial Confinement Fusion and the 
National Ignition Campaign

• Target fabrication

• Inertial Fusion EnergyInertial Fus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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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gnition target has to be made to 
hundreds of demanding specificationsg p

Ignition Target Prototype

HohlraumHohlraum

Capsule

Thermal
Mechanical
Package

Cooling
ring

The National Ignition Campaign target is in prototype engineering phase



Uranium-gold cocktail hohlraums reduce Marshak 
wave energy loss but require specialized 
manufacture for acceptable shelf lifemanufacture for acceptable shelf life

20062005

QuickTime?and a

TIFF (Uncompressed) decompressor

are needed to see this picture.

Late 2006 2007

Exposure of U coatings to air is reduced by Au permeation barriers

Capsule manufacture is in pilot-production 
phase for beryllium ablatorphase for beryllium ablator

Fill hole in Be Recast eliminated

NIF spec fill-tube bond
Polished Be capsule

Bond joint meets NIF 
mass defect specBe capsule with

Development is also close to complete for CH and Diamond Capsule Materials

Be capsule with
bonded fill tube



ICF ignition requires cryogenic DT targetsICF ignition requires cryogenic DT targets

Thi k ( t f i ) DT i l i d f i iti• Thick (>tens of microns) DT-ice layers are required for ignition.
• �-layered 50:50 DT cyrogenic targets at LLE have measured 

ice-roughness nonuniformities <1-�m RMS, meeting the NIF indirect drive 
and direct drive ignition specificationsand direct drive ignition specifications.

Shadowgraph image of 
a cryogenic DT targeta cryogenic DT target
0.47-�m rms in a single view

LLE has performed the only laboratoryLLE has performed the only laboratory
implosions of thick-layer cryogenic targets.

I1740b

The cryogenic target handling experience at LLE 
is feeding into the NIF cryogenic target systemis feeding into the NIF cryogenic target system

Th OMEGA C i T t H dli S t• The OMEGA Cryogenic Target Handling System was 
completed as an engineering prototype for the NIF

• LLE’s cryogenic system experience supports the NIF 
cryogenic target systemcryogenic target system

I1739a



Cryogenic Target System

• Target 
Positioner

• Ignition Target 
Inserter Cryostat (I-TIC)

–Cryogenic system
–Mechanical cryocooler

• Load, Layer and

y

Load, Layer and
Characterization System (LLCS)

– X-ray imaging for fuel ice 
layer characterization
T t h dli l– Target handling glove
box

I.4.2 Cryogenic Target System 
Recent progress on cryogenic systemsI-TIC cryogenic system meets 1 mKI-TIC cryogenic system meets 1 mKI TIC cryogenic system meets 1 mK

target base stability requirement
I TIC cryogenic system meets 1 mK
target base stability requirement

0.6 m

Cryogenic Target System will beCryogenic Target System will beCryogenic Target System will be
available for 2009 tuning experiments
Cryogenic Target System will be
available for 2009 tuning experiments



Outline

• Status and capabilities of new facilities

• Inertial Confinement Fusion and the 
National Ignition Campaign

• Target fabrication

• Inertial Fusion EnergyInertial Fus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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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Progress:  Electra KrF Laser

	 Main amplifier Produced 700 J at 5 Hz as an oscillator
O t d l t MOPA fi ti t 5 H	 Operated as a complete MOPA configuration at 5 Hz

	 Predicted efficiency > 7%, based on Electra R & D
	 Durability records to date:

25 000 shots @ 2 5 Hz continuous25,000 shots @ 2.5 Hz continuous
7,000 shots @ 5 Hz in 3 bursts

Recirculator

Pulsed Power

Cathode &

( )
Laser Cell

Hibachi (inside)



The HAPL program is advancing the technologies 
needed for Laser Fusion Energy

Array of exposure experiments/simulations
are addressing chamber wall issues.
M j i i h ll i H t ti

Made foam shells, by mass production
that can meet target specifications

Major remaining challenge is He retention

HEROS Code

IEC (Helium retention)100 mg/cc,
4 mm diameter
foam shell

(UCLA)

foam shell

Developed high laser damage
threshold Grazing Incidence Metal Mirrorthreshold Grazing Incidence Metal Mirror

Magnetic Intervention
C tConcept -
keeps Helium off the 
chamber wall

Laser Direct Drive target designs show sufficient gain
for both energy and a fusion test facility 

Fusion Test Facility
Gain ~57 @ 500 kJ (KrF)

Fusion Energy Plant
Gain ~160 @ 2.4 MJ (KrF) DT Ice (fuel)

Foam/DT (ablator)

di
us

CH 

334
�m

256
�m

5 �m

DT Ice (fuel)

Foam/DT (ablator)

di
us

CH 

334
�m

256
�m

5 �m

0.2 ns

DT Vapor

2.
37

5
m

m
ra

d

DT Vapor

2.
37

5
m

m
ra

d

20.5 ns

21.3 ns

11.9 ns

3 s

12.4 ns22.4 ns

Similar predictions by
Rochester LLE & LLNL

Both are high-resolution 2D simulations with realistic (“NIF-spec”) outer surface perturbations

Rochester, LLE, & LLNL



We are developing scalable DPSSL laser architectures to 
meet the IFE requirements for efficiency, rep rate, 

durability, and costdurability, and cost

The Z-pinch IFE concept uses low rep-rate recyclable 
transmission lines, high yield targets, and thick liquid walls

PLUNGER
Transmission Lines to 
Linear Transformer 
PULSED POWER DRIVERCARTRIDGE

CHAMBER

Inert Gas
Flow for

Contamination
Control

AIRLOCKS

FLIBE
JETS

MOLTEN FLIBE
POOL

20 Torr
Inert Gas

46

LARGE PARTICULATE
COLLECTIONS

SYSTEM
POOL AND DEBRIS

MOMENTUM
DIFFUSER



Many of the important issues and systems have 
been studied within the Z-IFE program

1. Recyclable Transmission Lines (RTLs) 4. Z-PoP planning

A pre-conceptual Z-pinch power plant design has established baseline parameters

simulations (
 5 MA/cm works)

experiments (
 5 MA/cm works)

fabrication of PoP-size RTLs
d t ti

vacuum/electrical
connections

overhead automation
animations

and pressure testing

2. LTD repetitive driver

costing

5 Z-IFE targets for 3 GJ yields
0.5 MA, 100 kV LTD cavity 

fires every 10 seconds

1.0 MA, 100 kV LTD cavities (5)
voltage adder tests

5. Z IFE targets for 3 GJ yields
gains � 50-100

double-pinch/dynamic hohlraum

scaling studiesvoltage-adder tests
full IFE driver architectures

3 Shock mitigation

scaling studies

6. Z-IFE power Plant
3. Shock mitigation

theory/simulations

experiments: water ring/explosives
foamed liquids

RTL manufacturing/costing

wall activation studies:
40 year lifetime

l t d ifoamed liquids
shock tube/foams

power plant design
+GNEP, transmutation

Linear Transformer Drivers (LTD) are a major 
advance in pulsed power technologyp p gy

LTD cavity • LTDs compress stored electrical 
energy to the desired pulse length inenergy to the desired pulse length in
a single stage

• LTDs are composed of simple 
modules of fast capacitors and 200-
kV switches

• LTDs have an efficiency of 70% and

• rise time � 70 nsec

• rep rate = 1 shot every 10 seconds

LTDs have an efficiency of 70% and
can be fired once every 10 seconds

• rep rate = 1 shot every 10 seconds

• timing jitter = 2 ns (1�)

• voltage and current 

LTD capacitorLTD switch

reproducibility = 0.3% (1�)

• peak power = 0.1 TW

• output energy = 11.3 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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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gy

• electrical efficiency = 70%



Ultimately, yields well in excess of 
100 MJ may be possible on NIF with targets 
matched to fusion energy requirementsmatched to fusion energy requirements

Yields versus laser energy for NIF geometry hohlraums

Potential NIF performance at 
2� based on stored 1� energy 200 eV

Expected NIF performance at 2�
with optimized conversion 
crystals and lenses

210 eV
y

Expected NIF

Band is 
uncertainty in 

hohlraum
performance225 eV

Yi
el

d 
(M

J)

Expected NIF
performance at 3�

performance225 eV

250 eV

Tr(eV) 2010-2011 
experiments

270 eV

300 eV

Laser energy (MJ)

Summary

• We are entering an exciting time for Inertial Confinement Fusion 
and High Energ Densit Science ith the completion of NIFand High Energy Density Science with the completion of NIF
(2009), OMEGA EP (2008), and Refurbished Z (2007)

• The NIF laser and the equipment needed for ignition experiments, 
including high quality targets, will be available in 2010including high quality targets, will be available in 2010

• Improved ignition designs and experiments on NIF, OMEGA, and 
Z provide confidence in the National Ignition Campaign plans for 
the first ignition experiments in 2010 

• The new facilities will provide unprecedented high energy density 
regimes for high energy density laboratory plasmas

• Complementary work on repetitive drivers, target chamber 
dynamics, and new target concepts strengthen the inertial fusion 
energy program

• At the next IFSA meeting, we will have significant results to report 
from refurbished Z OMEGA EP and NIF; and will have begun thefrom refurbished Z, OMEGA EP, and NIF; and will have begun the
192 beam ignition campaign on N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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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Theory Research on Recent Theory Research on 
Laser Fusion at IAPCMLaser Fusion at IAPCM

Wenbing Pei

Institute of Applied Physics and 
Computational Mathematicsp

IntroductionIntroduction
� Laser Fusion Research in China is organized by� Laser Fusion Research in China is organized by

National High-Tech Inertial Confinement Fusion 
Committee.

� Theory and simulation research on Laser Fusion is 
one of important parts, and mainly carried out at 
IAPCM.

� Outline of  this presentation
O i f i l i• Overview of our simulation

• Development of new generation of integrated 
simulation codessimulation codes

• Recent opacity experiments on SG-II



Part 1
O i f i l tiOverview of simulation

for laser fusion

Development of 2D and 3D codesDevelopment of 2D and 3D codes

� In the last decade, much effort has been paid to 
develop 2D and 3D computer simulation codes for 
laser fusion includinglaser fusion, including
LARED code series
LARED P 2D & 3D PIC code for LPILARED P 2D & 3D PIC code for LPI

LARED H 2D ALE radia-hydrodynamics code for hohlraum physics

LARED R 2D radiation transport hydrodynamics codeLARED R 2D radiation transport hydrodynamics code

LARED I 2D code for indirect-driven implosion physics

LARED D 2D code for direct & indirect driven implosion physics

RT3D 3D MC di ti t t d ith t h d

LARED D 2D code for direct & indirect driven implosion physics 
LARED S 2D & 3D Eulerian codes for hydrodynamic instability

RT3D, a 3D MC radiation transport code without hydro



Key processes of indirect driven 
laser fusion can be simulated

Laser

LARED H

LARED-
P LPILPI

RT3D Diagnostic Diagnostic 
informationinformation

XX--ray powerray power
albedoalbedo

LARED-H 
/

RDMG

Radiation drive conditionRadiation drive condition

LARED-I 
/

RDMG

LARED-
S RDMG LARED-R /

RDMGRDMG

Radiation Radiation 
transporttransport

Capsule Capsule 
implosionimplosion Hydro instabilityHydro instability Ablation, Opacity, Ablation, Opacity, 

EOS, etcEOS, etc

RDMG is a 1D code.

pppp ,,

Laser LARE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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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3D Diagnostic Diagnostic 
informationinformation

XX--ray powerray power
albedoalbedo

LARED-H 
/

RD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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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LARED-H+post

SG-II

Radiation drive conditionRadiation drive condition

LARED-I 
/

LARED-
S RDMG LARED-R /

RDMGRDMG
S

Radiation Radiation 
transporttransport

Capsule Capsule 
implosionimplosion Hydro instabilityHydro instability Ablation, Opacity, Ablation, Opacity, 

EOS etcEOS etc

RDMG

transporttransportimplosionimplosion y yy y EOS, etcEOS, etc



LARED-H simulation results 
for SG-II hohlrum experiment

Electron density                      Electron temperature

Laser absorption                      X-ray emission

t=1.0ns

LARED HLARED H
The radiation temperature given by LARED-H is in agreementp g y g
With SG-II and NONA experiments.

140
160
180
200 SG-II

200

250

60
80

100
120
140

Tr
(e

V
)

100

150

Tr
(e

v)

ps22 exp

0 5 10 15 20 25 30
0

20
40
60  EXP

 LARED-H+post

0 5 10 15 20 25 30
0

50

ps22-exp
 ps22-LARED-H-post
 ps22-LASNEX-calculation

0 5 10 15 20 25 30
Time(0.1ns)

0 5 10 15 20 25 30
Time(0.1ns)

Nova hohlraum experimentSG II hohlraum experiment Nova hohlraum experiment
UCRL-LR-105821-98-1

SG-II hohlraum experiment



LARED-R simulations for SG-II 
di ti t t i tradiation transport experiment

Fiducial time

SiO2 foam 300�m

210eV group in CH foam 300�m

0 5

1.0
 fiducial time
 SiO2 foam L=300�m
 simulation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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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c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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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eV group in                      210eV group in                    420eV group in
CH foam 300�m                    SiO2 foam 300�m                SiO2 foam 300�m

LARED-S: R-M instabilityLARED-S: R-M instability

Comparison of LARED-S calculation with those of theComparison of LARED-S calculation with those of the
ASCI codes (RAGE, Frontier and FLASH). They agree
well in physical characteristic quantities.

Richtmyer-Meshkov 
instability:   shock (Mach=15)  
propagating from right to left

t=5ns

propagating from right to left,  
Beryllium with an initial 
density of 2.4g/cm3 on the 
i h f i h i i i lright, foam with an initial 

density of 0.12g/cm3 on the 
left, the initial perturbation 
amplitude and wavelength are 
25�m and 100 �m respectively. 

R L Holmes et al J FluidR.L. Holmes, et al., J. Fluid 
Mech. 389 55 (1999)



LARED-S: Laser-driven ShockLARED-S: Laser-driven Shock

Experiment result: t=65nsExperiment setup: laser facility OMEGA , 10 beams
�=0.351�m, 1ns,square pulse, intensity 
5 7 1014W/ 2 b ti ffi i 655.7 1014W/cm2 absoption efficiency  65

LARED-S: Laser-driven ShockLARED S: Laser driven Shock

Density profile (t=66ns, CH)

Given by LARED-S
Meshes: 2000 1000

Given by ASCI FLASH
Meshes: 2048 1024 Meshes: 2000 1000Meshes: 2048 1024



LARED-S: fast ignition simulation

PrecompressionPrecompression ofof conecone shellshell capsulecapsule drivendriven byby laserlaser

LARED S: fast ignition simulation

PrecompressionPrecompression ofof conecone--shellshell capsulecapsule drivendriven byby laserlaser

R. B. Stephens, et al., Phys. Plasmas 12, 056312 (2005)

Part 2Part 2
Development of new generationp g
of integrated simulation codes

S

integrated
LARED

LARED-S other codes

J Adapative Structured Mesh
applications Infrastructure

(JASMIN)(JASMIN)



MotivationMotivation

� O f h l i li h f ll i l i f i di� One of the next goals is to realize the full simulation of indirect
driven laser fusion.

� The existing codes need be integrated and further developed.g g p

� The problem is how to integrate them?

LARED HLARED-H

LARED-I Newintegrate

LARED-R

LARED-D LARED

Solution for new LAREDSolution for new LARED
� Drawbacks of old LARED codes

� Weak modularization due to  Fortran 77.
� Not convenient in use and maintenance.
� Not suitable for massively parallel computers� Not suitable for massively parallel computers.

� Solution is to rewrite the codes, which consist of two 
parts:p
� an object-oriented structured-mesh parallel code-supporting 

infrastructure, including
� the common components independent of problem and� the common components independent of problem and

algorithms
� the mature and standard algorithm modules 

� li ti d l b d th i f t t� application modules based on the infrastructure

Application modulesApplication
Code-supporting infrastructure

pppp
Code



JASMIN InfrastructureJASMIN Infrastructure

J Adapative Structured Mesh
applications Infrastructureapplications Infrastructure

Level 4: User Interfaces, Serial Functions (C++ classes, F77)

L l 3

Level 2: Adaptivity and Communications (C++ classes,F77)

Level 3: Common Phy.Math. (C++ classes, F77)

Interfaces parallel I/O, visualization, data management, restart,

Level 1: Mesh, Variables, Datalevel 0: Tools (C++ class)

p / , , g , ,

Code structure on JASMINCode structure on JASMIN

P

Physical Models     
Parameters

Numerical
Methods

Expert
Experiences

N
um

eri
Sim

ulat

Paralle

SubroutinesSubroutines Subroutines

JASMIN JASMINical
tion

el Adap

Level 4: User Interfaces, Serial Functions (C++ classes, F77)

L l 3

P
Visu

ptive c Level 2: Adaptivity and Communications (C++ classes,F77)

Level 3: Common Phy.Math. (C++ classes, F77)

Parallel 
ualization

codes Interfaces parallel I/O, visualization, data management, restart,

Level 1: Mesh, Variables, Datalevel 0: Tools (C++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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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Status

� Now, a preliminary version of JASMIN have been 
completed.

� Th f LARED d h b itt b d� Three of LARED codes have been rewritten based on 
JASMIN.
• LARED H : ALE code• LARED-H : ALE code
• LARED-S : Euler (AMR) code
• LARED P : PIC code• LARED-P : PIC code

LARED-H : Simulation of SG-II hohlraum

Laser
deposited
energy

Electron 
temperaturetemperature

Three processors are used.



LARED-S: capsule implosion simulation

Capsule:        CH,    Al,  CH
V0(107cm/s):     0, -1.5, -1.5

CH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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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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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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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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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cos2.01

CHCH

CHCH
AlAl

AMR:           3 levels

4 4
Density         Material region

Level 0:      100 40

Level region                          Mesh

LARED-P: 3D Simulation of super-
intense laser propagation in a plasma



Part 3a t 3
High-temperature opacity experiment

design and analysisdesign and analysis

Collaborator: Research Center of Laser Fusion (LFRC)

High-temperature opacity experiment
design and analysis
� O i i h i f hi h l� Opacity is the important property of a high temperature plasma.
� Opacity measurement requires to create uniform LTE plasam

state in the clean environment.
� A delicate milestone experiment has been carried out on Nova, 

T.S. Perry et al., Phys.Rev.E, 54, 5617 (1996).

� bigger hohlraum than usual 
(0.75 cm long, 0.5 cm diameter)(0.75 cm long, 0.5 cm diameter)

� baffles for clean environment.

� sandwich sample� sandwich sample

� 15 kJ/3�0 laser energy

� l t t i 48�2 V� sample temperature is 48�2 eV.



Experiment designExperiment design

� SG-II provides only 2.5kJ/3�0 of energy. We can not follow the� SG II provides only 2.5kJ/3�0 of energy. We can not follow the
Nova experiment design. 

� In our design, CH foam is used instead of gold bufffes.
The CH foam prevents reflected laser and hot high-Z plasma 
from going into the sample region, but allow x rays to pass 
through and heat the sample.g p

� So the large hohlraum is unnecessary. Our simulation 
predicted that the sample would be heated to near 100eV on 
SG-IISG-II.

CH foam: 40mg/cc

Experiment resultsExperiment results

�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by Research
Center of Laser Fusion (LFRC) in July of this year. 

� Th l Al i i t ith t b kli ht� The clear Al emission spectrum without backlight
shows that a clean environment for measurement is 
achievedachieved.

Al emission spectrum in the absence of backlightAl emission spectrum in the absence of backlight

HeLiBe



Experiment resultsExperiment results

Al b ti t h ith ti

12

Al absorption spectrum changes with time.

HeL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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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mple state is inferred by fitting the experimental spectrum.
The temperature and density are 95eV and 25mg/cc, respectively.



Simulation of the experimentSimulation of the experiment

� The experiment is simulated by three codes in four steps.p y p

I II III

F1 F2
F3I II III
III

RT3D LARED-R RT3D RDMGF1 F2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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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Summary

� Key processes of indirect driven laser fusion can be� Key processes of indirect driven laser fusion can be
simulated by using LARED codes. 

� In order to realize the full simulation of laser fusion,,
we are developing new generation of integrated 
codes based on JASMIN infrastructure.

� A new design of opacity experiment is presented, in
which CH foam is used to keep the sample in the 
l i t Th l i h t d t 90 Vclean environment. The sample is heated to 90eV or 

higher on the SG-II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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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ground and outline of this talk

•

•

•

’

“ ”
ILE OSAKA

GXII + LFEX lasers

GMII Laser

2 shift operation

Additional machine time 5/3



Base of Laser Fusion ; High Energy Physics

     1 bar                         Mega bar                   Tera bar

 Energy density Pascal

rh
 ��h < �c/4

rc

Fast ignition is attractive  because  gain is high with a small
laser.
                   -  Compression and Heating are separated -

rc

 rh < rc/4
 �h   ~ �c 

Critical issue is core plasma 
Fast heating by Peta watt laser.

Laser Energy

FIREX-II



Burn
Wave

Heating
Laser

D+T  n+

Imploded
Core

Ignition Burn

Principle of Fast Ignition

Implosion       Fast Heating   Ignition/Burn

T. Johzaki, IFS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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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Laser Power (PW)

6600g/cc implosion and high efficiency heating
of imploded target to 11keV

Azechi, Laser& Particle Beams 1990 Kodama, Natur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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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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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Laser Specification for FIREX-I

1    2.5    5.0    7.5   10.0

(Ion driven fast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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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nt status of heating laser construction

32.5 cm

12

Half of NIF

12

FIREX-I



FIREX-I Project Milestone

FF. Year      Laser connstruction             plasma exp. & target fabrication

• 22003       FIREX-I laseerr construction started

• 22005       Complletion of amplifier

• 22006.5   14.4kJ out-put energy           1) Cryogenic foam shell cone target

                                                                                                                                  ffaabbrriiccaattiioonn  aanndd  iimmpplloossiioonn  tteesstt

• 22006.11 Compressorbeam alignnment      

            2) Completion of FFI3 and cone

                                                                  target design

• 22007.7 1 beam experiment                 D2  exp.  ~2kJ inpuut

• 22008.3 4 beam experiment                D2   exp.  ~10kJJ inpuut

• 22009                 D2  5keV heating

• 22010               DT experiment  aiming at Q=0.1

Coherent combining of multi-short pulse laser beams
 has been tested



ILE, Osaka

• μ

• μμ

• 10μm�

• μm

•

For FIREX-I

� 20μm

� 1 5 μm

500μm

Fill tube

500μm

Present achievement;
    Fill tube diameter:30μm� 
    Foam density:  100mg/cc,  working gas: D2

IAEA-FEC(2006), A.Iwamoto 

Radiation loss by carbon contamination;
Upper limit of  foam density is  0.02 g/cm3 



Uniform foam shell fabrication method

Shell targets are made of
Oil/Water/Oil emulsion.

Density matching of O/W/O emulsion
is essential for target uniformity.

However, polymerization requires
high temperature that degrades the
density matching.

We have found a catalyst that
accelerates polymerization at room
temperature.

* Stephen M. Lambert , George E. Overturf Journal of Applied Polymer Science, 65,2111(1997).

Oil globule

Water solution

�water=�oil

Oil-phase

Outer dia: 504±0.3 �m
Thickness: 19.3±1.3μm



Preheat level is tolerable  and not anomalous

Tolerable preheat level ＝Fermi energy ５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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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E Osaka

Bremsstrahlung Emission Profile of  2-D Fluid Simulation
agree with experimental result (2D-SIXS).

100[ m]

Temporal interval ~ 24[ps]

Time

integration

�Resolution

time ~ 24[ps]

space ~ 20[ m]

2.16 ns 2.20 ns 2.24 ns 2.28 ns

2.32 ns 2.36 ns

2.12 ns

2.40 ns 2.44 ns 2.48 ns

Simulation (PINOCO)

Experiment (tempral x-ray image at GXII, 2D-SIXS, Lee, et al)

100[ m]

ne
2xT1/2

PINOCO-2D

Radiation-Hydro

code

Critical Issue of Fast Heating ;
 Relativistic dense electron generation and transport

Required laser intensity;          IL = 2x1015 W/ �rh
2  ~ 1~2x 1020W/cm2

Electron energy ;  �r = (�-1)mc2 ,
  �  = [1+ (eA/mc)2]1/2 = [1+ IL/(2.4x1018W/cm2)]1/2 ,   �r ~  3~5 MeV

Hot electron current > 100MA ; A few 100’s times current of
 thunder lightning,   Nature,’04(Kodama), PRL,’04(Nakamura)



Several unique features of cone shell target are demonstrated
 by PIC simulations.

Advanced cone-target design for FIREX-I

• Reducing the radiation loss by
   coating plastic on cone  surface
• Tip of cone is close to core plasmas
• Inside of cone is coated by a foam layer

Plastic coat

W/Foam

WO/Foam

 foam layer

Foam cryogenic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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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F ignition

Plan of FIREX Project

Conceptual Design of KOYO(Sun Light)- Fast 

1.1MJ/16Hz(Implosiom laser), 0.1MJ/16Hz ( Heating Laser)
Fusion Gain; 200MJ/1.2MJ, Electric Power; 300MWx3



Cooled Ceramic Yb:YAG Laser is 
   a Candidate of  Reactor Driver

ILE Osaka
R&D on Laser Plasma Light Source for EUVL

Wave length  (nm)

<45nmhp, 
100peace/h

Atomic code 

Spectrum Measurment

Atomic Physics Sn plasma 
EUVSpectrum

Sn droplet 
high rep. supply

Plasma Simulation
 code R&D

EUV laser for community

MEXT
Leading Project
11Universities,
3 research institutre
Basic physics
 for EUV source
Laser and Target Tech.

MITI
NEDO Project
Industry: EUVA
Applications

Close 
collaboration

Spin-off of Laser Fusion Research 
Laser technology Target technology

Plasma diagnostics Theory and simulatio

5kW, 5kHz High Power laser

Intermediate 
Focus
 300W
 @13.5nm

Reticle

Illumination 
Optics

Si Wear r far

High power laser

Laser plasma
EUV souce

Goal FY2010 in Line

EUV convers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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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201.36J/0.5ps (0.5PW)
Target   Al+SiO2 Plane
               S-pol. 84.5deg

Angular distribution has 20 30° width

 around tangential direction.

Hydrodynamics of a foam cryogenic layer was tested by

experiments and no anomalous pre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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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0ns

t=1.7ns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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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Fast Ignition Scheme  :  “Impact Fusion”
ILE Osaka

Target is composed of two components:

 1. A spherical pellet

 2. Impactor: A spherical foil

     with cone guide

Requirements for impact ignition

Main fuel: compression to 1000 times solid density

Impactor: acceleration to   >1000 km/s and

compressed to  >10g/cc

M. Murakami etal Nucl. Instrum. Meth. Phys. Res. A 544, 67 (2005).

IAEA-FEC 2006,    IF/1-1; H.Azechi etal  
             in collaboration with NRL



Issues:

High power and high efficiency source data base and optimum plasma parameter
Plasma Data base

Theory and simulation and  experiment
laser irradiation and target condition optimization

clean source R&D
Debris emission physics
minimum mass target and high repetition rate target supply

high performance basic laser technology
high power, high efficiency and high quality
low cost

Laser plasma EUV source and 3 issues

laser

Target          
Sn droplet  or  punch-out target 

Collection EUV mirror Inter-
mediate
focus

Pasma

EUV

ILE Osaka



 FIREX-I targe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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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e tip can survive till the maximum compression time. 

100μm
20μm

Gold cone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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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폐해 가는 지구환경을 살리기 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한 국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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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계 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핵융합에 의한 에 지 생산기술이다.

   본 과제 수행을 하여, 국의 핵융합연구용 이 시설에서는 고에 지 이 핵융

합 련 공동실험을 수행하 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극 단 이  시설에서는 소형 핵

융합 반응에 의한 성자 발생 실험을 공동 수행하 다. 

   즉, 국의 신 이  시설에서는 핵융합 라즈마 진단 기술인 톰슨 산란 실험, 핵

융합 반응 시뮬 이션을 한 불투과성 (opacity) 실험을 수행하 고, 한 일 력을 통

하여 일본의 시설에서는 핵융합의 기본 반응인 내폭 (implosion)  X-선 흡수 실험을 

수행하 다.

   고에 지 이  핵융합과 에 지 이  핵융합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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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ational treaties on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re now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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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while the energy production via fission reactors proposed as a solution to this 

global environmental contamination has still inherent problems in that it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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