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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책 임 자 이 용 주
해당단계참 여연구원수

총  : 7 명내부: 7 명외부:   명
해당단계연 구 비

정부:6.2억원기업:   억원 계: 6.2억원
총연구기간참 여연구원수

총  : 7 명내부: 7 명외부:   명 총연구비 정부: 6.2억원기업:   억원 계: 6.2억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양자광학연구부 참여기업명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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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보고서 면수 214
유럽연합(EU)에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레이저 핵융합 연구시설을 구축할 

목적으로 HiPER사업을 착수하였다. 2005년부터 2년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07
년 유럽 10개국이 참여하는 HiPER 과제를 EU FP7 과제로 제안하여 EC의 승인을 
받았다. 2008년 4월부터 36개월간의 기간으로 과제가 시작되었으며 순수 민간연구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유럽전략적 연구시설구축포럼 (ESFRI) 로드맵에 의하여 추
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HiPER 사업의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참여하여 현재 EU FP7 사
업으로 수행되고 있는 HiPER Preparatory Phase에 본 과제를 통하여 정식으로 참여
하였다. 이러한 기술 협력 체계를 통하여 유럽의 대형 레이저 시설에서의 공동실험에 
참여가 가능하여졌고, 외국 전문가와의 인력 교류기반이 구축되었다. 본 과제의 연구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제 공동 실험 참여
     •영국 VULCAN 시설에서의 구제 공동 실험(2회)
     •프랑스 LULI 시설에서의 국제 공동 실험 (2회)
     •체코 PALS 시설에서의 공동 국제 실험(3회)
     •일본 GEKKO XII 시설에서의 국제 공동 실험 (3회)
     •한국 KAERI의 시설에서의 국제 공동 실험 (6회)
   (2) 고밀도 플라즈마 진단 기술 개발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코드 확보 및 적용 (소스코드 확보 2건)
     •극한 플라즈마 분석 기술 개발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레이저 핵융합, 핵융합 에너지, 고밀도 플라즈마, 
고속점화, 유럽국제공동연구

영어 Laser Fusion, Fusion Energy, High Density Plasma, 
Fast Ignition, EU FP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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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HiPER 사업 기술 협력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지구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황폐해 가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교토의정서나 코펜하겐 결의안 등 국제적 공동대처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산화탄소 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작업은 이미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친화적 고효율의 에너지 생산 기술이 최

근 국제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핵융합 發電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그 가능

성이 입증되고 있다.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약 30년 이상을 뒤떨어진 한국의 레이저 관성핵융합

기술을 단기간에 세계적 경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최첨단 선진 연

구그룹의 연구에 참여하여 선진 기술을 우선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유

럽의 Framework Programme 7 사업으로 수행되는 HiPER (High Power laser

Energy Research facility) 사업에 참여하여 국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공동실험에 적극 참여하므로서 현재 국내의 시설로는 불가능한 첨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레이저 핵융합 연구시설을 구축할 목

적으로 HiPER사업을 착수하였다. 2005년부터 타당성 검토를 위한 개념 설계 연구를 2

년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7년 유럽 10개국이 참여하는 HiPER 과제를 EU

FP7 과제로 제안하여 EC의 승인을 받았다.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6개월간

의 기간으로 과제가 시작되었으며 최근 2013년 4월까지로 24개월간 연장되었다.

HiPER 시설은, 국방용으로 건조되고 있는 미국의 NIF 시설이나 프랑스의 LMJ 시설

과는 차별화하여, 순수 민간연구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유럽전략적 연구시설구축

포럼 (ESFRI) 로드맵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HiPER 사업의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참여하여 현재 EU FP7 사업

으로 수행되고 있는 HiPER Preparatory Phase에 본 과제를 통하여 정식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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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기술 협력 체계를 통하여 유럽의 대형 레이저 시설에서의 공동실험에 참

여가 가능하여 졌고, 외국 전문가와의 인력 교류기반이 구축되었다.

Ⅲ.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

30여 년 전부터 국방을 목적으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에서 국

가 주도적으로 시작된 레이저 관성핵융합 연구는 이제는 미래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

한 기술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여 순수 민간용

레이저 핵융합 시설을 구축하고자 시작한 HiPER 사업은 이러한 연구노력의 일환이며,

유럽에서의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기술을 개발한 본 과제는 미래를 준비

하는 중요한 국제공동연구 과제이었다.

레이저 핵융합 연구는 미국, 일본 등 핵기술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연구

해 온 분야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 했었다. 즉, 국내

에는 레이저 핵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운전되고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은

아직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국내의 열악한 시설환경을 극복하고 뒤떨어진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기술을 우선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

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1)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레이저 핵융합 시설 건조 사업인

HiPER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한 국제공동실험에 적극 참여하고,

외국인 전문가와의 기술 협력을 최대한 활성화한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국제

공동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많은 연구원을 파견하여 핵

융합 실험에 관한 경험을 습득하도록 하며, 외국 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하여 첨단 기술

을 최대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국과의 대등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국내의 소형 레이저 핵융합 시설을 공

개적으로 제공하여 외국의 과학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팀

에서 개발한 펨토초 30 TW(테라와트)급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시설에서의 공동 실

험에 외국인 과학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추진 전략하에서 본 과제는 다음과 같이 주로 외국의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 분야와 국내의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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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시설에서 HiPER 사업으로 수행되는 국제공동실험에 참여

- 레이저 핵융합 관련 공동 실험 수행 (고속점화, 충격점화, implosion 등)

- 전산 시뮬레이션용 코드 확보 및 적용 (MULTI, HYADES, OSIRIS 등)

▸국내 시설에서의 자체 및 공동 실험

- 레이저에 의해 유도되는 핵반응 연구

- 초고온 초고압 플라즈마 연구

- 핵융합 발전로 기초 기술 연구

Ⅳ. 연구개발 결과

과제 추진 전략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국제공동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

술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유럽과 일본의 시설에서 중요한 핵심 실험들을 많이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실험에서는 고속점화기술, 체코에서의 실험

에서는 충격점화 기술, 일본에서의 실험에서는 내폭 (implosion) 기술에 관한 내용을

연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내용들은 레이저 핵융합 기술의 대표적 연구 테마들

로 알려져 있는 것 들이다. 또한, 고속점화 반응과 관련하여 더 큰 에너지 범위에서의

실험을 위하여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실험을 연장하여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

소의 쥬피터 레이저 시설에서 동일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본 과

제에서 3년간 수행한 기술 협력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 공동 실험 참여

•영국 VULCAN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2008.10: 2차원 내폭(implosion) 과 전자 수송 실험

2010.09: 고에너지 레이저에 의한 양성자/전자 가속

•프랑스 LULI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2010.04: 1차원 압축과 전자 수송 실험

2010.11: 중이온 (Au, Cu) 플라즈마 제트 형성

•체코 PALS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2008.12: 채널 속을 통과하는 플라즈마의 집속특성

2009.12: 플라즈마 압력에 의한 플라즈마 가속

2010.10: 중수소 핵융합에 의한 중성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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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EKKO XII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일본도 HiPER의 국제파트너임)

2008.02: 내폭(implosion)에서 생성된 X-선에 의한 광이온화

2009.02: X-선에 의한 광이온화 2차 실험

2010.08: 실리콘의 opacity 측정 실험

•한국 KAERI의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기간: 2008.04, 2008.11, 2009.04, 2009.07, 2009.11, 2010.10

주제: 중수소 클러스터에서의 소형핵융합에 의한 중성자 발생,

중수소 플라즈마 특성 측정

국외참가자: 체코 기술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

나. 고밀도 플라즈마 진단 기술 개발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코드 확보 및 적용

유체역학코드: 1D/2D MULTI 소스코드 확보, 1D HYADES 코드

PIC 코드: OSIRIS 컨소시엄 가입 및 소스코드 확보, XOOPIC 코드

•극한 플라즈마 분석 기술 개발

간섭계 및 분석기술 개발 (Complex interferometry 코드 확보)

시뮬레이션을 위한 EOS/opacity 데이터 확보

공동 실험 및 공동 연구의 결과들은 국제 학술지에 공동으로 게재하였으며, 이

중에는 2009년 Nature Physics 지에 게재한 것도 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U FP7로 수행된 HiPER 사업의 준비 단계 (preparation phase)과제는 2011년

으로 종료되지만 시설건조를 위한 HiPER 사업자체는 시설을 건조할 때까지 향후 10

년 이상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사업에 앞으로도 계속 참

여하게 된다. 타당성 검토단계(2005 - 2006)의 2년간 그리고 EU FP7 과제로 수행된

준비단계 (2008-2011)의 3년간 동안 밀접하게 구축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외

국의 대형시설에서의 국제공동실험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레이저 핵융합 연구의 분야를 레이저 분야와 핵융합반응 분야로 구분하

여 추진할 때 핵융합 반응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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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점화 기술 분야

프랑스의 보르도 대학과 영국의 러더포드 애플턴 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고밀도 플라즈마에서의 전자 수송 실험은 고속점화 반응의 최적화를 위하여 필

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연구 분야로서 이 분야의 연구는 유럽의 연구시설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대형의 미국 시설에서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연

구팀도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 국내에서의 시설이 준비되기 전 까지는 외국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격점화 기술 분야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되고 있는 충격점화 기술은 현재

고속 점화 기술의 장점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 여러 시설에서 연

구가 계획되고 있다. 고속점화에 비해 늦게 제안되었지만 핵융합 점화기술로서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HiPER 사업의 틀 안에서는 현재 체코의 PALS 시설에서 관

련연구가 진행된다. 우리 연구팀도 2011년 PALS에서 수행될 실험에 참여하기로 계획

되어 있다.

∙타겟 제조 기술 분야

상업적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는 연간 108 개의 연료 캡슐이 소요되는데 이를

위한 대량 생산 기술의 확립이 필요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HiPER의 주관기관인 러더

포드 애플턴 연구소에서 분리 창업한 SciTech 사와 미국의 General Atomics 사가

주로 타겟 제작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형 레이저 핵융

합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핵융합 연료의 자급자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핵연료의 배합과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 원자력 분야에서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KAERI의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반응 챔버 및 에너지 추출 기술 분야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결합으로 발생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추출하여 전기에

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은 향후 핵융합로의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이며, 기존의

원자력 발전기술과 ITER 사업에서 개발되는 TBM (Test Blanket Module)등의 기술

을 융합/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고반복율 레이저 설계 및 제작 기술, 타겟 투척 및 추적 기술, 중성

자 피폭에 의한 최종 광학계의 손상 방지 기술 등 여러 분야가 모두 개발되어야 핵융

합로의 성공적 실현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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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핵에너지의 완벽한 안정성이 극도

로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안전한 핵융합 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핵융합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술이 제안되었

고 이제 그 실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저에 의한 관성핵

융합 기술은 이제 고반복율의 레이저 시설이 경제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

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십 수년 내에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레이저 핵융

합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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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Collaboration on the HiPER EU FP7 Project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o protect the global environment from the devastation of the earth due to

global warming,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Kyoto protocol or Copenhagen

agreement are vividly discussed. International activities for reduction of carbon

dioxide have been already started and Korea is also supposed to join this activity

soon. In these circumstances highly efficient environment-friendly energy

technologies are being studied worldwide and nuclear fusion energy is thought to

be the prime candidate for the future clean energy, which is now considered to be

feasible and practical.

Comparing with the advanced countries, the level of Korean technologies of

fusion energy is about 30 years behind.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collaborate

with the advanced foreign research groups in this area to get the recent

technologies so as to overcome this huge gap in a short time leading to a world

competitive level. To this end, we needed to participate in the HiPER (High

Power laser Energy Research facility) project, resulting in an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network and many opportunities of joint experiments which are not

possible to be done in Korea due to lack of facilities.

European Union started the HiPER project to establish a laser fusion

research facility in Europe for energy production. Feasibility study and conceptual

design has been performed for 2 years from 2005 and based on this study HiPER

preparatory phase project has been proposed in 2007 as a EU FP7 project by 10

European countries and approved by EC. The project started in April of 2008

officially for 36 months until April of 2011, and it is extended 24 more months

until 2013. HiPER is unique pure civilian facility different from NIP or LMJ which

are mainly for defense purpose, and supported by ESFRI road map.



- 12 -

KAERI has been participating HiPER from the feasibility study phase and

still collaborating with HiPER EU FP7 project officially with the funding from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this technical collaboration, participation in many

joint experiments at large laser facilities has been possible and infrastructure of

scientists exchanges has been established

Ⅲ. Scopes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laser inertial fusion technologies which were motivated by the defense

purpose in the nuclear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France, Russia, China, etc

with the national supports are now believed to be major technologies for the future

clean energy. HiPER which was initiated by most of European countries for pure

civilian fusion reactor is the result of the civilian pursuit in this direction. This

Korean project which is to participate in the EU FP7 HiPER project and

collaborate with them is the endeavor for the future.

Although this area of research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for a

long time in nuclear advanced countries, it was not much active and

supported financially in Korea. That is, practically there is no operating high

energy laser facility in Korea for laser fusion research now. So in order to

overcome this poor research situation in Korea and enhance the level of

study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advanced technologies as much as

possible. The strategy of this research are as the following:

(1) Participation in the joint experiments under HiPER as many as possible

which can not be performed inside Korea and activation of the scientists and

information exchange should be pursued. For this purpos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network is to be established so that Korean scientists can participate

in the advanced experiments to get exposed to and to get experiences of fusion

related experiments.

(2) For the formation of equal opportunity relationship with foreign partners

we open our ultra-short 30TW laser facility which was used to demonstrate the

laser fusion reaction induced by Coulomb explosion in a small scale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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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se strategies the following topics have been carried out in this

project:

▸ Joint experiments in the foreign facilities under HiPER

- Joint experiment on laser fusion (fast ignition, shock ignition,

implosion, etc)

- Computer simulation and analysis (MULTI, HYADES, OSIRIS etc)

▸ Joint/Self research in the KAERI facility

- Study of the small scale nuclear reaction induced by an ultra-short

laser

- Study of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plasmas

- Basic investigation of fusion reactor

Ⅳ. Results of Project

According to the project strategy we tried to participate in as many as

joint experiments resulting in doing numerous joint experiments in Europe and

Japan. Especially in the facilities in UK and France, we were able to do the

experiments related to fast ignition, in Czech facilities on shock ignition, and in

Japanese facility on implosion dynamics, which are very basic and important topics

for laser fusion research. Furthermore as to the fast ignition related experiment, we

make an opportunity to do the similar experiment at USA facility with higher

energy laser system as an extension of those performed at UK and France. List of

the activities of the collaboration in this project is the following:

A. International joint experiments

•at VULCAN facility of UK

2008.10: Two dimensional implosion and electron transport

2010.09: Acceleration of proton/electron by high energy laser

•at LULI facility of France

2010.04: One dimensional implosion and electron transport

2010.11: Formation of high Z plasma jet (Au, Cu)

•at PALS facility of Czech Republic

2008.12: Propagation of plasmas in a narrow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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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Plasma acceleration by cavity pressure

2010.10: Neutron generation from deuterated plastics

•at GEKKO XII facility of Japan

(Japan is also an international partner of HiPER)

2008.02: Photoionization of Si plasma by X-rays from implosion

2009.02: Second experiment on X-ray photoionization

2010.08: Opacity of Si plasma

•at KAERI facility of Korea

Period: 2008.04, 2008.11, 2009.04, 2009.07, 2009.11, 2010.10

Topics: Neutron generation from deuterium clusters

Measurement of plasma characteristics of deuterium plasma

Foreign participants: scientists of Czech Technical University

B. Diagnostics of high density plasmas

•Acquisition of plasma simulation codes and applications

Hydrodynamic codes: 1D/2D MULTI, 1D HYADES

PIC codes: OSIRIS, XOOPIC

•Analysis of extreme plasmas

Interferometry and analysis (Complex interferometry code)

Acquisition of EOS/opacity data for simulation

The results of joint research/experiments have been published in many SCI

journals one of which is published in Nature Physics in 2009.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Although the EU FP7 HiPER preparatory phase project ends at April of

2011 (actually it is extended until 2013 without further budget allocation from EC)

the total HiPER programme is planned to continue for more than 10 more years

until the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of the fusion reactor. And KAERI also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HiPER programme in the future until the end of the

programme. KAERI's participation in the joint experiments at large laser facilities

of foreign countries will continue based upon the close collaboration network

established through the two years of collaboration for feasibility study and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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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s of collaboration of EU FP7 HiPER project with HiPER partners.

When laser fusion research is considered in two branches such as laser

fusion driver and fusion reaction physics, in the area of the fusion reaction physics

the following activities will be pursued.

∙Fast ignition

The electron transport characteristics in a high density plasma which have

been studied in UK and French facilities should be fully understood for the

successful laser fusion and optimization. The scopes of the study will be extended

such that the similar experiment will be performed at Jupiter Laser Facility of

LLNL in a near future, in which KAERI is also participating. It is necessary to

join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until we have our own facility.

∙Shock ignition

Since initiated from Rochester University in USA, shock ignition is thought

to be more advantageous than fast ignition and many laboratories are planning the

study of this topic. Even though it is proposed later than fast ignition it is also

very actively studied and some experiments at PALS are planned under HiPER.

KAERI is also participating in the experiment in the fall of 2011.

∙Target manufacturing

It is anticipated that we need to prepare a large production industry for

fuel pallet since about 10
8

fuel pallets are going to be necessary per year. SciTech

of UK and General Atomics of USA are thought to be major companies possessing

target manufacturing techniques. However for Korean specific fusion reactor

system we have to have our own fuel supply factory and this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soon. So it is necessary to do a research on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fusion fuel pallet. KAERI's infrastructure and knowhow can be

utilized for this purpose.

∙Reaction chamber and energy conversion

The energy conversion technologies from fusion energy of deuterium and

tritium into electric energy is very important in the realization of future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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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s. KAERI's nuclear technologies and TBM (Test Blanket Module)

technology which will be developed through ITER programme should be used

together for maximum synergic effects.

Besides those considered above, many more areas such as high repetition

laser design and manufacturing, target injection and tracking, neutron damage

protection of the final optics, and so on should also be developed for the successful

realization of nuclear fusion reactors.

Because of the recent disastrous nuclear accident in Japanese nuclear power

plants absolute safety of the nuclear facilities are required. Some countries are

abandoning the nuclear energy accordingly. However as a poor country of natural

resources Korea should continue to rely on the nuclear energy and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 fusion energy either pure fusion reaction or hybrid of

fusion-fission reaction as an absolutely safe energy source. During the last half

century several methods of nuclear fusion have been proposed and it can be said

now that the nuclear fusion energy is over the horizon. Commercialization of laser

fusion mostly depends on the price of laser diode for high repetition laser system

and the problem of cost effectiveness will be solved in about ten years or so. So

now is the time for Korea to support the laser fusion research in more acti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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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표

1. 연구의 목표

EU FP7 과제인 HiPER 사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하여 레이저 관성핵융합의 기초

기술을 습득한다.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약 30년 이상을 뒤떨어진 한국의 레이저 관성핵융합

기술을 단기간에 세계적 경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의 최첨단 선진 연구

그룹과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한국형 레이저 관성핵융합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유럽의 Framework Programme 7 사업으로 수행되는

HiPER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공동실험에 참여하여 현

재 국내의 시설로는 불가능한 첨단 연구를 수행하며, 국내의 시설을 활용하여 기초적

대응연구를 수행한다.

2. 연구의 배경 및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지구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황폐해 가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교토의정서나 코펜하겐 회의 등 국제적 공동대처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산

화탄소 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작업은 이미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

만간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친화적 고효율의 에너지 생산 기술이 최근

국제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

산할 수 있는 핵융합 發電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그 가능성

이 입증되고 있다.

레이저 핵융합 기술은 향후 30년 ∼ 50년을 내다보는 기술로서, 2030년경 전력

생산을 목표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등 핵기술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지원하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산업체의 참여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실험실에서 국방용 핵융합 반응을 연구하기 위하여 NIF (National

Ignition Facility) 시설을 2009년 6월에 완공하였다. 이 시설은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LLNL)가 주축이 되어 1997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약 40억 달러의 예산으로 건

설되었으며, 2010년 10월에 192개의 레이저 빔을 동시에 가동하여 2차 조화파 파장에

서 1.8 MJ의 레이저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1] 2012년에는 중수소-삼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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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핵융합 연료를 사용하여 이득 목표치를 실증할 계획이며[2], 당초 국방용으로 건

설이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민간 연구를 위하여 15% 정도의 재원을 할당할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그대로 연장하여 (추가의 대규모 연구 개발 없이) 핵

융합 발전로의 데모 시설로서 LIFE(Laser Inertial Fusion Energy) 시설을 건조할 것

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에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2장 2

절 참조)

프랑스에서도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미국과 비슷한 규모의 LMJ(Laser

Megajoule) 시설을 CEA (프랑스 원자력청)가 중심이 되어 약 20억 유로를 사용하여

2012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240개의 레이저 빔라인으로 구성되어 2.0 MJ의

레이저 출력을 낼 수 있는 시설로 건설되고 있다[3]. LMJ 시설도 당초의 군용 목적을

수정하여 민간연구를 위하여 약 20%의 재원을 할당할 것을 공표하였다. 한편 에꼴 폴

리텍 대학 부설 LULI 연구소는, 영국 러더포드 애플턴 연구소 (RAL)의 VULCAN 시

설, 체코 PALS(Prague Asterix Laser System)센터의 PALS 시설과 함께, 유럽의 3대

레이저 시설 중의 하나인 LULI2000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레이저 핵

융합 및 고밀도 레이저 플라즈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오사카대학의 ILE(Institute for Laser Engineering) 연구소를 중심으로

GEKKO IV (4빔 레이저 시설), GEKKO M2 (2빔 레이저 시설)등의 레이저 개발을 거

쳐 현재 12개의 레이저빔을 제공할 수 있는 GEKKO XII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를 이용하여 고속점화 반응, 실험실 천문학 등 고에너지 밀도 과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중국 등과 활발한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FIREX (Fast Ignition Realization EXperiment)를 위한 4개 빔의 LFEX 레이저를 개발

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GEKKO XII 시설을 사용한 국제공동실험에 참여하여 우수

한 연구 성과를 낸 바 있다. (2009년 Nature Physics 에 공동 논문 게재)

중국의 공정물리연구원은 최근 8개 레이저 빔으로 구성된 신광 III prototype

시설을 면양에 완공한 데 이어 48 개 빔으로 구성된 신광 III 시설을 건조하고 있으며,

지난 30여 년간 레이저 핵융합 등의 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던 상해의 신광 II 레이저

시설을 민간연구에 개방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7년부터 3년간 “한중 레이저 핵융합 기술협력 센터”를 공정물

리연구원 산하 레이저핵융합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도 국제 공동

연구 과제를 통하여 중국의 많은 연구기관과 협력 중이다.

국내의 핵융합연구 분야는 지금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주로 자기핵융합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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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어 왔으며, 레이저 핵융합 분야의 연구에는 지원이 매우 미약한 상태이었다. 그

런 가운데에서도 200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극초단 고강도 레이저를 사용하여

소형핵융합에 의한 고속 중성자를 성공적으로 발생시키므로서 레이저 핵융합 반응 (중

수소-중수소 핵융합 반응)을 실증한 바 있다. 한편,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핵

융합을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 효율이 큰 밀폐형 핵융합 (confinement fusion) 연구가

필요하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주로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외국에서의 실험

에 직접 참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의 열악한 연구 환경을 극복

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는 작은 규모의 레이저를 서로 결합하여 큰 에너

지의 레이저 빔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05년 오사카대학으로부터 4개의 레이저 빔으로 구성된 GEKKO IV 레이저 시스템을

무상으로 양허 받아 현재 기초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유럽연합(EU)에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레이저 핵융

합 연구시설을 구축할 목적으로 HiPER (High Power laser Energy Research facility)

사업을 착수하였다. 2005년부터 타당성 검토를 위한 개념 설계 연구를 2년간 수행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7년 유럽 10개국이 참여하는 HiPER 과제를 EU FP7 과제로

제안하여 EC의 승인을 받았다.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36개월간의 기간으로

과제가 시작되었으며 최근 2013년 4월까지로 24개월간 연장되었다. HiPER 시설은 국

방용으로 건조되고 있는 미국의 NIF 시설이나 프랑스의 LMJ 시설과는 차별화하여,

순수 민간연구를 위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유럽전략적 연구시설구축포럼 (ESFRI) 로

드맵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HiPER 사업의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참여하여 현재 EU FP7 사업

으로 수행되고 있는 HiPER preparatory phase에 본 과제를 통하여 정식으로 참여하였

다. 이러한 기술 협력 체계를 통하여 유럽의 대형 레이저 시설에서의 공동실험에 참여

가 가능하여 졌고, 외국 전문가와의 인력 교류기반이 구축되었다. 즉, HiPER의 사업

참여를 통하여 유럽의 3대 거대 레이저 시설인 영국의 VULCAN시설, 프랑스의 LULI

시설, 체코의 PALS 시설에서의 국제공동실험에 참여하여 유럽 및 미국, 일본의 우수

연구 그룹과의 기술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편, 미국, 일본, 중국도 HiPER의 국제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 들은

이미 기술이나 시설 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 HiPER와의 직접적인 기술교

환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HiPER 사업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노하우를

흡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이 들 사이의 기술 협력이 긴밀해 질 것으로 예측

된다. 그림 1은 일본 오사카 대학 ILE 연구소 소장인 H. Azechi 교수가 최근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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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의 일부로서, 현재 국제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순수 민간용 레이저 핵융합 시설

로서 유럽의 HiPER 시설, 아시아권의 LIFT 시설, 그리고 미국의 LIFE 시설을 3대 중

심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림 1 국제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레이저 핵융합 시설 (H. Azechi,

2011)

과거 10여년에 걸친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림 2와

같은 국제 기술 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하였다. 즉, 아시아권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기술

협력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럽권에서는 영국, 프랑스, 체코, 폴란드, 이태리 등

의 국가와 기술 협력 및 공동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는 LIFE의 에너지 변환

모듈인 블랭킷(blanket)에 관하여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 레이저 핵융합관련 국제 기술 협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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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2008 년도)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HiPER시설 분석

을 위한 국제협

력

•국제협력

- HiPER 책임자들과의 업

무 협의 및 15개 WP의

내용 분석

•공동실험

- 국제공동 실험에 HiPER

참여 회원의 자격으로

참여

•HiPER의 15개 WP에 대한 분석

-HiPER coordinator 및 WP 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본 연구팀은 WP8에 주

로 참여하며, WP10, WP12 에도 참여

하여 기술협력하기로 함.

•HiPER 관련 국제공동 실험 참여

- 일본의 GEKKO 시설에서의 실험

(2008.02 일본, 중국, 한국)

- 영국의 VULCAN 시설에서의 실험

(2008.10, 영국,프랑스,이태리,한국)

- 체코의 PALS 시설에서의 실험

(2008.12, 체코,폴란드,이태리,한국)

핵융합 기초기술

연구를 위한 모

델정립 및 시뮬

레이션

•Radiation hydrodynamic

시뮬레이션에 의한

고강도 레이저 펄스의

ASE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

•플라즈마 특성 측정을

위해 레이저와 성호작용

하는 중수소 클러스터의

interferogram을 실험적

으로 측정

•고밀도 플라즈마 계산 코드 연구

-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펄스와 고

체 표적의 상호작용에 의해 고에너

지 이온, 전자, 중성자 빔을 얻는 연

구에서, 주 레이저 펄스에 수반되는

ASE 사전 펄스에 의해 고체 표적이

변형되는 현상을 radiation

hydrodynamic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행하였음. ASE 사전 펄스에 의해

표적 앞단의 ablation pressure가 유

도 되고 이 pressure에 의해 shock

이 생성되고 표적내에 전파되어 가

는 원리를 aluminium 금속과

polystyrene 플라스틱 표적에 대해

비교하여 규명하였음.

•레이저 플라즈마의 interferogram 측정

- Nomarski interferometer를 제작하여

CH4, D2 가스와 D2 클러스터에 극초단

레이저를 조사하여 생산된 플라즈마의

interferogram을 측정하고 플라즈마의

밀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Abel inversion

방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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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2009 년도)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HiPER 국제협력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실험)

•국제 공동 실험

- EU FP7 HiPER 사업에서

는 유럽의 주요 레이저 시설

인 영국의 VULCAN 시설,

프랑스의 LULI 시설, 체코의

PALS 시설을 활용할 수 있

는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이

협약안에서 당해년도에는 체

코의 PALS 시설에서 공동실

험을 수행함.

•국제 기술 협력

- 영국 (RAL) 방문/초청

- 헝가리 (KFKI) 방문

- 체코 (PALS) 방문

- 폴란드 (IPPLM) 방문

- 이태리 (UMB)전문가초청

- 프랑스 (LULI) 전문가초청

- 일본 (ILE) 전문가 초청

•공동실험 수행

- PALS 시설

폴란드의 전문가가 제안한 고밀도 플

라즈마 제트 형성 및 가속 기술에 관

한 실험 수행 (2009.12)

- KAERI 시설

체코의 전문가와 본 연구팀의 연구시

설에서 고강도 자기장 측정실험을 수

행 (2009.4, 2009.7, 2009.11)

•국제 기술 협력

- 영국에서 개최된 HiPER WP10/

WP12의 진도점검회의와 향후발전회

의에 참여 (2009.9, 2010.1)

- 체코, 헝가리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는 고강도 레이저시설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 (2009.9,

2009.12)

- 충격점화 기술에 관하여 폴란드와의

협력방안 협의 (2010.1)

- 프랑스, 일본의 과학자와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한 implosion에 대하여

협의(2009.6, 2009.11)

핵융합 플라즈마

측정기술 개발

(국내의 시설을

이용한 기본 실험

수행)

•본 연구팀(KAERI)에

구축되어 있는 30TW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시설을 이용

하여 기체 및 고체

타겟에서의 플라즈마 특성을

측정함

•레이저 플라즈마 생성 및 측정

극초단 레이저를 고체나 기체에 조사

하면 고밀도 플라즈마가 발생하고 이

때 자발적으로 고강도 자기장이 생성

되는데 이 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 실험을 수행함

핵융합 시뮬레이

션 연구

(모델정립 및 비

교분석)

•HiPER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에서 수행된 실험을

분석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1D 및 2D radiation

hydrodynamic code를 연구함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수행

체코의 PALS 시설에서 수행한 충격

점화 기초실험의 분석을 위하여 1D

HYADES 코드를 활용하고, 2010년

LULI에서 수행할 전자가속 실험을 위

하여 2D MULTI 코드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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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년도 (2010 년도)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HiPER 국제협력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실험)

•국제 공동 실험

- EU FP7 HiPER 사업 협약

에 따라 영국의 VULCAN 시

설, 프랑스의 LULI 시설, 체

코의 PALS 시설, 오사카 대

학 ILE 시설에서 공동실험을

수행함.

•국제 기술 협력

- 공동실험 및 기술협의

∙영국 (RAL)

∙프랑스 (LULI)

∙체코 (PALS)

∙포르투갈 (IST)

∙이태리 (UMB)

-전문가 초청

∙체코 (CTU)

∙이태리(UMB)

∙독일 (MBI)

∙일본 (ILE)

∙중국(IAPCM)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 실험

-프랑스 LULI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영국 Rutherford Appleton Lab.시설에

서의 공동 실험

-체코 PALS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오사카 대학 ILE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등

•핵융합 점화기술에 관한 공동연구

- 고속점화:

∙1차원 압축과 전자 수송특성 실험

∙더블펄스에 의한 양성자 빔의

품질 향상 실험

- 충격점화:

∙LICPA에 의한 플라즈마 가속

특성 실험

- 플라즈마 분석:

∙Implosion X-ray에 의한 플라

즈마 광이온화 및 opacity 실험

핵 융 합플라즈마

특성 측정기술

개발

•레이저 플라즈마의 밀도,

온도, 자기장 특성연구

•다양한 시뮬레이션 코드개발

및 플라즈마분석용 기본자료

확보

•간섭계 및 분석기술 개발

- Nomarski 간섭계를 사용한 전자

밀도 분석기술 개발

- 편광회전 측정을 통한 플라즈마

확산 국소 자기장 분석기술 개발

•국내의 시설을 이용한 기본실험

- 중성자 발생용 중수소 클러스터에서

의 레이저흡수에 관한 체코와의 공동

연구

- 고밀도 레이저 플라즈마의 초고강도

자기장 생성 특성 연구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코드확보 및 적용

- 유체역학코드: 1D/2D MULTI

소스코드 확보, 1D HYADES

- PIC 코드: OSIRIS 컨소시엄가입

및 소스코드 확보, XOOPIC 코드

•시뮬레이션을 위한 EOS/opacity 데이

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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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과제 추진 전략 및 수행 결과

1. 추진 전략

미국, 일본 등 핵기술 선진국에서는 이미 30년 이상을 연구해 온 분야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 했었다. 국내에는 레이저 핵융합 연

구를 위하여 운전되고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은 아직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국내

의 열악한 시설환경을 극복하고 뒤떨어진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진외국

의 기술을 우선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 전

략을 수립하였다.

(1)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레이저 핵융합 시설 건조 사업인

HiPER 사업에 참여하여 국내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한 국제공동실험에 적극 참여하고,

외국인 전문가와의 기술 협력을 최대한 활성화한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국제

공동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많은 연구원을 파견하여 핵

융합 실험에 관한 경험을 습득하도록 하며, 외국 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하여 첨단 기술

을 최대한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국과의 대등한 관계 형성을 위하여 국내의 소형 레이저 핵융합 시설을 공

개적으로 제공하여 외국의 과학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팀

에서 개발한 펨토초 30 TW(테라와트)급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시설에서의 공동 실

험에 외국인 과학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추진 전략하에서 본 과제는 다음과 같이 주로 외국의 시설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연구분야와 국내의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분야로 구분하여 연

구를 수행하였다.

▸ 외국의 시설에서 HiPER 사업으로 수행되는 국제공동실험에 참여

- 레이저 핵융합 관련 공동 실험 수행 (고속점화, 충격점화, implosion 등)

- 전산 시뮬레이션용 코드 확보 및 적용 (MULTI, HYADES, OSIRIS 등)

▸국내 시설에서의 자체 및 공동 실험

- 레이저에 의해 유도되는 핵반응 연구

- 초고온 초고압 플라즈마 연구

- 핵융합 발전로 기초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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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도별 연구 추진 일정 계획

가. 1차년도

연 구 내 용
추 진 일 정 (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HiPER 시설 분석

HiPER예산 검토 및 부지선정

VULCAN시설 공동실험 참여

∙핵융합 기초 기술 연구

극한 플라즈마 연구

레이저 핵반응 연구

사업진도(%) 20 59 80 100

나. 2차년도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 계획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HiPER 국제 협력

HiPER 참여국과의 공동실험

고속 점화 기초 실험

∙핵융합 플라즈마 측정기술

고밀도 플라즈마 생성 기술

플라즈마 측정 및 진단기술

∙핵융합 시뮬레이션

핵융합 타겟 시뮬레이션

핵융합 레이저 시설 분석

사업진도(%) 30 5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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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

세부연구분야
월 단위 추진 계획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HiPER 국제 협력

- HiPER 참여국과의
공동실험

- 핵융합기술/점화
기술에관한 공동연구

- HiPER 시설 구축
방안연구

∙핵융합 플라즈마 특성
측정 기술 개발

- 레이저 플라즈마의
자기장 측정

- 플라즈마 측정 및
분석 기술

- Rad. Hydrodynamic
코드 개발

사업진도(%) 20 40 60 80 100

3 과제 수행 결과 요약

과제 추진 전략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국제공동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

술 협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유럽과 일본의 시설에서 중요한 핵심 실험들을 많이

수행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실험에서는 고속점화기술, 체코에서의 실험

에서는 충격점화 기술, 일본에서의 실험에서는 내폭 (implosion) 기술에 관한 내용을

연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내용들은 레이저 핵융합 기술의 대표적 연구 테마들

로 알려져 있는 것 들이다. 또한, 고속점화 반응과 관련하여 더 큰 에너지 범위에서의

실험을 위하여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실험을 연장하여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

소 (LLNL)의 쥬피터 레이저 시설에서 동일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

다. 본 과제에서 3년간 수행한 기술 협력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 공동 실험 참여

•영국 VULCAN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참여

2008.10: 2차원 내폭(implosion) 과 전자 수송 실험

2010.09: 고에너지 레이저에 의한 양성자/전자 가속

•프랑스 LULI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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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 1차원 압축과 전자 수송 실험

2010.11: 중이온 (Au, Cu) 플라즈마 제트 형성

•체코 PALS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참여

2008.12: 채널 속을 통과하는 플라즈마의 집속특성

2009.12: 플라즈마 압력에 의한 플라즈마 가속

2010.10: 중수소 핵융합에 의한 중성자 발생

•일본 GEKKO XII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참여

(일본도 HiPER의 국제파트너임)

2008.02: 내폭(implosion)에서 생성된 X-선에 의한 광이온화

2009.02: X-선에 의한 광이온화 2차 실험

2010.08: 실리콘의 opacity 측정 실험

•한국 KAERI의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수행

기간: 2008.04, 2008.11, 2009.04, 2009.07, 2009.11, 2010.10

주제: 중수소 클러스터에서의 소형핵융합에 의한 중성자 발생,

중수소 플라즈마 특성 측정

국외참가자: 체코 기술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

나. 고밀도 플라즈마 진단 기술 개발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코드 확보 및 적용

유체역학코드: 1D/2D MULTI 소스코드 확보, 1D HYADES

PIC 코드: OSIRIS 컨소시엄 가입 및 소스코드 확보, XOOPIC 코드

•극한 플라즈마 분석 기술 개발

간섭계 및 분석기술 개발 (Complex interferometry 코드 확보)

시뮬레이션을 위한 EOS/opacity 데이터 확보

공동 실험 및 공동 연구의 결과들은 국제 학술지에 공동으로 게재하였으며, 이

중에는 2009년 Nature Physics 지에 게재한 것도 있다. [4-11]

본 과제의 수행 내용과 수행 결과들을 제 2 장 (HiPER 사업 및 핵융합 시설),

제 3 장 (과학기술 인력교류), 제 4 장 (국제 공동 실험), 제 5 장 (고밀도 플라즈마 특

성)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 32 -

그림 3 HiPER 사업의 전체 로드맵과 EU FP7 과제로 수행하는 준비단계(preparatory

phase) 사업

제 2 장 HiPER 사업 분석 및 레이저 핵융합 시설

건조 계획

제 1 절 HiPER 사업 분석

HiPER 사업 전체의 주요 목적은 유럽의 과학자들에게 레이저 핵융합연구등

고에너지 밀도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에 포함되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EC에 제출한 과제계획서 내용)

(1) Opacity and Photoionization physics

(2) Warm dense matter studies

(3) Laboratory astrophysics

(4) Extreme matter studies

(5) Turbulence

(6) Laser plasma interaction physics

(7) Nuclear physics under transient, excited state conditions

(8) Production and interaction of relativistic particle beams

(9) Fundamental physics at the strong field limit

HiPER의 전체일정과 이 중에서 EU FP7 과제로 수행되는 부분이 그림 3에 표

시되어 있다. 전체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preparatory phase는 당초의 3년간 (2008. 4 - 2011. 4)의 일정에서 2013년 4월까지로

definition phase를 포함하도록 2 년간 연장되었다.

10년 이상의 전체 일정 가운데서 준비단계 (Preparatory phase)로 추진되는

HiPER EU FP7 과제의 주요 목적은 HiPER 시설의 건설단계 (Construction phase)에

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전략적 내용과 위험요소들을 미리 검토하여 실제로 건설

단계에 부드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EC에 제출한 과제계획서 (Grant Agreement)의 내용을 중심으로

HiPER FP7 사업의 내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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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별 참여 기관 분석

EC에 제안된 과제 계획서 중 “Description of Works"에 나타난 HiPER 참여국

의 참여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1) 영국

영국은 STFC (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의 예산지원으로

HiPER에 참여하게 되는데, STFC는 연구시설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총괄하는 기구

이다. 이 기구는 여러 대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RAL (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을 산하기관으로 가지고 있으며, 영국내의 고출력레이저 프로그램을 수행

하고 있는 CLF (Central Laser Facilities)도 RAL의 내부 조직이다. CLF의 레이저 시

설이 공식적으로 HiPER 과제를 위하여 사용되도록 합의되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은

HiPER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프랑스

프랑스의 중요한 예산지원기관인 CEA (Commissariat a l'Energie Atomique)

와 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가 HiPER에 공식적으로 참

여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참여 의지는 과학기술 장관수준에서 합의되었다.

CEA는 CEA-CESTA를 통하여 LIL 레이저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여 LMJ 레이저 시설을 건조하고 있다. CNRS와 CEA는 파리에 위치한

LULI (Laboratoire pour l'Utilisation des Lasers Intenses)연구소의 운영과 개발을 지

원하고 있다. 또한 이 두 예산지원 기관은 플라즈마 물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이론 및 전산시뮬레이션 연구팀을 보유하고 있는 보르도대학의 CELIA (Centre

Lasers Intenses et Applications) 연구소를 지원한다. 이 연구팀은 HiPER과제의

target point design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와 공동으로 지방 예산지원기

관인 CRA (Consil Resional d'Aquitaine)은 PETAL 시스템의 개선에 참여하고 있다.

HiPER 사업과 관련하여 이 세 개의 기관 (CEA, CNRS, CRA)은 공식적으로 ILP

(Institut Lasers et Plasmas)에 의해 대표되기로 합의되었다.

(3) 이태리

HiPER과제는 공식적으로 이태리의 과학기술부에 의해 지원된다. 이로 인해 이

태리의 두 기관, 즉 CNR (Consiglio Nazionale delle Ricerche) 과 ENEA (Ente per le

Nuove Tecnologie, l'Energia l'Ambiente)가 HiPER의 공식 참여기관이 되었다. 또한

CNISM (Consorzio Interuniversitaria per le Scienze Fisiche della Materia)를 통하여

로마대학, Milano-BIcocca 대학, 그리고 Pisa 대학 등이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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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페인

스페인은 정부차원의 교육과학부 (Ministerio de Education Y Ciencia, MEC)

와 Comunidad Autonoma de Madrid (CAM)의 Director General for Universities and

Research을 통한 지역 예산을 통하여 HiPER에 참여한다. 스페인의 이러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참여는 Universidad Politecnica de Madrid (UPM)에 의해 이루어진다.

(5) 체코공화국

체코 정부의 교육/청소년/스포츠부가 공식적인 HiPER 지원기관으로 참여하며,

CAS (Academy of Science of Czech Republic)에 의해 수행된다. CAS는 PALS

(Prague Asterix Laser System)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CAS에는 플라즈마 물리연구

소(IPP), 물리연구소(IOP)가 소속되어 있다. 한편, PALS는 IPP, IOP 및 체코공대가 공

동으로 운영하며, HiPER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활용된다.

(6) 그리이스

그리이스의 HiPER 참여는 General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Technology

(GSRT)를 통한 예산지원기관의 수준에서 확정 되었으며, 추가로 TEI (Technological

Educational Institute of Crete)와 TUC (Technical University of Crete)의 실험 플라

즈마 기술이 활용한다.

(7)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과학기술부 (Fundacao para a Ciencia a Tecnologia, FCT)는 예산

지원 기관 수준으로 HiPER에 참여할 것을 공식적으로 합의하였으며, 세계적 최상급

전산 시뮬레이션 팀인 Universidade Technica de Lisbon 대학의 Instituto Superior

Tecnico (IST)가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8) 폴란드

바르샤바에 소재한 Institute of Plasma Physics and Laser Micro-fusion

(IPPLM)이 공식적으로 참여한다. 이 기관은 laser plasma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

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점화의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9) 독일

독일은 GSI (Gesellschaft fur Schwerionenforschung GmbH)와 TUD

(Tchnische Universitat Darmstadt)가 참여한다. GSI는 PHELIX 고출력 레이저시스템

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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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러시아

Russian Academy of Science에 속한 두 개의 기관, 즉, Nizhny Novgorod에

소재한 Institute of Applied Physics (IAP-RAS)와 모스크바에 소재한 P. N. Lebedev

Physical Institute (LPI-RAS)가 참여한다. 이 두기관의 참여로 인하여 대구경 레이저

기술과 타겟의 설계 및 제작기술에의 접근이 가능하다.

(11) 미국

미국에서는 GA (General Atomics)가 참여한다.

(12) 캐나다

알버타주의 알버타대학이 HiPER에 참여한다.

(13) 중국

HiPER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매우 크며, 중국과학원 (Chinese Academy of

Science, CAS), CAS산하의 상해광학정밀기계연구소 (SIOM), 상해교통대학이 참여한

다.

(14) 일본

오사카대학 부설 ILE (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 연구소가 참여한다.

ILE와 유럽의 과학자들은 이미 깊은 기술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HiPER 과제를

위하여 이러한 유대관계가 활용될 것이다.

(15) 한국

한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본 연구팀이 참여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미

원자로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핵융합 발전로의 설계 및 제작에 있어서 HiPER

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HiPER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도 예산을 지원하는 파트너의 수준으로

HiPER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본 과제의 착수가 확정되지 않아

HiPER 컨소시엄에 예산 지원을 약속할 수는 없었다. 대신 본 연구팀에 구축된 극초단

레이저 시설, 현재 구축하고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 전산 시뮬레이션 기술 등으

로 HiPER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 Work Packag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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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ER 사업은 사업관리와 지원을 위주로 하는 비 기술적 (Non-technical) 분야와 레이

저 개발, 핵융합 반응 연구, 시스템 개발 등을 위주로 하는 기술적 (Technical) 분야로 분류된

다. 비 기술적 분야의 예산은 3년 (36개월)간 3백만 유로이며, 기술적 분야의 예산은 12백만 유

로이다. 아래의 표 9와 10은 각 work package 별 연구/업무 내용이다.

비 기술적 분야 (WP1 - WP7)는 주로 영국과 프랑스의 기관이 수행을 하게 되며 실제

적인 핵융합 연구관련 사업은 기술적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Work
Package

주요 업무 내용 특 성 비고

WP1 Management of the Preparatory Phase Project 관리업무

WP2 Coordination Activities 협력업무

WP3 Legal and Governance Frameworks 지원업무

WP4 Strategy for International, Industrial and Academic
Partnerships 지원업무

WP5 Financial Planning and Site Issues 지원업무

WP6 Impact Analysis into future options for HiPER 지원업무

WP7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s 지원업무

표 1 Non-technical 부분의 Work Package

Work
Package

주요 업무 내용 특 성 비고

WP8 Safety and Environmental analysis and Fusion
Technology 연구개발 KAERI참여

WP9 Requirements Analysis for Fusion Programme 연구개발

WP10 Fusion Experimental Programme 연구개발 KAERI참여

WP11 Fusion Target Delivery 연구개발

WP12 Fundamental science programme 연구개발 KAERI참여

WP13 Laser Facility Design - single shot 연구개발

WP14 Laser Facility Design - Rep-rate 연구개발

WP15 Increased rep-rate target area design 연구개발

표 2 Technical 부분의 Work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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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Propose development plan to address required fusion material and technology issues (e.g. first wall, tritium 
recovery, etc). 
Propose fast ignitor reactor conceptual design.
Propose activation minimisation techniques and assess radiation shielding requirements for full HiPER 
facility. 
Plan of action for safety and environmental aspects

Description of work 
This work package deals with fusion safety aspects of the HiPER facility including the radiation shielding 
and activation elements and specific fusion technology, such as identifying suitable  materials and fusion 
chamber concepts for both the single shot and rep-rate options of HiPER.
WP8 will link with several other technical work packages such as WP15 (Increased Rep-rate Target Area) 
to look at suitable materials for chamber infrastructure, WP12 (Fundamental Science) to define the radiation 
shielding requirements for the fundamental science target area and WP11 (targetry) to assess the tritium 
handling requirements.
 
Specific Deliverables (in bold with delivery date in brackets) and associated tasks
8.1: Assessment of fusion technology capability at present, and identification of critical areas for R&D for 
HiPER and the longer term. (12 months) 

Assess past ideas for first wall protection and determine options for future study, with clear R&D plan
Assess present knowledge in “materials performance” under irradiation in the wider facility (structural, 
breeding, energy fluid carrier, functional, optics). Propose future R&D plan consistent with HiPER 
timescale and longer-term reactor requirements.

8.2: Materials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 for the target chamber environment, including potential use of 
prototype laser beamline and overlaps with MFE. (34 months) [ENEA]

Propose list of required experiments, including what is needed to accommodate them on the prototype 
beamline, on HiPER, or using offline facilities (for Materials Damage, Heat Deposition and Breeding).

표 3 WP8의 목표 및 업무내용

실제로 본 과제가 유럽의 HiPER 사업에 참여하는 work package에 대하여

표 11, 12, 13에 각각의 목표와 업무내용을 서술하였다. 이 내용은 HiPER 사업의

Technical Preparatory Phase 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Schedule A"의 내용 중에서 발

췌한 것이다.

WP8에 관하여는 KAERI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 중성자 또는 냉

중성자를 이용하여 최종 광학계의 중성자 피폭 손상을 연구하는 내용을 공동으로 수

행하고자 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EU FP7로 수행되는 HiPER 사업이 유

럽에서는 2013년 4월까지로 2년간 연장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핵융합 재료에 대한 추

가의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며, KAERI도 이에 참여한다.

WP10에 관하여는 이 분야에서 수행하는 핵융합 관련 국제공동 실험에 참여하

여 고에너지 레이저에 의해 생성되는 플라즈마의 특성을 전산 시뮬레이션하고, 고밀도

플라즈마의 특성을 공동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4 장 1절 ∼ 4 절 참조)

WP12에 관하여는 KAERI의 극초단 Ti:Sapphire 레이저 시설을 이용하여 국제

공동으로 수행한 소형 레이저 핵융합과 극초단 레이저에 의해 생성되는 초고강도 자

기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4 장 5 절, 제 5 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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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Develop "near term" Fast Ignition reactor conceptual design, including liaison with US and Japan (34 
months) [Collaboration with KAERI (36 man-months and 150 k€ split between 8.3 and 8.5). KAERI 
funding is provided by national Korean programme]

Assess conceptual reactor designs (including consideration of operational and accident scenarios) to 
develop a technology development plan. Assess compatibility with HiPER design options

8.4: Radiation activation minimisation techniques–materials and facility design (20 months) 
Review of methodology to be used in the activation calculations and justification of its appropriate use. 
Presentation of simulation codes (e.g. ACAB at UPM) including uncertainties in nuclear cross sections 
and sensitivity analysis of final responses such as dose levels and operation remote maintenance of the 
facilities.
Assessment of the present level of knowledge on “materials qualification” for related facilities.
Determination of the radiation source term for Activation Calculations in the different areas considered 
(i.e. Single Shot chamber; High Repetition Rate chambers;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of the building 
infrastructure). This input needs a clear interaction with target performances and emissions and will 
include neutrons, gammas, charged particles and radiation.
Final Assessment of dose levels in the different areas of the proposed installations (all) inside the 
HiPER facility. Proposition of allowed materials from the point of view of activation both for operation 
and final disposal conditions.

8.5: Radiation shielding and monitoring techniques (34 months) [Collaboration with KAERI]
Identify all the different sources of primary and secondary radiation in the design of the different 
facilities.
Develop a 3D CADCAM (CATHIA model) to describe the detailed geometry of the different HiPER 
proposed facilities (this is also needed in the previous deliverable).
Perform (with consequent iteration with designer of laser and Chamber Systems) the Neutron-Gamma 
and Charged Particles transport in 3D in the facilities and propose the solution to maintain the adequate 
dose level.

8.6: Identification of issues and plan of action for safety & licensing of the HiPER facility (20 months) 
[ENEA]

Review of Licensing procedures for Nuclear Installations in European countries in order to develop a 
document as reference for Final Licensing of HiPER. That will depend on options coming up during 
HiPER development, from the rules of Regulatory Commission considering not only activated materials 
(operation and shut down) but also tritium handling.

8.7: Identification of issues and plan of action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0 Months) 
[ENEA]

Objectives 
Tackle key risks to achieving Fast Ignition via coordinated experimental validation programme. (i.e. perform 
experimental validation where possible of the output of WP9).
Define the requirements for PETAL to act as an integrated part of the HIPER roadmap

Description of work 
Using the key outputs of WP9 (fusion requirements), this work will validate (where possible) the point 
design using existing laser facilities. Strong iteration between WP9, WP10 and WP11 will ensure an agreed, 
achievable point design for the HiPER facility.

Specific Deliverables (in bold with delivery date in brackets) and associated tasks
Participants in Square brackets
10.1: Define an agreed, coordinated experimental roadmap for use of existing facilities to validate the point 
design in WP9. This should include use of European lasers, OMEGA-EP, NIF, FIREX and other lasers if 
access permits. 

Define an experimental roadmap for the next 2 years on existing facilities in Europe with specific 
experimental objectives to address uncertainties arising from WP9 (PALS,LULI,RAL) (6 months, then 
update every 6 months)[CNRS,STFC,CNISM]
Define an experimental roadmap over 5/6 years (21 months) [CNRS, STFC, CNISM]
Investigate international access possibilities to OMEGA-EP, FIREX, NIF. (15 months) 

표 4 WP10의 목표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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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Assess fundamental science requirements for the HiPER facility. 
Analyse and assess the impact of the HiPER science programme on the user community. 
Coordinate the broader community input into HiPER.

Description of work 
This work package will define the fundamental science case for HiPER and define the associated facility 
requirements of that science programme.
It will develop new linkages with other science communities to broaden the potential user base of HiPER
 
Specific Deliverables (in bold with delivery date in brackets) and associated tasks
12.1 Propose outline (and subsequently detailed) plan for the coordinated use of Small Scale laser Facilities 
in the context of developing an integrated basic science programme for HiPER (6, 18 months) [TEI, CNR] 
[Collaboration with KAERI (18man-months 100 k€ split between 12.1 and 12.2). KAERI funding is 
provided through national Korean programme ]

Assess capability and access for each laboratory. 
Propose “small scale facility” experimental roadmap
 

12.2 Define minimum facility specifications to achieve the fundamental science programme on HiPER with 
detailed,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unique benefits of HiPER for the fundamental science programme. 
(12, 24 months) [CNRS, CNISM, IoP-PALS, IPPLM, UPM, TEI, TUC, STFC] [Collaboration with KAERI]

Assessment of potential user community (by subject area and topic)
Plan of engagement with other subject areas
Quantitatively define the factors that differentiate HiPER from other current (e.g. NIF) and emerging 
facilities (e.g. ELI) in terms of fundamental science capability.
Survey of user requirements. Collate data, analyse and recommend minimum facility spec
Plan of engagement with other networks (e.g. socrates/erasmus) in terms of the technical partnerships.
Define opportunities for 'staged' experimental programmes that make use of a combined set of facilities 
(e.g. NIF and then HiPER and vice versa)
 

12.3 Identification of the expected user community - estimation of numbers, possible impact on society in 
terms of economic & scientific output (feeding directly into WP6) (30 months) [TUC, CNISM, CNRS, UPM, 
IoP-PALS, TEI, STFC]
 
12.4 Develop a training plan to position the community to make best use of HiPER (24 months) [TEI, 
IoP-PALS, CNR, STFC, CNISM]

표 5 WP12의 목표 및 업무내용

[Oxford,York,CNRS,STFC]
Design 1st experiment on OMEGA-EP and FIREX (18 months)

 
10.2: Provide detailed implications from the validation experiments for the requirements analysis programme 
(15, 24, 34 months) [STFC, York] [Collaboration with KAERI specifically in the areas of high density 
plasma simulation, plasma diagnostics & high density physics experiments (36 man-months, 240 k€). 
KAERI funding is provided through national Korean programme]

Collate and assess results, providing feedback to requirements analysis programme and targetry (WP9, 
11). Review and update experimental roadmap as required (15, 24, 34 months)

 
10.3: Define the requirements for PETAL to act as an integrated part of the HIPER roadmap (9 months) 
[CNRS ]

Perform an analysis of the PETAL facility (system, configuration, capability) and recommend strategy 
for full integration of PETAL into the HiPER roadmap (6 months)
Define an experimental program and recommend strategy for full integration of PETAL into the HiPER 
roadmap (9 months)
Define diagnostics required for the planned experimental program (12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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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possibility of emerging a European Master course on HiPER related physics. Similar for an 
intensive course on laser-plasma physics
Investigate course options supported by Erasmus/Socrates (exchanges etc)
Investigate options supported by Marie Curie (grants to support post docs)
Investigate option of setting up a network between several EU universities to offer relevant degrees
Investigate Summer school options

 
12.5 Specify Target chamber configurations (for multiple target areas) with indicative costs, and 
specifications including shielding and radiation handling (link to WP8), and requirements for the initial 
experimental programme.  Specify diagnostic instruments and the associated diagnostic data handling 
requirements for both single shot and rep-rate options (12 months) [TEI, CNR, STFC, UPM, TUC, CNRS, 
IPPLM]

(For both single shot and rep-rate options) Perform modelling to ascertain source term for each target 
area and devise maximum shot schedule (e.g. to assess how many full yield neutron shots per year for 
example).Propose 'model' experiments  for each fundamental science target area to assess options on 
beam configuration etc
assess experimental evidence of radiation hazard (from existing facilities and current journal articles) 
and scale with energy
Link to WP8 to confirm shielding requirements for both single shot and rep rate options
Assessment of required target area materials (e.g. for chamber) and conceptual design on target area 
infrastructure (e.g how to isolate the diagnostics etc etc)
Provide costs for fundamental science target areas to WP5 for both single shot and rep-rate options

3. HiPER 시스템 분석

가. 레이저 시설

HiPER 사업에서 건조하고자 하는 시설은 그림 4와 같은 구조이며 이 조감도

는 타당성 검토 (feasibility study) 단계에서 제안되었다. 연료를 압축시키기 위한

implosion용 레이저의 총 에너지는 200 - 300 kJ 이며, pulse 폭은 5 ns, 파장은 3 ω를

고려하고 있다. 레이저 빔의 개수는 40 - 60개를 고려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고속

점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점화레이저의 에너지는 70 kJ, 펄스폭은 10 ps를 요구 규격

으로 제시하였었다. 그러나 현재 고속점화 이외에도 최근 충격점화의 방식이 좋은 대

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진보된 점화방식이 제안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당분간 레이저의 규격 (에너지, 펄스폭, 시간/공간적 특성 등)에 관하여는 지속적

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설정된 레이저의 요구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압축용 레이저 (implosion laser)

200-300 kJ @ 5ns with 3 ω0

40 - 60 beam lines

• 점화용 레이저 (ignition laser)

70 kJ @ 10 ps (1 ω0 or 3 ω0)

또한, WP13에서는 single shot 레이저를, WP14에서는 10Hz 정도의 고반복율 레이저

를 검토하였었는데 현재는 고반복율 레이저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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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iPER 시설의 조감도

그림 5는 일본 오사카대학 ILE 연구소의 전 소장이었던 S. Nakai 교수의 발표

자료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 시설의 현황과 추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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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10Hz 이상의 고에너지 레이저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사용하던 single shot 레이저는 레이저 빔 한방씩 조사하여 특성을 조사하는데 활용된

다.

나. 챔버 장치

최근 WP8의 책임자인 스페인의 J.M.Perlado 그룹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HiPER 챔버는 3 µs의 짧은 시간 동안에는 5 MJ의 하전입자와 X-선을 견딜 수 있어

야 한다. 챔버의 설계를 위해서는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입자와 챔버내벽과의 상호작용

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1) 발생한 입자와의 충돌에 의해 에너지가 축적되고 이에 따

라 열역학적인 구조가 변화되는 특성과 (2) 원자 물리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IFE 반응로에서는 전체 에너지의 약 30%가 첫 번째 벽에 운동에너지의 형태로 전달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접 반응 (Direct Drive0의 경우 이 중에서 입자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약 28% 그리고 X-선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텅스텐을 첫 번째 벽으로 하는 5 m 직경의 챔버의 경우, 열역학 측면에서

표면 변화 (roughening)나 균열 (cracking) 없이 heat flux를 견디려면 적어도 28

MJm-2s-1/2의 heat flux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녹지 않으려면 40 MJm-2s-1/2의 heat

flux를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이 값들은 HiPER 챔버를 설계하는데 기본적인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원자 물리학적 측면에서, 첫 번째 벽과 입자의 상호작용에 있어

서 implantation, diffusion, trapping 등의 현상으로 인하여 sputtering, crystal defect,

구조 변형 등이 일어나는데 이중에서도 단일 에너지의 He (헬륨) 입자가 텅스텐에 파

고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로써 발생하는 버블이나 균열은 매우 심각하다. 이

러한 원자 물리학적 측면에서, 파고들어가는 He의 양이 약 1017 He/cm2을 초과하면

He의 침투와 버블의 생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매우 여러 가

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실제로 좀 더 정확한 특성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의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변수를 HiPER의 48 MJ급의 충격점화 타겟의 경우에 적용하면 HiPER

챔버의 life time 동안 (1000번의 핵융합 조사 기간 동안) 텅스텐은 적절한 성능을 보

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환산하면 3 µs 동안 4 J/cm2의 조사량 (23

MJm-2s-1/2)에 해당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연간 108 shot을 조사하는

핵융합로의 설계를 위해서는 NIF나 HiPER에서 생성되는 핵융합 실험데이터를 활용해

야 할 것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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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미국의 LLNL연구소에서 계획 중인 레이저 핵융합 데모시설; 6kJ급

의 DPSSL 시스템을 기본 모듈로 사용 (M. Dunne, 미국원자력학회 TOFE

발표자료, 2010)

제 2 절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LIFE 시설 건조 계획

핵융합-핵분열 하이브리드 개념과 그에 따른 발전소 및 엔진의 설계가 여러

가지의 목적을 위해 구상되고 있다. 초기 설계는 소규모의 설계 변경만으로도 핵폐기

물 소각과 전력 발전의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목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구상되었다. 그러나 현재 LLNL에서는 에너지 생산만을 위한 시설

로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의 전력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 완공된 NIF에 이어 현재 미국에서 핵융합 에너지 생산을 위한

데모시설로 추진하고 있는 LIFE (Laser Inertial Fusion Energy) 시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는 핵융합 시설이므로 LIFE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핵융합-핵분열의 하이브리드 개념에 대해서 고찰한다.

그림 6은 최근 LLNL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융합 전용 데모시설의 조감도이며

그립 7은 이를 건조하기 위한 로드맵이며 그림 8은 단계별 구축 계획이다 당초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결국은 핵융합만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결정하였고, 타겟의 형태도 간접 조사방식 (indirect drive)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고반복율의 동작을 위해서 챔버 내에서 연소하고 남은 타겟 찌꺼기의 제거문제 등을

고려하여 Xe (제논)등의 불활성 기체로 챔버를 채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HiPER 사업에서는 미국의 LIFE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이러한 타겟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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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LIFE 개념에 의한 핵융합 에너지 개발 일정표 (T. Anklam, 미국원자력학회

TOFE 발표자료, 2010)

그림 8. LIFE 개념의 단계별 규격 (T. Anklam, 미국원자력학회 TOFE 발표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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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하이브리드 개념의 반응로에서의 에너지와 연료물질 흐름도 [15]

1.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요 [14]

당초 핵융합-핵분열 하이브리드로 설계되었던 LIFE 엔진의 기본 개념은 다음

과 같다. 중앙 챔버가 핵융합을 통해 연소할 표적을 둘러싸고 있으며, 이 챔버는 구

조물과 중성자 증배기, 감속재, 핵분열 물질로 이루어지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다. 챔버

에는 레이저빔이 들어가서 챔버의 중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구멍들이 있

다. 챔버 내부에는 저압의 불활성 가스로 가득 차 있으며 이 가스는 핵융합에서 발생

된 이온과 X-선이 첫 번째 벽에 도달하는 것을 대부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9는 하이브리드 챔버와 연결된 블랭킷의 단면을 보여준다. 중성자, 이온 및 X-선

은 핵융합 타겟에서부터 출발하여 첫 번째 벽면을 향해 바깥쪽으로 퍼져나간다. 그중

X-선과 이온의 대부분은 배경 가스에 의해 완전히 차단된다. 이들은 첫 번째 벽에 그

들의 에너지를 축적하지 않는다. 중성자는 챔버 내의 가스 또는 첫 번째 벽에 의해 차

단되지 않는다.

중성자의 흐름은 Li17Pb83 고용체로 이루어진 최초 벽면의 냉각수 영역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n, xn) 반응을 통해 중성자를 증폭하면서 6Li (n, α) T의 반

응을 통해 삼중 수소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는, 중성자들이 베릴륨 페블(pebble) 지역

을 통과하면서 2LiF+BeF2 (FLIBE) 에 의해 냉각되고 여러 번의 산란을 거치면서 (n,

2n) 반응이 발생된다. 중성자는 이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감속되고 증폭된다. Be 블랭

킷을 지나서 중성자는 실질적인 핵분열 블랭킷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또한 FLiB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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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여러 개의 레이저 빔이 조사되고 있는

NIF 핵융합 타겟 (간접 구동 방식)

의해서도 냉각된다. 나머지 레이어 들은 FLiBe에 의해 냉각되는 흑연 페블 반사판 베

드와 FLiBe 추출 순환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블랭킷 레이어는 구멍이 뚫린 구

조체 벽으로 구분되고, Li17Pb83 순환장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멍들을 통해 냉각수가

흘러간다.

(1) 핵융합 타겟 설계

LIFE 핵융합 타겟은 그림 10에 표시된 NIF타겟과 같이 핫스팟 점화 (Hot

Spot Ignition; HSI)를 이용하는 hohlraum 으로 구성된다. 예상되는 목표 출력은 타겟

당 27 MJ이며, 14.8 Hz의 반복률로 작동하여 핵융합에 의해서 400 ㎿가 생산된다. 간

접구동 방식의 핫스팟 점화 타겟은 현재 NIF에서 점화반응 데모에 사용되고 있다. 핫

스팟 점화는 구면 연료 캡슐의 내폭

과정 중에 압축과 점화를 동시에 일

으켜야 한다. 간접구동방식의 구성에

서 구형 DT충전 캡슐을 높은 원자

량을 가진 금속의 원통형 공동 내부

(hohlraum)에 위치시키고 350 nm 파

장의 NIF레이저 에너지를 hohlraum

내부 벽에 집중하여 X-선으로 변환

시켜 내폭 압력을 발생시킨다. 소량

(총 DT 연료 질량의 1 %이하)의 연

료 중앙 부분이 연료의 나머지 차가

운 고밀도 부분을 점화시킨다. 이러

한 접근 방식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지만, 뜨거워진 장소로 차가운 주 연료가 혼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폭 연료의

구형 대칭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대칭성을 필요로 한다.

(2) 버퍼 가스

지난 30 년 동안 관성 핵융합 챔버의 설계는 주로 첫째 벽면 보호 구도에 초

점을 맞추고 있었다.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들은 두껍거나 얇은 액체 보호막과 낮은

압력의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LIFE은 밀도 5 μg/cc의 저압 불활성 가스를 사용

한다. 즉, 표적 챔버 및 빔 경로가 아르곤, 크립톤과 제논 가스 혼합물로 채워진다. 이

러한 가스는 X-선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간접구동 표적에서 방출되는 모든 이

온을 몇 cm 이내에서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그 다음 뜨거워진 가스는, 텅스텐으로 이

루어진 첫 번째 벽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오랜 (수 백 μsec) 시간동안에 방

사를 통해 냉각된다. 이상적으로는 가스 밀도는 단순히 대기압이어야 한다. 그러나 충

분히 낮은 가스 압력이라야 레이저 핵융합 타겟에 집속되는 레이저빔에 의해 가스가

이온화하여 플라즈마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너무 높은 가스 밀도는 다양한

플라즈마 현상을 일으켜 레이저빔을 산란시키고 타겟에 도착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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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하이브리드 엔진

에서의 냉각제 흐름 [16]

(3) 첫 번째 벽

첫 번째 벽은 성공적인 핵융합의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

이다. 그것은 최초의 벽면이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X-선와 중성자의 선속에 노출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높은 방사선 환경에서 냉각시키고 구조적 무결점을 유

지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낸다. 첫 번째 벽의 생존가능성은 순

수한 핵융합 시스템을 발전소로 운영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몇 가지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LIFE의 첫 번째 벽은 현재 X-선 온도 펄스를 완화시키는 열완충

물질(텅스텐)과 일반 구조용 소재보다 훨씬 더 높은 손상률을 근본적으로 견디는 고강

도 ODS (oxide dispersion strengthened) 페라이트계 철강 합금을 이용하고자 하며,

높은 중성자 및 X-선 선속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ODS로 이루어진 첫 번째

벽은 X-선 온도 펄스를 흡수하고 원활하게 제거하기 위해 250-500 μm의의 텅스텐 층

으로 코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 손상 속도에 대한 예측에 따르면 첫 번째 벽

은 대략 매 5∼7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4) Li17Pb83 첫 번째 벽 냉매

LIFE 챔버의 첫 번째 벽은 Li17Pb83 냉매에 의해 냉각된다. 이 냉매는 그것이

우수한 냉각능력과 삼중 수소의 증식 특성을 가진다는 핵융합 커뮤니티의 제안을 바

탕으로 선정되었다. 높은 X-선과 이온, 중성자 선속에 노출되는 첫 번째 구성 요소이

기 때문에 첫 번째 벽의 생존확률은 모든 핵융합 에너지 시설의 핵심 문제이다.

(5) 용융염 주냉매

시스템의 주냉매는 FLiBe이다. 용융염은 다른

냉매에 대해 더욱 좋은 냉각능력, 삼중 수소의 증식 및

중성자 증폭 속성 때문에 선택되었다. 즉, 수많은 핵융합

연구를 통해 확인된 높은 열용량과 삼중 수소를 생산하

는 능력 때문에 일차 냉매로 FLiBe를 선정하였다. 두

가지 냉각제의 사용은 그림 11에서와 같이 시스템 전체

를 통한 다양한 흐름 경로를 필요로 한다. Li17Pb83은

260o 온도에서 4.6 MT/s의 질량 유량으로 상단 주입 지

점에서 하단 제거 지점에 가기까지 첫 번째 벽 주위의

자켓 속으로 흘러간다. 녹색을 띠는 FLiBe는 블랭킷에

서 전체 시스템에 걸쳐 방사상으로 흐르며 50cm 직경의

24개 내부 튜브를 통해 24 MT/s의 높은 질량 유량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여러 잠재적인

냉각제는 표 6과 표 7에 나와 있다. 이상적인 냉각수는

저밀도 액체로써 효과적으로 더 멀리 열을 운반할 수

있도록 높은 열용량을 가지고, 핵융합 연료를 보충할 수 있도록 높은 삼중 수소의 증

식 비율 (TBR)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중성자를 흡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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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ant
Density

700℃ (g/cm3)

Heat

Capacity

Cp (J/gK)

Vol. Heat

Capacity

700℃ (J/cm3K)

Thermal

Conductivity

700℃ (W/mK)

LiF+NaF+KF 2.02 1.89 3.82 0.6-1.0

2LiF+BeF2 1.94 2.8 4.54 1.0

Li17Pb83 8.8 0.19 1.64 21

Liquid Pb 10.16 0.16 1.7 16

Liquid Na 0.7 1.25 0.88 55

H2O 1.0@20℃ 4.18 4.18 0.58

표 6 LIFE 엔진의 주요 냉각제 선택사항

를 감속하는 높은 감속능력을 가져야 한다. 감속율은 어떤 물질이 고에너지 중성자를

흡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중성자를 보다 낮은 에너지로 감속하는 (핵분열 확률을 향

상하는)가를 알아보는 좋은 척도이며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Moderating ratio  



여기서 Σs 와 Σa는 거시적 산란 및 흡수단면적, ξ는 충돌의 평균 혼수이득을 나타낸

다. 이 평균 혼수 이득은 중성자의 높은 초기 에너지로부터 낮은 에너지로 감속시키는

데 필요한 충돌의 회수를 계산하는 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매개 변수이며 다

음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 

ln 

 


여기서 Ei 와 Ef 는 각각 처음과 마지막 에너지이며, ξ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ln  

   

충돌 당 높은 혼수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원자 질량의 동위 원

소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위 식에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높은 산란 단면적과 낮은

흡수 단면적을 가진 동위 원소가 감속율을 증가시키는데 바람직하다. 표 6에서 조사한

냉각제 중에서 FLiBe는 열전달, 삼중 수소의 생산 및 중성자 감속 특성이 우수하므로

선택되었다. 그것은 감속능력이 68이며 LiF + NaF + KF의 6.8 또는 H20 의 71에 비

해 크다. Li17Pb83 와 같은 다른 냉각제도 바람직하지만, 밀도가 4배 증가하며 시스템

전체를 냉각하기에는 실용적이지 않다. 표 7에서 다양한 냉매가 선택 가능하나 H20의

경우 매우 뛰어난 감속재이긴 하나 냉매 작동 온도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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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Be가 LIFE 엔진의 주 냉각재로 선택되었다.

Coolant Advantages Disadvantages

LiF+NaF+KF
No Be, cheaper than flibe,

similar properties to flibe

High melt temp, lower

heat transfer than liquid

metals

2LiF+BeF2

Good moderator,

chemically stable, high

volumetric heat capacity,

good neutron multiplier,

good tritium producer

High melt temp, lower

heat transfer than liquid

metals

Li17Pb83

No Be (human safety

issues and cost), good

neutron multiplier

Weight exceeds allowable

limits

Liquid Pb
Low melt temp, high

thermal conductivity

Weight, no tritium

breeding

Liquid Na

Very high thermal

conductivity, low density,

high heat capacity

Fire hazard, no tritium

breeding, no neutron

multiplication

H2O

liquid at room temp, very

good moderator, cheap and

easy to work with

criticality issues, low

operating temp, no tritium

breeding, no neutron

multiplication

표 7 각 냉각제의 장점과 단점 비교

(6) 베릴륨 증폭층

시스템의 평형상태에서 중성자의 균형은 하나의 중성자가
6
Li에 흡수되어 하나

의 삼중수소가 생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핵분열 이벤트 당 생산되는 중성자의 평균 개

수가 3.0을 초과할 수는 있지만, 당초 LIFE 엔진은 임계 이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

었다. 핵분열에서 생산되는 중성자의 총 숫자로는 연쇄 반응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

에 시스템은 임계 이하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평형 상태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원

천 중성자당 평균 세 개의 중성자 모두가 다 필요하다. 이것은 중성자 증폭 매체가 없

이는 달성하기가 어렵다. 베릴륨과 납이 (n, 2n) 및 (n, 3n) 반응을 통해 아주 좋은 중

성자 증폭기가 된다. 베릴륨은 1.8 MeV의 임계값을 가지고 납은 8.5 MeV의 임계값을

가진다. 낮은 임계값 에너지는 단일 14.1 MeV의 핵융합 중성자 또는 고에너지 핵분열

중성자로부터 다중(n, 2n)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베릴륨은 또한 우수한 중성자 감속재

역할을 한다. 이것은 그림 12에서와 같이 전체 주기의 초기에서 확인된다. 베릴륨 페

블을 포함하면 중성자 속의 상당한 열화를 얻을 수 있고 핵분열 연료를 생산하고 그

것을 핵분열 시키는데 이점이 있다. 이것들이 직접 핵분열 연료 영역의 방사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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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Be페블 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의 연료 블랭킷내에서이 중성자 스펙트럼

쪽에 직접 설치되어 증폭층으로 사용되는

주요 이유이다. 베릴륨은 쉽게 검사 및 교

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1cm 직경의 페블의 형태로 구성한다. 고

체의 베릴륨 구조가 연구되긴 하였지만

부풀어 오르는 무게와 교체에 문제가 있

어 폐기되었었다. 베릴륨은 임계값이 2.7

MeV인 (n, 2n) 발열반응과 임계값이 1.4

MeV인 (n, α) 발열반응을 나타내며 상당

한 양의 헬륨을 생산한다. 이 헬륨가스가

금속 격자에 남아 재료를 팽창하게 한다.

이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 베릴륨 페블은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스템을 통해 흘러가고 정기적으로 제거되어 열처리하고 압축

하여 가스를 제거해야 한다.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베릴륨은 각 페블의 부피로 약

0.54 %인 ODS 페라이트계 철강재 내부에 캡슐화 한다. 베릴륨페블은 시스템 전체에

방사상으로 흐르는 flibe에 의해 냉각된다.

(7) 핵분열 블랭킷

Flibe는 베릴륨 블랭킷을 통과해서 방사상으로 이동한 후 주요 냉각 대상인 핵

분열 블랭킷과 만나게 된다. 외부에서 온 중성자와 핵분열 블랭킷의 기능은 무엇보다

자체의 중성자로부터의 에너지를 증폭하는 것이다. 14.1 MeV의 (D, T)핵융합에 비교

되는 매 반응마다 대략 208 MeV를 발생하는 핵분열은 일반적으로 고에너지 발생 프

로세스라고 불린다. 핵융합은 핵반응에서 에너지의 대부분 (~ 80 %)이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성자가 풍부하다. 하이브리드 엔진에서 핵분열 블

랭킷을 추가하면 설계에 따라 4 ∼10의 배율로 핵융합 출력이 증가한다. 핵분열 블랭

킷은 핵분열 연료를 비록 다른 가동 성능을 보일지라도 어떤 종류라도 포함할 수 있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열화우라늄을 포함하는 고체 연료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8) 페블 베드 시스템을 위한 TRISO 연료

하이브리드 엔진에 사용하기 위해 조사된 기준 연료는 원래 고온 가스 냉각

원자로에 사용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Tristructural-isotropic (TRISO) 연료를 수

정하여 구성하였다. 연료는 우라늄 옥시카바이드 (UCO)로 만든 미소구체, 또는 커널

을 네 겹의 등방성 물질 레이어로 캡슐화 한 것이다. 레이어 들은 화학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에 의해 코팅되는데 첫 번째 다공성 탄소 버퍼로 구성된

코팅을, 다음에 고밀도 pyrolytic carbon 층 (PyC)을, 다음에 탄화규소의 세라믹 층

(SiC)을, 다음에 PyC의 최종 층을 입힌다. TRISO 입자의 전자 현미경 이미지는 그림

13과 같다. TRISO 연료 입자는 1600 °C 이상의 다양한 온도에서도 열 또는 핵분열

가스 압력의 스트레스 때문에 균열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대부분의 극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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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크랙이 생긴 TRISO의 전자

현미경 영상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겹의 레이어는 각각 설계상 특정

기능을 가진다. 다공질 탄소 버퍼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그것은 더 높은

밀도 층으로 운동 에너지가 직접 전송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핵분열 파편에 대해 반동

감쇠 버퍼를 제공한다. 둘째, 연소 과정 중에

생산되는 핵분열 가스를 흡수하도록 적절한

공급량을 제공한다. 셋째, 커널의 팽창과 외부

코팅의 수축에 의한 치수 변화를 수용한다.

내부의 PyC 레이어는 다공성 버퍼를 둘러싸

서 핵분열 가스 압력에 대해 구조적으로 지지

하고 SiC 레이어가 증착되는 매끄러운 접합

면을 만든다. 그것은 또한 SiC 레이어가 핵분열 생성물(팔라듐 및 란타나이드)의 화학

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SiC 레이어에 핵분열 생성물이 증착되는 것을

방지한다. SiC 레이어의 주요 기능은 압력 용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SiC는 매우 높은

항복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온도에서도 그것을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SiC를 금

속 핵분열 생성물이 커널 밖으로 유동되어 나올 때 확산 장벽 역할을 한다. 외부의

PyC 레이어는 구조적으로 SiC를 지지하여, 방사선 조사 후 발생하는 SiC의 인장 응력

을 레이어 수축을 통해 감소시키고, SiC가 실패할 경우 핵분열 가스 생성물을 막는 최

종 장벽의 역할을 한다.

여러 개의 TRISO 입자들이 모아져서, 외부에 ODS 캡슐로 둘러싸인 흑연 매

트릭스로 구성된 페블 내부에 집어넣어 포장된다. 각각의 페블에 포함된 TRISO 입자

의 수는 충전율과 페블 직경의 함수이다. 그림 14a는 입자들이 어떻게 연료 페블로 포

장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입자들이 10 % ∼ 30 %의 전형적인 부피 충전율을 가지

고 흑연 매트릭스에 임의로 분산되어있다. 이 디자인은 중성자가 핵연료 커널에서 탈

출하면 흑연 매트릭스에서 감속되도록 한다. 그림 14b는 이 페블들이 배드에 채워져

있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지만, 페블이 임의로 LIFE 엔진에 채워져서 냉각수 내

에는 충전율을 쉽게 제어되지 않는다. 페블이 시스템을 통해 흐를 수 있는 이론적인

부피충전율은 60 %이다.

해당 시스템에서 적절한, 연료 커널의 높은 연소를 수용할 수 있도록, 레이어

크기가 맞춰져 있으므로 LIFE 개념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TRISO 설계가 변경되

어야 한다. 즉, 주변의 레이어에 대한 커널의 상대적인 부피를 조절하면 높은 연소와

많은 핵분열성 가스 생산을 수용할 수 있다. 표 8은 하이브리드에 적합한 TRISO 디자

인 매개 변수를 보여준다. LIFE용으로 수정된 TRISO 설계와 일반적으로 문헌에 나와

있는 설계를 비교하면 하이브리드용은 SiC 레이어가 일반적으로 고온 원자로에 사용

되는 것보다 두꺼운 것을 보여준다. 이 수정은 높은 연료 연소에서 예상되는 보다 큰

가스 압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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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핵융합로 안에서의 연료: (a) 연료 페블속의 TRISO 연료 (좌

측), (b) 배드속의 연료 페블(우측)

Layer Density [g/cm3] Outer radius [μm]

fuel kernel (UCO) 10.5 300

buffer layer (C) 1.10 402

high-density IPyC 1.95 407

SiC 3.20 497

high-density OPyC 1.95 500

Pebble matrix (C) 1.70 9,990

Pebble ODS layer 3.20 10,000

표 8 TRISO와 연로 페블의 특성

(9) 구조용 재료

LIFE 엔진은 수 MT의 무게가 나가는 여러 개의 블랭킷과 냉각수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을 위하여 대략 650o C의 높은 냉각수 출

구 온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벽의 구조재 재료와 직접 접촉하는 페블이 900
o

C를 초과

할 수 있고, 구조물 재료가 이 온도에서 높은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높은 방사선 환경이 심각하게 많은 고온 재료의 수명을 제한한다. 이러한

이유로, ODS 철강은 엔진의 구조물 재료로 선택된다. 그것의 고온 강도와 방사선 손

상에 대한 높은 저항의 조합은 다른 구조물 재료들 보다 더 선호하게 한다.

(10) 반사체 설계

엔진에서 중성자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FLiBe에 의해

냉각되는 흑연 페블 반사판이 사용된다. 흑연 페블은 시스템의 핵연료와 베릴륨 페블

과 유사하게 흘러 다닐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교체할 수 있기에 선택된다.

또한 흑연은 FLiBe만 있을 때와는 달리 이를 통해 중성자를 감속시키고 핵분열성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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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반사체 두께에 따른 중성자 활용율; 붉은 점은 최초운전을

위한 반사체 두께를 나타냄

랭킷 영역으로 반사시키는 더 좋은 기능을 한다. FLiBe만 사용하면 중성자가 6Li에 의

해 직접 흡수되어 핵분열 연료 블랭킷으로 반사되는 중성자가 줄어든다. 따라서 흑연

페블을 최대 60 %의 임의 충전율로 사용하고 이는 주 FLiBe 냉매에 의해 냉각된다.

최적의 반사체의 두께는 그림 1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75cm에서 5cm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두께 변수를 분석하여, 75cm가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최소

한의 중성자 누출을 유지하면서 (전체 재료의 질량을 줄이기 위해) 반사판의 두께 최

소화를 추구하고 있다. 75cm의 두께를 넘어가면, 반사체는 무한 반사체로 작용하며,

추가 재료는 반사율을 더 이상 개선시키지 못한다.

2. 하이브리드 LIFE 운전 특성

하이브리드 LIFE 엔진의 설계 측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다. LIFE 엔진 설계와 운영에 관련된 매개 변수

는 표 9에 요약되어 있다. 기본 시스템에 대한 블랭킷 치수, 핵융합출력과 블랭킷 이

득에 관련된 주요 요소가 제공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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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열출력과 시간의 관계

Design Parameter Value

Thermal Power (MWth) 2,000

Fusion Yield (MWth) 500

Corresponding Fission Blanket Gain 4

Fission Blanket Heavy Metal Mass (MT) 20

First Wall Coolant Li17Pb83

Primary Coolant 2LiF + BeF2

First Wall Inner Radius (m) 2.5

TRISO packing fraction (%) 20

Fuel Pebble packing fraction (%) 60

Be multiplier thickness (cm) 16

Be pebble packing fraction (%) 60

Fission blanket thickness (cm) 74

Graphite reflector thickness (cm) 75

Graphite pebble packing (%) 60

표 9 하이브리드 LIFE엔진의 기본 설계 변수

(1) 6Li/7Li 제어를 통한 출력의 균일화

하이브리드 LIFE 엔진은 핵융합 연료가 제공되면 중성자는 삼중 수소를 생산

하고 그것을 핵융합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238U에서 핵분열성 239Pu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전형적인 엔진은 초기에 아주 작은 핵분열성 물질

을(질량으로 0.26 wt%의 235U) 함유하는 40 MT의 열화우라늄을 탑재하고 있다. 통제

가 없다면, 플루토늄의 생산과 흡수 속도가 약 12년 후 평형을 이룰 때까지 열출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가진다. (그림 16에서 실선으로 표시). 플루토늄의 저장값

이 최대인 점을 지나도 시스템은 4∼

5십년에 걸쳐 핵분열 플루토늄을 지

속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최대열출력

에 대한 평균열출력의 비로 정의되는

플랜트 가동률이 낮기 때문에 이 방

식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핵융합 반복율을 줄여

대부분의 시스템 수명동안 출력을 평

활하게 할 수 있다 (그림 16에서 굵

은 점선으로 표시). 그러나 이 경우

레이저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 대안

으로, FLiBe와 Li17Pb83 냉각제 내의
6Li/7Li 농도를 시간에 따라 변화시키

는 제어방식을 사용하면 그림 16에서 얇은 점선 곡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초기에

는 6Li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삼중 수소가 과잉 생산되어 열출력이 억제된다. 이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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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DU 2,000 MWth LIFE엔진의

시간에 따른 출력의 변화

그림 18. DU 2,000 MWth LIFE 엔

진의 심간에 따른 TBR 변화

중 수소는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되고, 나중에 이 삼중 수소를 사용하여 열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시간에 따라 6Li의 농도를 조정하면, 레이저 반복률의 감소에

의한 방식보다 무려 12 년을 더 길게 거의 일정한 2000 MWth 의 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기법은 저장된 삼중 수소의 고갈 또는 모체 핵물질과 핵분열성 물질의

열화로 말미암아 출력이 떨어지기 전에 최대출력 기간 중에 LIFE 엔진이 FIMA

80-90%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출력하강과 소각의 기간이

시작된다. 이때에 시스템은 종료될 수도 있고, 연료가 재충전되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열출력을 감소시키면서 남아있는 악티나이드들을 소각시킬 수 있다.

열화된 6Li 또는 농축 FLiBe를 사용할 경우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어렵지만, 여러 그룹에서 레이저 동위 원소 분리 등 다양한 농축 계획을 연구하고 있

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열화 또는 천연 FLiBe를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사

용하여서도 성취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LIFE 엔진에서 필요한 농축도가 달라지면

이러한 개별 냉각제의 혼합물은 조정 될 수 있다.

(2) 트리튬 증식률(TBR)

시스템의 열출력의 변화 추이는 그림 17에 표시되어 있다. 출력 증가 단계는 6

개월 미만이 걸린다. 핵분열 물질의 생산은 이 시점 이후에도 계속되지만, 연료의 농

축 또는 재투입 없이 50년 동안 2000 MWth 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6Li 냉매의 농

축도에 따라 열출력이 조절된다. 연료 생산 단계 동안, 그림 18과 같이 TBR은 1.0 에

서 시작하지만, 최대 1.2 정도까지 상승된다. TBR이 1.0을 넘어서는 수년 동안, 삼중

수소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모체 핵물질의 고갈로 인해 핵분열 물질의 생산이 느려짐

에 따라 열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TBR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질 수 있다. 저장된

삼중 수소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출력이 효과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

다. 그 시점에서, Li17Pb83에서 약 52%, FLiBe에서 1.1%로 6Li 농축도를 증가시켜 트리

튬 증식률을 대략 0.7로 부터 1.0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 냉각재의 농축도가 최상의 성

능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면 즉시 2,000 MWth로 부터 약 1400 MWth

로의 시스템 출력의 감소가 발생한다. 남은 시간은 잔여 악티나이드가 원하는 연소점

에 도달하도록 소각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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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2008년 2월 24일 - 2월 29일

출장자: 한재민

출장지: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목 적: 내폭 X-선에 의한 광이온화 스펙트럼 측정

제 3 장 과학기술 인력교류

제 1절 연구원 파견

본 절에서는 HiPER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시설에서의 공동연구 및 공동실험

에 연구원을 파견한 내용을 출장보고의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출장 중 수행한 공동연

구내용의 세부사항은 제 4 장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1. 일본 오사카대학 ILE (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 연구소

• 2007년 9월 일본에서 개최된 IFSA 학회에서 한중일 전문가가 따로 모여

기술협력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이 때 중국의 물리연구소, 일본의 오사카대학, 한국

의 KAERI가 공동으로 오사카 대학 부설 ILE 연구소의 GEKKO XII 시설(그림 19)에

서 공동실험을 수행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그림 19 GEKKO 시설의 조감도 (K. Mima, 2008)



- 57 -

• 실험의 내용은 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GEKKO XII 레이저를 사용하

여 CH(폴리스틸렌) shell 타겟을 압축/내폭시키고 (implosion), 이 때 발생하는 X-선을

slit을 통과시켜, 독립적으로 발생시킨 Si (실리콘) 플라즈마와 반응하게 하여 저온 저

가의 Si 플라즈마 이온을 고가이온으로 추가적으로 광이온화하며 여기서 발생되는 X-

선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림 20 Implosion에 의해 발생된 X-선을 이용한 광이온화 실험 개념도

(H. Nishimura, 2008)

• 실험에 관한 상세 내용은 제 4 장 제4절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본 실험을

위하여 중국의 물리연구소에서 3명, 한국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명, 일본의 ILE 연

구소에서 7명 (레이저 관련 전문가 제외)이 참여하였다 (그림 21).

그림 21 GEKKO 레이저 통제실에서 촬영한 공동실험 참여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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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일정 및 자료 공유

매일 매일의 실험은 그림 22와 같이 GEKKO 실험실내의 intranet 망에 의해서

일정이 공지되고 타겟 및 레이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기재된다. 한편, 타겟에 조사

되는 레이저의 상태도 동시에 intranet에 입력되어,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의 에너지와

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다. (그림 23 참조)

그림 22 실험실내의 intranet 망에 의해 공지되는 daily schedule

그림 23 Intranet에 입력된 GEKKO 레이저의 shot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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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2008년 5월 18일 - 5월 30일

출장자: 이용주 (IAEA, RAL, MPQ)

출장지: 체코 (IAEA 회의), 영국(러더포드 애플턴 연구소), 독일(막스플랑크연구소)

목 적:

• HiPER 사업에 관한 업무 협의 및 KAERI-러더포드연구소간 공동 실험 협의

• 핵융합반응 진단 및 시뮬레이션 기술 협의

• IAEA RCM 회의 참석 (Pathways to Energy from Inertial Fusion)

• 실험 분석 및 향후 추가 실험 계획

측정된 데이터는 참가자가 각자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08년 6월 초에 한국에

서 모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논문 작성을 위해서 추가의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2009년 2월경에 추가 실험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금번 실험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였다.

(i) Measurement of Ne, Te, average Z of Si pre-plasma

ILE

(ii) Simulation of Si pre-plasma formation and shell implosion

ILE, IOP, KAERI

(iii) Derivation of TR from TG data and multi-pinhole camera data

ILE, IOP

(iv) Derivation of "Te" from line ratio

ILE, IOP

(v) Analysis of shell implosion

KAERI

2. 영국 RAL연구소, 독일 MPQ 연구소, IAEA RCM

•핵융합 연구는 ITER 사업과 같이 Tokamak 연구를 위주로 하는 자기핵융합

과 레이저나 중이온을 사용하는 관성핵융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두 연구 분야 모두

를 IAEA는 관리/지원하고 있다.

•체코의 프라하에서 개최된 IAEA RCM 회의는 관성핵융합을 지원하는 분야

의 회의로서 주제는 “Pathway to Energy from Inertial Fusion" 이었으며, 관련 CRP

를 수행하는 회원국의 연구기관에서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KAIST가 CRP에 참여하여 KAIST의 연구내용을

주로 발표하였었는데, 이제는 KAERI도 참석하여 KAERI에서 수행하고 있는 레이저

핵융합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의 핵융합연구 현황에 대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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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되었다.

•독일의 MPQ (Max-Planck Institute for Quantum Optics)는 스페인 과학자

인 Prof. Rafael Ramis와 공동으로 핵융합 시뮬레이션 코드인 MULTI 코드를 개발하

였는데 우리팀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고에너지 레이저 반응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우

리가 연구하고 있는 레이저 핵융합 관련 전산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토의하고 향후 초

고속 현상 및 전산 시뮬레이션 분야에 대해서 협력하고자 하였다.

•HiPER 과제의 연구협력분야에 대하여 HiPER 주관연구책임자인 영국의

Rutherford Appleton Lab (RAL)의 M. Dunne 박사와 참여 분야에 관하여 협의 하고

자 하였으며, 또한 HiPER와 관련하여 RAL의 VULCAN 레이저 시설에서 국제공동실

험을 수행할 수 있을 지 가능성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구체적인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KAERI의 레이저핵융합 연구 활동 소개 및 전문가 기술 협의

1) IAEA RCM (Research Coordination Meeting) 참가

"Pathway to Energy from Inertial Fusion"이라는 주제의 IAEA CRP 과제에

서 주관한 이번 RCM은 체코의 체코공과대학 (Czech Technical University)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회의는 본 CRP의 두 번째 RCM이었으며, 주최국인 체코외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헝가리, 러시아, 루마니아, 인도, 한국 등 20여명의 전문가

가 참여하였다. (그림 24)

그림 24 IAEA RCM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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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KAIST가 CRP에 참여하여 KAIST에서 수행하고 있

는 레이저 증폭기에 관한 연구내용을 주로 발표하였었는데, 최근 KAERI도 체코의 M.

Kalal 교수가 과제책임자인 CRP에 참여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KAERI에서 수행하

고 있는 레이저 핵융합 관련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IAEA 의 section

책임자인 G. Mank 박사 (그림 24의 전열 좌측에서 4번째)는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수

행되고 있는 레이저 핵융합연구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정보를 얻게 되어 IAEA 차

원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해 주었다.

2) 독일 Max Planck Institute for Quantum Optics 방문

뮨헨시 근교의 Garching 에 소재하고 있는 MPQ (Max Planck Institute for

Quantum Optics)는 본 연구팀과 90년대부터 원자분광학 분야에서 협력해 온 연구소이

며, 2000년도에도 레이저 핵융합에 의한 중성자 발생 기술을 토의하기 위해 방문한 바

있다. 이때는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의 유사 실험시설의 챔버가 MPQ에서 설계되었다

는 정보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연구협력을 위하여 방문한 바 있었다.

이번 방문에서는 극초단 현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매우 저명한 J.

Meyer-ter-Vehn 교수 그룹(그림 25)을 방문하여 Ti:Sapphire 레이저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자/양성자를 가속하여 핵반응을 일으키는 연구에 관하여 토의하였으며,

MPQ에서 개발한 핵융합 시뮬레이션 코드인 MULTI 코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현재 Meyer-ter-Vehn 교수는 8 fs 의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하여 극초단의 전

자를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론적 입자 가속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그림 25 MPQ의 Meyer-ter-Vehn 교수의 실험실 (Meyer-ter-Vehn 교수

는 사진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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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Q에서 개발한 MULTI 코드에 관하여 토의하기 위하여 우리가 MULTI 코

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여러 경우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 실제로 코드에 관하여는 스

페인의 R. Ramis와 의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그는 매년 7월에 한 달 정도

MPQ를 방문하여 기술 협력한다는 정보를 알려 주었다. 기회가 되는대로 R. Ramis와

시뮬레이션 코드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MULTI 코드를 사용

하여 실제의 실험에 적용한 예를 그림 26과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그림 26 MPQ에서 발표한 자료중의 일부 (MULTI 코드의 계산 결과)

그림 27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제공하는 MULTI 코드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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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사용하는 변수에 따라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

성은 프로그램에서 적절히 보완 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R. Ramis와 협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영국 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 방문

HiPER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 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 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재 우리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관련 연구내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우리

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핵융합 중성자 발생 기술과 전산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 및 중

국과의 공동 실험 내용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HiPER 과제에 관하여는 얼마 전부터 과제책임자가 W. Martin에서 A-M

Clarke 로 변경되었다. 영국은 연구의 Coordinator 가 실질적인 연구책임자이며 수행하

는 기간이나 연구내용에 따라 과제책임자 (project manager)를 선임하여 연구를 수행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즉 M. Dunne 박사는 HiPER 과제의 Coordinator 이며 과제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을 책임지게 된다.

금년 10월 VULCAN레이저 시설에서 HiPER 연구와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실험에 KAERI가 참여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토의 하였으며, 실제로 이 실

험은 프랑스 LULI 연구소의 M. Koenig 교수가 책임자이므로 이 교수와 의논을 하여

야 한다고 하였다. 실험의 참여를 위하여 Dunne 박사가 중재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나.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핵융합 중성자 발생 기술 협의

• IAEA RCM에 참석한 전문가중에서 前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소장이

었던 S. Nakai 교수는 레이저 핵융합에 의해 고속 중성자를 발생시키고 이 고속 중성

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림 28), 이 분야의

연구가 향후 매우 폭넓게 활용될 것을 믿고 있었다. (그림 29). 따라서 레이저 핵융합

에 의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설을 이용하여 중성자를 만들어

내는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다. HiPER사업의 Work Package 참여에 관한 업무 협의

• HiPER사업에는 유럽의 10개국의 연구기관이 참여하므로, 이들 사이의 업무

구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업무내용을 15개 정도의 work package 로 구분하여, 참

가하는 기관마다 몇 개의 work package에 소속되도록 구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EU

의 회원국도 아니고, EU의 FP 사업에 분담금도 내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참여

기관은 정식으로 FP 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도 없고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다.

그러나 연구의 측면에서 적당한 work package에 참여하여 연구의 내용이나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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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은 잠정적으로 WP8과 WP12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WP8은

Safety, Environmental Analysis and Fusion Technology 로서 스페인의 M. Perlado

교수가 책임자이며, WP12는 Fundamental Science Programme 으로서 그리스의 M.

Tatarakis 교수가 책임자이다.

그림 28 레이저를 이용하여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기술 (S.Nakai, 2008)

그림 29 레이저에 의해 발생시킨 중성자를 연료전지 개발에 응용하는 예 (S.

Naka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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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utherford Appleton Lab의 VULCAN 시설에서의 공동실험 일정 협의

• VULCAN 레이저 시설은 현재 LaserLab-Europe의 레이저 시설 중의 하나

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petawatt 급 빔 라인을 갖추고 있다. (물론 세계 최고는

항상 바뀌지만...).

• 우리팀은 중국의 SG II 시설, 일본의 GEKKO XII 시설 등의 대형 시설에

서 공동 실험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대

형시설에서의 공동실험은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HiPER의 참여를 계기로 RAL의

VULCAN 시설에서 수행예정인 EU 과학자들과 공동 실험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 있었다.

• 금년도 VULCAN 실험일정은 그림 30과 같으며, VULCAN시설에는 3개의

타겟 실험실이 있는데 petawatt 타겟실험실 (TAP), Target Area East (TAE), Target

Area West (TAW) 등이 있다.

• 10월에 수행되는 실험은 Target Area West (TAW)에서 수행될 예정이며

주제는 폴리스틸렌 타겟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통형으로 내폭시키고 어느 정도 내폭

되었을 때 극초단의 또 다른 레이저 빔을 이용하여 전자를 발생/수송시키는 실험이다.

그림 30 2008년도 VULCAN 실험일정표; 본 연구팀은 10월6일부터 진행

되는 W6 07-08 P2 실험에 참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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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2008년 8월 30일 - 9월 7일

출장자: 임창환

출장지: 독일 (GSI 연구소)

목 적: ECLIM 국제학회 참석 및 기술협력 협의

마 영국 UKAEA (UK Atomic Energy Agency)

JET (Joint European Torus) 와 관련된 사업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UKAEA의 JET/ADAS팀을 방문하여 우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텅스텐 고가이

온의 계산 기술에 관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토의하였다.

3. 독일 GSI 연구소

• ECLIM (European Conference on Laser Interaction with Matter)은 격년

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30회째를 맞고 있는 레이저 플라즈마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학회이며 매번 300 편 정도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 핵융합에 사용되는 레이저와 초단펄스의 초고출력 레이저 뿐 아니라 가속

기 등도 소개되고 있으며, 이들 장치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 거동에 대한 발표가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 유럽에서는 미국의 NIF(National Ignition Facility)에 대응하는 프랑스의

LMJ(Laser Mega Joule)가 소개되었으며, 레이저핵융합과 관련하여 최근 영국을 중심

으로 추진하고 있는 HiPER 과제에 대한 소개도 opening session으로 소개되었다.

• 핵융합 분야에서는 고속점화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레이

저를 이용한 고에너지 전자, 양성자, 중성자 발생 및 이를 이용한 핵종 변환, X-선, 감

마선 레이저, PET 등에 관한 연구도 소개되었다.

• 독일 GSI에서는 중이온가속기에 PHELIX라는 PW 레이저를 추가하여 고에

너지밀도 플라즈마 물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회는 독일 GSI가 Phelix를 완

공한 기념으로 주최하였다. Phelix는 미국의 NOVA 시스템을 해체한 일부를 독일로

이전한 것으로 4 kJ/1PW로 설계되었으나 페러데이 회전자 소자의 손상으로 인하여

현재는 1 kJ에서 동작하고 있다. 학회 도중 독일 GSI의 가속기 시설과 Phelix 레이저

견학도 있었다.

• GSI의 PHELIX 그룹의 연구 동향

이번 학회를 개최한 독일의 GSI는 세계에서 가장 큰 중이온가속기를 운영하는

곳으로 1998년 미국에서 이전한 NOVA 레이저의 1 beam line을 재 설치한 Phelix 라

는 레이저를 가속기에 결합하여 세계 유일의 레이저+가속기를 이용하는 고에너지밀도

플라즈마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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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2008년 10월 5일 - 10월 18일

(출장 체재비는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전액 지원)

출장자: 이용주, 권덕희

출장지: 영국 (RAL)

목 적: HiPER 발족식 참석 및 VULCAN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참여

Phelix는 4 kJ급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레이저 전단부를 nano 초와 pico 초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레이저 빔 구경은 30 cm로 우리 연구원 레이저

(구경 10 cm, 4개 빔)에 비해 3배 정도 크며 NIF와 같이 4중 증폭 구조를 채용하였으

나 PECI라 불리는 광스위치 소자의 손상문제로 현재는 1 kJ로 운전하고 있다.

1 beam line으로 구성된 Phelix 건설에는 연간 15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어 9

년 만에 완공하였으며, 현재에는 약 10여명의 운영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4. 영국 RAL 연구소, 프랑스 LULI 연구소

•핵융합 연구는 ITER 사업과 같이 Tokamak 연구를 위주로 하는 자기핵융합

과 레이저나 중이온을 사용하는 관성핵융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두 연구 분야 모두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림 31)

그림 31 HiPER 사업 (좌측)과 ITER 사업 (우측)의 비교

•관성핵융합 장치인 HiPER 시설 건조 사업은 전략적 유럽 연구 인프라 구축

포럼 (European Strategic Forum for Research Infrastructure) 로드맵에 2006년부터

선정되었으며, 2008년 4월 EU FP7사업으로 준비단계 (Preparatory Phase) 과제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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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의 일정으로 출범하였다. 이번 10월 6일에 형식적인 발족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10월 7일에는 그동안 각 work package 마다 진행되어온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계

획 등에 관한 HiPER 참여자 포럼을 개최하였다.

•영국 CLF/RAL (Central Laser Facility of 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

의 VULCAN시설에서는 HiPER와 관련된 국제공동실험을 6주+4주의 일정으로 9월초

에 수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KAERI도 이 실험에 참여할 것을 2008년 5월 RAL

방문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1개월 연기된) 본 공동실

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KAERI는 이 실험을 통하여 고밀도 플라즈마 및 고속점화에

관한 실험의 계획, 신청, 수행, 분석등 연구 전반에 관한 경험을 얻고자 하였다.

•실험의 상세내용은 제 4 장 제 1절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그림 32)

그림 32 본 실험에 참가한 연구원들

•또한 이번 실험의 총괄 책임자인 프랑스 LULI 연구소의 M. Koenig 교수를

방문하여 금번 실험이 추가로 2주간 연기된 이유 및 영향, 향후 대책에 대하여 토의하

고, 국제공동연구의 차원에서 프랑스 LULI 연구소와 한국 KAERI가 공동으로 참여하

는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한 영국대사관에서는 한∙영간 기술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KAERI는 2007년말/2008년초에 CLF/RAL과 공동으로 예산 지원을

신청한 바 있다. 최근 그 일부가 승인되었으며, 이 예산이 본 출장의 체재비로 사용되

었다.

가. HiPER 사업 발족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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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의 최종 예산 승인에 따라 HiPER FP7 사업이 2008년 4월에 착수되었으

며, 각 참여기관의 형식적인 서명을 위한 행사가 이번 10월 6일에 영국의 런던에서 개

최되었다. HiPER 사업은 EC로부터 FP7 사업 예산으로 3년간 3백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받지만 이 예산은 주로 법률, 행정등의 연구외적인 예산으로 사용되며, 이 예산의

4배에 해당하는 12백만 유로가 3년간 각국의 예산 관련기관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직

접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예산 지원기관의 대표자 8명이 26개

유럽기관을 대신하여 서명을 하였다. (그림 33)

• 본 행사는 런던의 중심가에 있는 Science Museum에서 개최되었는데 행사

에 앞서 BBC, CNN 등과의 기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위하여 HiPER관련

인사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

• 영국 원자력연구소 (UKAEA)의 S. Cowley 교수는 핵융합 연구에 관하여

현재 ITER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핵융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HiPER 사업

에서 얻어지는 많은 노하우들이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강조하였다.

그림 33 각국 예산 지원기관의 대표자가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있음.

• 본 회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실은 체코공화국이 이 연구에 매우 적

극적이라는 사실이다.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차관이 참석하여 체코의 미래 연구방향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HiPER 사업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 본 회의에서는 영국 과학기술부 장관을 대표하여 P. Knight 경, EC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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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R-J Smits 박사, 체코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차관 V. Ruzicka 박사, 프랑스 CEA

의 D. Besnard 박사, 그리스의 M. Tatarakis 박사, 영국 원자력연구소 (UKAEA)의

S. Cowley 교수, 독일 막스본 연구소의 W. Sandner, 임페리알 대학의 J. Wood 교수

등이 발표하였다.

나 HiPER 참여자 포럼 참석

• 10월 7일 개최된 이 포럼에서는 WP8부터 WP15까지 각 WP의 책임자가

그동안의 경위, 현황,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WP1부터 WP7까

지는 주로 법률과 행정등에 관한 업무로서 이 분야는 영국과 프랑스의 기관이 전담하

며, WP8부터 WP15 까지가 연구개발에 관한 분야로서 HiPER 참여 연구 기관들은 이

중의 하나 이상의 work package에 참여하게 된다. (표 10 참조)

WP 분 야 책임자 국 가 비 고

WP8
Safety, Environmental &

Fusion Technology
J.M.Perlado Spain KAERI 참여

WP9
Requirement Analysis for

Fusion Programme

WP10
Fusion Experimental

Programme
D. Batani Italy KAERI 참여

WP11 Fusion Target Delivery M. Tolley

WP12
HiPER Fundamental

Science Programme
M. Tatarakis Greece KAERI 참여

WP13
Laser Facility Design:

Single Shot

WP14
Laser Facility Design:

High Rep rate

WP15
High Repetition Target

Area Design
B. Rus Czech

표 10 HiPER의 연구 분야 work package 내용

• KAERI는 이 work package 들 중에서 WP 8, WP 10, WP12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WP8의 책임자인 스페인의 J.M. Perlado 교수는 우리의 참여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한편 10월 CLF/RAL에서 수행되는 공동실험은 WP12에 속한

실험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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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LF/RAL의 전문가 기술 협의

(1) M. Dunne 교수와의 토의

• HiPER의 책임자인 M. Dunne 박사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하여 협의 하였

다. 특히 현재 수행중인 한국 측의 FP7 협력과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2009년도부터 한국 측의 예산이 증가될 경우 일정한 금액을 KAERI 연구원 파견을 통

한 공동연구/공동실험에 할애하기로 협의하였다. 즉, 예산이 가능하다면 약 20,000천원

정도의 예산을 공동연구 비용으로 할애하여 한국 측 연구원이 RAL에 체류하면서

HiPER 관련 실험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 HiPER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영국의 VULCAN시설, 프랑스의 LULI 시설,

체코의 PALS 시설은 매년 일정한 beam time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시

설에서의 실험에 KAERI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험을 위한 준비기간이

약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공동실험에 참여하는 일정과 한국 측 과제

기간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 HiPER의 회원사이의 회의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

라서는 화상회의도 한다고 하며 이런 경우 KAERI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로 KAERI가 유럽에 국외출장을 가서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화상회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2) P. Norreys 교수와의 토의

• P. Norreys 는 CLF/RAL의 플라즈마 물리 그룹의 리더로서 HiPER와 관련

된 많은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론연구 및 전산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KAERI와의 협력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 전산 시뮬레이션 코드 개발과 관련하여, 어느 특정한 실험에 대해서 RAL

측의 계산 결과와 KAERI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MULTI, HYADES, OSIRIS등의 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3) D. Neely 교수와의 토의

• David Neely 교수는 CLF/RAL의 VULCAN 시설의 반응챔버와 진단등 실

험과학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실제로 KAERI와의 공동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였

다. 이에 따라 VULCAN 시설에서의 공동실험을 이르면 2009년도부터 추진하기로 하

였다.

• 본인이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한 많은 측정/진단 장비를 공유하는 방안, 전

문 연구원을 교환 파견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토의하였으며, 한국 측의

2009년도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구체적인 방안을 토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

여 2009년 3월경에 다시 방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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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ly 교수와의 공동연구가능 분야는 (1) 전자 수송을 위한 진단 기술, (2)

X-선을 이용한 진단 기술, (3) HiPER와 관련된 양성자 래디로그래피등이며 어느 분야

든지 KAERI가 원하면 협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라. 프랑스 LULI 연구소 전문가 기술 협의

• 이번에 수행된 공동 실험은 9월초에 시작하려다가 연기가 되어 10월 6일부

터 시작하기로 하였고, 또다시 TAW (Target Area West)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시 2

주가 연기되었다. 이 때문에 당초 10월 14일에 RAL의 TAW 실험실에서 만나기로 하

였던 본 실험 책임자인 Michel Koenig 교수가 10월 24일 이후에나 이 실험에 합류하

기로 하였다.

• Koenig 교수를 만나 HiPER 실험뿐만 아니라 고밀도 플라즈마에 관한 기술

협력을 토의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LULI 연구소를 방문하였다.

• Koenig 교수의 안내로 LULI연구소의 100TW 시설을 견학할 수 있었으며,

향후 협력방안을 토의하였다 (그림 34, 35). 협력가능 분야는 (1) Warm dense plasma

and HEDS, (2) Fast Ignition and electron transport, (3) Laboratory astrophysics 등

인데 이중에서 laboratory astrophysics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림 34 LULI연구소의 M. Koenig교수 (좌측사진의 좌측)와 챔버 내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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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100TW 레이저 장치를 이용하는 반응 챔버 (챔버의 색깔에서 프랑스인

들의 예술적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 “실험실 천문학” 분야는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의 H. Takabe 교수팀

과 연계되어 있어 결국 프랑스 (LULI), 일본 (오사카대학 ILE 연구소) 한국 (KAERI)

의 공동연구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 HiPER의 실험에 관하여는 최근 TAW 실험실을 완전히 새로 정리하는 과

정에서 반응챔버와 전산 제어 장치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새로 완성된 실험실의

안전 점검 확인 등으로 일정이 지체되어 결국 2주간이 연기되었다.

• HiPER와 관련된 협력으로는 WP12를 통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현재

TAW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분야이다.

• VULCAN 시설을 이용하는 실험

국제적 사용자 시설로 사용되는 VULCAN 시설의 laser beam 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약 1년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CLF/RAL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

하여야 하며 (KAERI 단독으로 신청하여서는 승인 확률이 매우 낮음) 그러기 위해서

는 유럽의 연구진과 진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HiPER 과제를 수

행하므로서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가 자연히 해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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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은 각국 참여원들의 참여 일정을 보여준다. 당초보다 실험이 여러 번

연기되어 주 참여자들의 일정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Week
42
13-17
oct

Week
43
20-24
oct

Week
44
27-31
oct

Week
45
3-7
nov

Week
46
10-14
nov

Week
47
17-21
nov

Week
48
24-28
nov

Week
49
1-5
dec

Week
50
8-12
dec

Week
51
15-19
dec

M. Koenig
LULI P/T P/T P/T P/T

?

S. Baton
LULI X X APS X P/T

?

E. Brambrink
LULI X P/T x

F. Perez
LULI X X X X X X X X X x

D. Batani
U. Milan X X X

R. Jafer
U. Milan X X X X X X X X X X

M. Richetta
U. Milan X X X X

C Benedetti
U. Milan X X X X

J. Santos
Celia X X X x

C. Fourment
Celia X X

S. Hulin
Celia X

F. Dorchies
Celia X X

B. Vauzour
Celia X X X X X X X X x

McKinnon
LLNL X X

A. Macphee
LLNL P/T P/T P/T

D. Higginson
UCSD X X X X

S. Chawla
UCSD X X X X X X

L. Labate
Pisa P/T X X

P. Koester
Pisa P/T X X X X

X
X X

L. Gizzi
Pisa X X

K. Lancaster
RAL X X X X X APS X X X X

J. Pasley
York -RAL P/T P/T P/T

M. Galimberti X X ? ? X X X X X X

표 11 실험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참여 일정표

• HiPER 사업을 위한 기존 시설

유럽에서는 HiPER 사업과 관련하여, LaserLab-Europe의 회원인 영국의

VULCAN 시설, 프랑스의 LULI 레이저시설, 체코의 PALS 시설은 일정한 beam time

을 HiPER 사업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면 우리 팀은 유럽의 선

진 레이저 시설에서의 공동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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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ER WP10/12 workshop
September 24-25th, 2009.

CR08, Atlas Building, 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

Thursday 24th

10:00 – 10:20 – Welcome and objectives Michael / Kate
10:20 – 10:40 – Nuclear diagnostics in high intensity laser plasma interactions  
                Marc Guenther
10:40 – 11:00 – Novel proton diagnostics - James Green/Dave Neely
11:00 – 11:20 – coffee

표 12. HiPER WP10/12 공동 워크샵 일정표

5. 영국 RAL연구소, 헝가리 KFKI연구소,Szeged 대학

출장기간: 2009년 9월 23일 - 10월 2일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영국(러더포드애플턴연구소), 헝가리 (KFKI연구소, Szeged 대학)

목 적:

• 유럽 레이저 핵융합 시설구축 사업(HiPER)의 진단분야 워크샵 참석

• 레이저 플라즈마 및 핵융합에 관한 기술 협의

가. 유럽 레이저 핵융합 시설구축 사업 (HiPER)의 진단 분야 워크샵

• 2008년 4월 28일 정식으로 출범한 EU FP7 과제인 HiPER 과제의 기술적

분야 중 Work Package (WP) 10과 12 분야의 연구진도를 점검하고, milestone으로 제

시한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향후 수행하여야 할 활동에 관하여 토의하

기 위하여 WP10과 WP12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 HiPER의 WP 10 (Fusion Experimental Programs) 의 책임자는 이태리 밀

라노 대학의 Dimitri Batani 교수이며 WP 12 (Fundamental Science Programme)의

책임자는 그리스 TEI의 Michael Tatarakis 교수이다. 이번 회의의 주요 주제는

HiPER 시설에서 사용하게 될 진단 장치 및 진단 기술이었다. 이번 회의의 발표일정

및 발표자는 표12와 같으며, 우리는 일본의 ILE연구소에서 한중일 공동실험으로 수행

한 implosion 연구내용과 중국에서 한중공동 실험으로 수행한 Thomson 산란 실험내

용, 그리고 우리연구소에서 한-체코 공동으로 수행한 플라즈마 진단연구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이번 워크샵 동안에는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자 및 중성자를 이용

하는 진단 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HiPER의 이름으로 수행하게 될 공동

실험에 대해서 토의 하였다. 다음 공동실험은 프랑스의 LULI시설에서 실험을 하게 되

며 이 때 수행할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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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1:40 – Fundamental Science Experiments – Michael Tatarakis
11:40 – 12:00 – Proton experiments and diagnostics for HiPER – Eugene Clarke
12:00 – 12:20 – Electron acceleration experiments based on the LWFA – 
                Christos Kamperidis
12:20 – 13:00 – Discussion
13:00 – 14:00 – Lunch
14:00 – 14:20 – Petal Diagnostics – Sebastian Hulin
14:20 – 14:40 – HiPER LULI absorption experiment – Robbie Scott
14:40 – 15:00 – Complex interferometry – Milan Kalal 
15:00 – 15:20 – Coffee
15:20 – 16:00 – Discussion and round up

Friday 25th

09:00 – 09:20 – Implosion dynamics and plasma diagnostics – Yongjoo Rhee 
09:20 – 09:40 – Proton emission as a diagnostic of electron transport – 
               Paul Mckenna
09:40 – 10:00 – K-alpha Diagnostics – Alessio Morace
10:00 – 10:20 – HiPER Compression – Michel Koenig
10:20 – 10:40 – HiPER Transport in compressed material – Michel Koenig
10:40 – 11:00 – Proton radiography – Luca Volpe
11:00 – 11:20 – Coffee
11:20 – 11:40 – HiPER Channelling – Peter Norreys
11:40 – 12:00 – New results from x-ray diagnostic measurements in TAP – 
               Petra Koester
12:00 – 12:20 – Novel spectrally resolved x-ray imaging technique – Luca Labate
12:20 – 12:40 – Next HiPER experimental proposal – Dimitri Batani
12:40 – 13:45 – lunch
13:45 – 15:00 – Discussion and action plan (coffee@15:00)

Each day the rooms are booked from 08:30 onwards to allow for any discussions 
outside the meeting to take place.

그림 36 WP10/12 공동 워크샵의 참석자

들

그림 37 WP12 책임자인 Michael

Tatarakis 교수

• 그림 36은 본 워크샵을 진행하는 사진이며, 그림 37은 WP12의 책임자인 Michael

Tatarakis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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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의 결과로서 향후 수행할 action plan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하나는 앞

으로 6개월 이내에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는 회의를 개

최하는 것이다.

• 그림 38은 HiPER 과제의 구성도이며 우리 연구팀은 표에 표시한대로 예산

과 인력을 WP8, WP10, WP12에 투입하여 참여하고 있다.

그림 38 HiPER의 Work Package 구성

나. 고에너지 밀도 과학에 관한 기술 협의

• 헝가리의 KFKI 연구소는 헝가리과학원 소속의 연구소로서 극초단 레이저

반응 현상과 Tokamak 핵융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극초단 플라즈마

진단에 관하여 Szeged 대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기술협력하고 있다. KFKI 연구소는

자기핵융합연구와 관련하여 우리팀에서 수행한 텅스텐의 원자구조 계산에 관하여 많

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Szeged는 부다페스트에서 약 180km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인구는 15만

명 정도 되는 대학도시이다. 이 대학교에서는 600 펨토초의 펄스폭을 갖는 KrF 엑시

머 레이저를 개발하여 고차 조화파 발생 등의 실험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OPCPA 기

술을 이용한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었다.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는

약 30mJ 정도의 소형레이저 이었으나, 향후 여러 분야에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

다. (그림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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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는 EU FP7 사업의 하나인 ELI (Extreme Light Infrastructure) 사업

에 참여하여 체코공화국과 함께 이 시설을 Szeged 대학교에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 당

초에는 프랑스 LOA 연구소의 제안으로 프랑스에 설립하고자 프랑스가 주도적으로 활

동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체코에 설치하는 것이 유력시 되었으며, 동시에

작은 규모의 시설을 헝가리와 루마니아에 건조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루마니아는 국가예산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현하였으며, 헝가리는

약 2백만 유로를 국가가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체코의 2백 5

십만 유로와 함께 ELI사업은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9. Szeged 대학의 극초단 물리 실험실; 좌로부터 KFKI의 Istvan

Foldes 박사, Szeged 대학의 Szandor Szatmari 교수 그리고 필자

• 우리 연구팀도 본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이와 관련

하여 9월30일 - 10월1일 그리스의 크레타에서 개최되는 LaserLab-Europe 회의에서

ELI 위원회 회의안건으로 토의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 협의에는 Szeged 대학의

Gabor Szabo 교수가 참석할 것이었으며, 이 교수는 우리의 ELI 참여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었다.

• 한편, 우리 연구팀은 체코의 ELI 추진사업에 대하여 체코과학원 물리연구

소 소장이며 체코측 ELI 책임자인 Jan Ridky 박사로부터 체코를 지지해 달라는 요청

을 받아서 이에 대응하는 참여 의향서겸 지지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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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번호

기 간 내 용 타 겟 조 건

I A 11/16 - 
11/27

Basic properties of 
LICPA driven by 
IR (1.315m) laser 
beam 

A1 – A3, 
B1 – B3, 
C
(타겟 타입은 제4장
제3절 참조)

- laser energy (at 1.315m): 
     ~130 J (basic options),   
     changed from 50 to 300 J
- focal spot radius: 
     RL ~ 40 μm (in the cavity hole), 
        ~ 100 μm 
- other parameters: standard 

I B 12/07 - 
12/11

Properties of 
LICPA driven by a 
short-wave length 
(0.438m) laser 
beam 

A1 - laser energy (at 0.438 m): 
      50 J, 130 J, 200 J 
- focal spot radius: 
      RL ~ 40 μm (in the cavity hole) 

I C 11/30 - 
12/04

Fusion neutron 
generation in the 
LICPA scheme 

A3, B3 and  C with 
CD instead of CH foil 

- laser energy (at 1.315m):
      ~ 130or/ and 300
- focal spot radius: 
      RL ~ 40 μm and  ~ 200 μm 
- other parameters: standard 

표 13 실험의 일정 및 내용

출장기간: 2009년 11월 28일 - 12월 13일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체코 PALS 레이저 시설

목 적 : 고밀도 플라즈마 제트의 생성 및 측정기술에 관한 국제공동 실험 참여

6. 체코 PALS 센터

가. 여행 배경 및 실험 일정

• 2008년 12월 체코의 PALS (Prague Asterix Laser System) 시설에서 한국,

폴란드, 이태리, 체코의 4개국이 참여한 국제공동실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 연구내

용은 2009년 11월 Physics of Plasma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 당시의 연구내용은 가느다란 실린더 형태의 channel을 플라즈마가 통과할

때 효과적으로 가속되는 현상을 연구한 것이었으며, 이번 실험에서는 이 연구의 확장

으로서 최근 핵융합 점화기술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충격 점화의 기초 기술을 실험

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 이번 실험은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소재한 IPPLM (Institute of Plasma

Physics and Laser Microfusion) 연구소에서 전체적인 실험내용을 제안하고 타겟을 준

비하고 측정장치를 설치하였다. 실험의 전체적 일정은 표 13과 같으며, 4주간의 실험

일정중 우리팀은 후반 2주간 동안 참여하였다.

• 본 실험에는 같은 IPPLM 연구소에서도 몇 개의 실험테마를 제안하였으며,

I, II, III의 분야로 나누어 실험이 진행되었다. 전체 실험을 위하여 대략 200 번 정도의

레이저 빔이 조사되었으며, 이 실험기간동안 레이저 장치는 매우 안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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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 11/30 - 
12/11

Plasma jet 
interaction with hot 
plasmas and other 
jets

- Cu with plastic insert 
- plastic with Cu insert 
- Cu with a 400-µm 

diameter hole of 
different depths 

 (d = 1 and 2 mm). 

- Laser beam energy:
     40 - 100 J for the third harmonic 
     (λ=438 nm).
- focal spot radius: RL = 400 μm 

II B 12/07 - 
12/11

A new version of 
shell impact 
concept

- Laser beam energy:
     100 - 600 J for the first harmonic 
     (λ=1315 nm).
- focal spot radius: RL = 100 μm. 

III A 12/07 - 
12/11

RAS (reversed 
acceleration 
scheme) method 
applied for thin foil 
acceleration 

Dimensions: 
   Fr = 600mm, 
   Ff = 200mm
   L = 100mm,  

  

- Laser energy (1st harmonic):        
      100-600 J
- focal spot radius (minimum): 
       RL =40 μm
- Delay of the first frame of the 

interferometric system:  1 - 4 ns

III B 12/07 - 
12/11

CPA (cavity 
pressure 
acceleration) 
method applied to 
macro-particle 
acceleration 

• 그림 40은 이번 실험의 책임자들의 모습이며, 실험 참여자들의 연령이 상당

히 높은 것은 주목해 볼 사항이다.

그림 40 실험을 주관한 연구 책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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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S 시설의 챔버는 실린더형 챔버와 원형챔버의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41), 이번 실험에서는 실린더형 챔버에는 3개의 probe laser beam의 시간 지연을

유도하는 광학계를 설치하였고, 원형 챔버에는 타겟을 장착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42).

그림 41. PALS의 챔버 장치: 좌측의 챔버에는 3개의 probe laser beam의 시간

지연을 위한 광학계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의 챔버에는 타겟이 장착되고 간섭계

장치를 위한 3개의 프리즘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다.

그림 42 PALS의 실린더형 챔버와 원형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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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라즈마 제트 생성 실험

• PALS 레이저는 하나의 빔 라인으로 1 kJ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실험에서는 주로 기본파장에서 50 J, 120J , 200 J의 에너지로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3차 조화파를 사용할 경우에는 120J의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 지난번 (2008년 12월)의 실험에서는 레이저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가 가느

다란 channel을 통과할 때 효과적으로 가속되는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이번 실험에서

는 가속의 원인이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의 압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 이 실험을 위하여 간섭계, X-선 Streak camera, X-선 4 frame camera,

Faraday cup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X-선 streak camera는 시간에 따라 퍼져가는 플라

즈마의 모양을 보여 주며 (그림 43), 간섭계는 플라즈마의 밀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여 준다. 시간에 대한 밀도 특성을 알기 위하여 약간의 시간 차이 (3 ns)를 두고 간섭

무늬를 측정하였다. (그림 44)

그림 43. Streak camera 영상을 처리하여 분석한 예

• 간섭무늬 데이터와 streak camera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면 플라즈마의 밀

도, 속도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이번 실험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분광계를 추가

로 사용하면 플라즈마의 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펙트럼 데이터의 확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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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일정표의 IIA 실험에서 측정된 간섭무늬 데이터(상), frame camera 영상

(중상), frame camera 영상의 등고선 데이터(중하), 그리고 간섭무늬로부터 계산

된 위상변이(하) 자료

다. 전산 시뮬레이션에 의한 실험 분석

• 1차원 HYADES 전선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상용 프

로그램으로서 플라즈마의 특성을 계산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난번 실험

에서도 사용하였고, 이번 실험에서도 실험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특성을 실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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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 그림 45-48은 레이저의 에너지가 120J 인 기본 파장의 레이저빔을 20 μm

의 폴리스틸렌 타겟에 조사했을 때 발생되는 압력, 밀도, 전자온도, 속도 등을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 45 HYADES로 계산한 플라즈마의

압력

그림 46 HYADES로 계산한 전자의 온도

그림 47 HYADES로 계산한 플라즈마의

밀도

그림 48 HYADES로 계산한 플라즈마의

속도

• 지난번의 실험을 통하여, 레이저에 의해 타겟이 플라즈마로 변하면서 레이

저 입사방향 쪽으로 고압의 압력이 생성되는데 이 압력이 플라즈마를 가속시키는 주

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번 실험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형태의 타겟

이 고안되어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생각은 타당한 가정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으

며, 이번 실험에서 측정된 실험자료들을 분석하면 이를 뒷받침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

으로 예측된다.

• 본 연구 내용은 제 4 장 제 3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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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2010년 1월 24일 - 1월 31일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영국(러더포드애플턴연구소), 폴란드(IPPLM연구소)

목 적: • HiPER 사업의 진도 점검 (WP10/WP12 plenary meeting 참석)

• 국제공동실험 데이터 분석 및 향후 일정 협의

7. 영국 RAL연구소, 폴란드 IPPLM 연구소

가. 프랑스 LULI 시설, 체코 PALS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관련 협의

- 2010년도, 2011년도에 HiPER 사업으로 수행할 공동 실험에 관하여 내용 및

일정을 협의함

- 특히, 지난 2008년 10월에 수행한 공동 실험의 연속으로서 2010년 4월에 수

행하기로 한 공동실험 내용(그림 49)을 검토하고 향후 PALS에서 수행할

공동실험에 대해서도 검토/분석하기로 함.

나. HiPER 관련 실험의 분석

- 현재까지 수행한 HiPER 실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함

다. 폴란드 IPPLM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 협의 및 실험데이터 분석

- IPPLM 연구소를 방문하여 LICPA (Laser Induced Cavity Pressure

Acceleration)에 관하여 협의하고, 2009.12에 수행한 실험결과를 공동 분석

함

그림 49 프랑스 LULI 시설에서 2010년 4월에 수행하기로 한 공동실험의 개

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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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2010년 4월 1일 - 4월 18일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프랑스 파리 (LULI연구소)

목 적: 핵융합 반응 및 고속 전자의 수송 특성 측정을 위한 국제공동실험

(프랑스 LULI연구소의 레이저 시설 활용)

8. 프랑스 LULI 연구소

가. 실험의 일반적 사항

•실험개요

고속점화 반응에서는, 고 에너지 레이저에 의해 타겟이 압축되고 이 때 점화를

일으키는 제2의 레이저 빔이 조사되어 전자를 발생시키고 이 전자가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중심에 있는 압축된 연료와 충돌하여 점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의 수송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전자수송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10월 - 12월에는 영국 러더

포드 애플턴 연구소의 VULCAN 시설에서 2차원으로 압축된 플라즈마에서 전자가 진

행하는 현상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어서 본 실험에서는 추가적으로 1차원으

로 압축된 플라즈마에서의 전자 수송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 실험 장치 구성

챔버의 내부에는 그림 50과 같이 측정장치가 배치되어 있으며, LP (long

pulse)와 SP (short pulse)의 두 개의 레이저 빔을 사용하였다.

그림 50 반응 챔버내부의 측정장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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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 전

면 벽에는 조사된 레이저 빔의 특성을 보

여주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52 본 연구실의 좌측에 반응챔버가

있는 실험실이 있으며, 실험실에 들어갈

때는 실험 가운을 입고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안경을 착용하여야 한다.

그림 53 레이저 빔이 조사되고 다음 번

조사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약 1시간 30

분이 소요되며 기다리는 동안 획득된 데

이터에 대하여 서로 토의한다.

그림 54 실험을 완료하고 문제점 및 향후

일정을 토의하는 참여 연구원들

•실험 참여자

본 실험은 HiPER 사업의 Work Package 10 분야 (책임자: 이태리

Milano-Biccoca 대학 D. Batani 교수)의 연구내용의 일환이었으며, 이번 실험에는 고

에너지 레이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프랑스 LULI 연구소와 실험을 제안한 프랑스 보

르도대학 CELIA 연구소의 연구원 이외에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영국 (Strathclyde University), 이태리 (Milano- Biccoca 대학), 한국 (KAERI)

의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그림 51-54는 실험을 수행한 연구실의 전경이며 대략 10명

정도의 연구원이 이 방에 상주하게 되었고 멀리 보이는 옆의 방에는 레이저를 제어하

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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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타겟의 압축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시광의 streak camera가

설치되었고, 타겟에서 발생하는 X-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HOPG 분광계, von Hamos

분광계, 크리스탈 분광계 등이 사용되었다. 그림 55-57은 실험에 사용된 챔버의 모습

이다.

그림 55 챔버의 남쪽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일 오른쪽에 streak camera

가 보인다.

그림 56 챔버의 북쪽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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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1Hz north (LP) and south (SP) beams:
- synchronisation of the SOP streak camera

- synchronisation LP / SP
Ⓑ with 1Hz north beam (5ns):

- characterize the compression beam focal spot

Ⓒ with full power north beam (5ns):

표 14 실험 일정표

그림 57 타겟과 측정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 챔버의 내부

•타겟의 압축과 전자의 생성을 위하여 두 개의 레이저 빔이 사용되었다. 즉

압축을 위한 LP (Long Pulse) 빔은 1000 J의 기본파장 빔의 2차 조화파를 사용하여

실제의 타겟 표면에는 220J 의 에너지가 입사되었다. 또한 고온 전자 발생을 위한 SP

(Short Pulse) 빔은 100J의 에너지를 조사할 수 있는 수 pico 초의 CPA (Chirped

Pulse Amplification)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LP 레이저 빔과 SP 레이저 빔의 조사 일정 계획표는 표 14와 같으며 실제

로 실험에서 측정된 파라메터들은 그림 58과 같다. LP는 5 나노초의 Nd:Glass 레이저

로서 기본 파장에서는 약 1,000 J의 에너지를 가지며 2차조화파의 경우 변환효율은 약

44%이었으며, 레이저 빔이 타겟을 채우는 효율 (filling factor)은 0.5 이었다. 따라서

평균 220 J의 레이저가 타겟 표면에 조사되었다. 레이저 빔의 시간적 특성은 flat top

형태로 200 ps 의 rising/lowering time과 4.5 ns의 지속시간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

었다. SP는 수 ps의 펄스폭을 가진 100J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1w 의 CPA 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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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hots for shock breakout time measurements (SOP)

(targets B-20, B-30, B-60 and A-10)

- shots for calorimetry after energy conversion (possible

on week #4)

Ⓓ with 1Hz south beam:
- characterize the interaction beam spot (at best focus)

Ⓔ with full power south beam:
- shot for calorimetry inside MILKA (done before week #11)

- 2 shots on A-10 and A-40 targets (serving also as

alignment test for the X-ray diagnostics)

Ⓕ with both north and south beams at full power:
- 20 shots on type A targets - 5 thicknesses (compressed

+ solid) x2

- 12 shots on type B targets - 3 thicknesses (compressed

+ solid) x2

38 shots at full power!

그림 58 실험에 사용된 타겟과 레이저의 조사 기록

•타겟은 실제로 챔버에 장착되기 전에 그림 59와 같은 정렬장치에서 정밀하

게 정렬된 후 그림 60과 같이 챔버에 장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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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타겟 정렬 장치

그림 60 챔버 내부: 중앙에 타겟이 장착되고 왼쪽 아래에 HOPG 분광계, 오른쪽 아

래에 크리스탈 분광계, 오른쪽 옆으로 streak camera용 광학계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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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은 가시광 streak camera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타겟에

서 발생하는 형광을 측정하였다 (그림 62).

그림 61 Streak Camera: 타겟에서 발생하는 가시광을 측정한다.

그림 62 40 um의 순수 고체 알루미늄 타겟에서 발생한 가시광을 streak camera

로 촬영한 영상: 세로축은 시간, 가로축은 위치를 나타낸다. 이 데이터로부터 플

라즈마 확장속도는 4.5 X 106 cm/sec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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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분광계중에서 미국의 UCSD에서 제공한 HOPG 분광계는 그림 63과

같으며 이를 이용하여 Cu의 Kα 라인과 Sn/Ag의 Kα 선을 측정하였으며, 그림 64는

측정된 HOPG 영상을 보여 준다.

그림 63 미국 UCSD 대학에서 제공한 HOPG 분광계의 분해된 모습

그림 64 Image plate에 기록된 HOPG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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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산 시뮬레이션

•LP에 의한 Al의 압축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KAERI는 이번 실험기간 동

안 1D HYADES 코드를 이용하여 레이저와 타겟의 상호작용을 계산하였다. A형 타겟,

B형 타겟, 그리고 순수한 Al 타겟에 대하여 계산하였으며, 그림 65, 66은 계산 결과의

일부를 보여준다.

그림 65 Al의 두께가 10 um일 경우에 대하여 LP에 의해 압축되는

과정을 simulation 한 결과이다.

그림 66 순수한 Al만으로 구성된 타겟에 LP 빔이 조사되는 경우의 압

축 특성; 플라즈마 확장 속도 (왼쪽 아래 그림)는 그림 62의 streak

camera 영상의 데이터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플라즈마의 확

장속도는 4.5 x 106 cm/sec 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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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들을 통하여 LP에 의해 타겟이 압축되는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radiation 온도, 플라즈마 확산 속도 등을 계산하였다. 특히 계산된 플라즈마 확산 속도

값은 streak camera를 이용하여 측정한 압축특성 (그림 62)과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계산 결과는 프랑스의 CELIA 연구소에서 계산해 온 결과와 비

교되었으며, 실제의 레이저 시간 지연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림 67). 자세한 분

석내용은 제 4 장 제 2 절에서 설명한다.

그림 67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레이저의 지연시간을 결정하여 실험에 적용하

였다.

라. 실험 결과 분석

각 측정장치에서 얻어진 결과는 향후 약 3-6개월에 걸쳐 분석될 예정이며 이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a) SOP (Streak camera image) 분석:

Joao Santos (CELIA), Yongjoo Rhee (KAERI),

Philippe Nicolai(CELIA)

b) Cu-Ka imaging:

Ben+Xavier(CELIA), Mireille (Strathclyde), Hans-Peter+Vincent (LULI)

c) Von-Hamos Cu-Ka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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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Xavier (CELIA), Mireille (Strathclyde)

d) DCHOPG Cu, Sn and Ag-Ka spectroscopy:

Charlie+Sugreev (UCSD), Ben +Xavier (CELIA),

Hans-Peter+Vincent (LULI)

e) LCS Sn and Ag-Ka spectroscopy:

Hans-Peter (LULI), Luca (Milano-Biccoca), Ben+Xavier (CELIA)

마. X-선 분광계

1) HOPG X-선 분광계

•미국의 UCSD에서 제공한 HOPG 분광계의 구조는 그림 68과 같으며 이 장

치는 Image Plate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 장치는 Cu와 Ag의 Kα X-선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림 63, 64 참조).

그림 68 HOPG 크리스탈 분광계의 구조 (Kramer Akli)

2) von Hamos X-선 분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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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CELIA 연구소 팀이 준비한 von Hamos 분광계의 X-선 측정에 사용

하였다. 구조는 그림 69와 같다.

그림 69 von Hamos 분광계의 원리(Int'l Conf. on Diffraction Data 2001,

Advances in X-ray Analysis, vol 44)

9. 일본 ILE 연구소

출장기간: 2010년 8월 30일 - 9월 11일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일본 (오사카대학 ILE 연구소)

목 적: Implosion X-ray에 의한 플라즈마 광이온화 국제 공동 실험 참여

- 한중일 공동 실험 (한국 KAERI, 중국 IOP, 일본 ILE)

- 일본 오사카대학 ILE 연구소의 GEKKO 시설 활용

가. 실험의 일반적 사항

•실험개요

레이저 정렬 및 타겟 챔버 장치 설치를 위한 2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본

실험을 위한 2주간의 실험기간 동안에는 첫 주에는 중국팀이 제작하여 가져온 금

(Au) cavity에서 레이저에 의해 발생된 X-선의 온도, Au 플라즈마의 온도 및 밀도,

실리콘 (Si) 타겟 플라즈마의 밀도 등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70), 둘

째 주에는 일본팀이 제작한 구형 CH shell에서 발생한 implosion X-선의 opacity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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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중국팀의 double cavity를 이용한 실험 개념도

그림 71 일본팀이 제작한 구형 CH shell을 이용한 실험 개념도

두 경우의 실험에서 레이저 빔과 측정장치의 위치는 상이하였다. Cavity 타겟의 경우

cavity에서 발생하는 X-선, 실리콘 (Si) 타겟의 플라즈마 생성 시각, Nomarski 간섭계

의 측정 시간 등의 시간 간격을 맞추기 위하여 그림 72와 같이 지연 시간을 조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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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실험 일정 및 회의록

그림 72 레이저빔과 측정장치의 시간 지연 관계

•실험 일정 및 회의록

매일 마지막 레이저 빔 조사가 끝나면 하루의 전체일정을 검토하고 다음 날

의 일정을 토의하기 위하여 실험참여자 전원이 참여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표 15는

이러한 회의내용을 정리하여 Fujioka 박사가 참여자에게 통보하여 준 회의록 내용이

다. 레이저의 특성, 실험의 변수 등을 기록한 로그파일은 실험 종료후 배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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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치 구성

Cavity 타겟 실험을 위하여 GEKKO 레이저의 12 개 빔을 분할하여 사용하였

는데, 4개씩의 빔을 두 개의 cavity 타겟에 각각 입사시켜 가열하는데 사용하였으며 9

번째 빔은 back lighter beam을 생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그림 73), CH shell

타겟의 경우에는 12개의 빔을 모두 shell 에 집속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73 중국팀이 제작하여 가져온 금 (Au) cavity형의 타겟에 대한 실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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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의 종류

두 개의 cavity를 이용하는 중국팀의 타겟은 그림 74와 같다. 이 실험을 위하

여 중국팀은 35개의 타겟을 준비하여 가지고 왔다. 중국팀이 제작한 Au 타겟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기관에서 제작한 것이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X-선의 에너지와 이 X-

선의 투과/흡수 특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74 두 개의 cavity를 이용한 중국팀의 타겟 구성도

일본팀의 타겟은 2008년과 2009년에 실험한 것과 같은 형태의 CH shell 타겟

이었으며, 이번 실험에서는 Si 타겟의 X-선 absorption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이전 보

다 넓은 파장 범위의 X-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 공동 실험하여

한중일 공동으로 Nature Physics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한 내응의 확장 실험으로

서 전에는 측정하지 못했던 X-선 흡수특성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더 넓

은 범위의 스펙트로메터를 사용하였다.

나. 실험데이터

이번 실험에서는 여러 종류의 진단 및 측정장치를 사용하여 플라즈마의 특성

을 측정하였는데 각 장치의 용도와 장치로부터 관측된 실험 자료는 다음과 같다.

• Bragg crystal spectrometer

0.66 - 0.72 nm 영역의 X-선 흡수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레이저

펄스에 의해 생성된 back light의 시간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rystal 은 X-선

streak camera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100ps 정도의 시간 분해능이 필요하였다. 이

분광계는 RuAP 결정을 사용하며 (2d = 2.6121 nm) 150 - 200 um의 베릴늄 필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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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앞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이 분광계는 1.7 - 2.05 keV 범위의 스펙트럼을 측정하

며 Bragg 회절 각도는 15.3도이다. 그림 75와 그림 76은 실험에서 측정한 데이터의 예

이다.

그림 75 Bragg crystal spectrometer with X-ray streak

camera (shot #: 33922)

그림 76 Bragg crystal spectrometer with X-ray CCD (shot #: 33947)

• Transmission grating

X-선 발생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이며 시간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streak camera를 부착하였다. X-선이 플라즈마와 상호작용 할 때는 radiation의 온도

가 변하므로 시간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77과 그림 78은

Transmission grating spectrometer의 측정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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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Transmission grating spectrometer with X-ray CCD; Zero-th

order를 차단하기 위하여 필터를 사용하였다. (shot #: 33944)

그림 78 Transmission grating spectrometer with X-ray streak camera

(shot #: 33947)

• X-ray pin hole camera

Back light의 특성과 Si 타겟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X-선 pin hole

camera 사용되며 그림 79는 streak camera가 부착된 X-선 pin hole camera 로 측정

한 CH shell의 시간에 따른 implosion 특성이다. 세로축이 시간이며 가로측은 위치를

나타내며 기울기로부터 implosion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밝게 빛나는 부문으로부터

stagnation 크기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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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Pin Hole Camera with X-ray Streak Camera에서 측정된 implosion

영상; shot #: 33938)

• Conical crystal spectrometer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X-선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CCD

카메라와 streak 카메라를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80, 그림 81)

그림 80 Conical Spectrometer with X-ray CCD의 스펙트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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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Conical spectrometer with X-ray Streak Camera에서 얻어진 (시간의

합수로 측정된) Si 스펙트럼

다. 실험 결과 분석

실험 데이터는 각자의 팀에서 분석하기로 하였으며 한국팀은 우리가 실험을

담당했던 Transmission grating with XSC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팀은 실험기간 중에 4개의 레이저 빔을 Au cavity에 조사하여 X-선

을 발생시키는 반응을 hydrodynamic 코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하였으며 그림 82와

같은 시스템을 가정하여 그림 83, 84의 결과를 얻었다.

그림 82 레이저에 의해 가열되는 cavity 타겟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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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1차원 hydrodynamic 시뮬레이션 결과: 레이저빔의 흡수특성(좌상),

시뮬레이션 cell의 시간적 확장 크기(우상)와 속도(좌하), 밀도(우하)

그림 84 레이저에 의해 발생한 radiation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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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2010년 9월 12일 - 9월 17일

출장자: 남성모

출장지: 영국 (러더포드애플턴연구소)

목 적: VULCAN Petawatt 를 사용한 싱글 및 더블 펄스레이저빔에 의한

양성자 발생실험

10. 영국 RAL연구소

가. VULCAN Petawatt 를 사용한 양성자 발생실험

•Fast ignition 에 유효한 양성자의 에너지는 4-10 MeV 범위 내에 있어야 그

효율이 최대가 되며 본 실험의 목적은 이 에너지 범위 내에서 최대의 양성자 선속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찾는 실험이었다.

•VULCAN Petawatt 시설에서 레이저 펄스를 싱글 또는 더블로 사용하는 실

험을 수행하였다. 더블 펄스의 경우 펄스 간의 지연 시간과 에너지를 다르게 할 수 있

었으며, 타겟의 두께를 변화시킬 수도 있었다.

•KAERI가 참여한 기간 동안에 진행된 실험은 펄스 간 지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양성자 선속의 에너지 분포와 양을 조사하는 것이었고, 계측장비들의 구성과 그

사용방법을 익히고 플라즈마 상태 분석에 필요한 도구들을 파악하였다.

나. 핵융합 실험표적 제조사 방문

•국내에서는 레이저핵융합에 관한 실험이 시설의 미비로 말미암아 거의 행해

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양성자 발생 표적의 제작 기술이 전무하므로 앞으로의

연구협력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표적제작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RAL의 초창기

부터 레이저 반응 표적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Scitech

Precision을 방문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fast ignition용 cone target을 비롯하여 다

양한 형태의 표적들과 제작에 필요한 장비들을 확인하고 담당자와 기술적 의견을 교

환할 수 있었다.

다. VULCAN Petawatt 실험의 플라즈마 진단 장치

1) x-선 측정

(1) x-선 크리스탈 분광계

Cu 표적에서 발생되는 Kα1, Kα2 x선을 LULI에서 가져온 conical

crystal spectrometer (Quartz)를 사용하여 Fuji imaging plate (IP)로 기록하고 둘 사

이의 강도 차이를 원자분광계산용 "FLYCHK"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하여 플라즈마 온

도를 측정하였다.

(2) x-선 크리스탈 영상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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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표적에서 발생되는 Kα x선을 Toroidally bent crystal (Quartz)을

사용하여 Fuji imaging plate (IP)로 기록하고 플라즈마의 이차원형태를 측정하였다.

(3) x-선 ccd 카메라 분광계

Cu 표적에서 발생되는 Kα x선을 500μm두께의 Cu 필터를 통과시켜

x-ray CCD 카메라에 조사하고 single photon counting 에 의해 스펙트럼을 조사하였

다. 이 때 adu 200-300의 범위를 유효신호로 간주하였다.

2) 양성자 측정

(1) RCF(Radiochromic Film) stack

표적 전방에 5mm×100mm크기의 RCF를 12겹 충첩하여 설치(0.5mm두

께의 Fe필터를 한 개씩 뒷부분 절반에 사이에 삽입, 표적 후방에 20mm×50mm크기의

RCF를 12겹 충첩 설치하여 (0.5mm두께의 Fe필터를 두 개씩 전체에 사이에 삽입) 전

후방으로 발생하는 양성자의 밀도분포와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전방으로 발생되는 양

과 에너지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RCF는 양성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표준화하였다.

(2) Thomson parabola

표적 전후방 측면에 6개를 배치하여 Fuji imaging plate (IP)로 기록하

고 양성자의 공간분포와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였다. RCF stack과 측정치를 상호 비교

하였다.

3) 전자 측정

(1) Electron Magnetic Spectrometer

표적 후방에 설치하고 Fuji imaging plate (IP)로 기록하고 수직방향으

로 가속되는 전자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였다.

4) 레이저파장 측정

(1) Fiber-optic Spectrometer (Maya 2000)

표적에서 레이저빔이 반사되어 발생되는 2차조화파를 렌즈로 optical

fiber에 집속하여 일차원 CCD array spectrometer로 광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5) 플라즈마 이미지 측정

(1) Large Format Cooled CCD Camera (Atik 314E)

표적에서 레이저빔이 반사되어 발생되는 2차조화파가 진행방향에 설치

한 간유리에 상을 맺고 이를 렌즈로 CCD Camera에 집속하여 이미지를 확인하였다.

라. 실험의 결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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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는 두 개의 펄스를 1ps간격으로 시간지연을 증가시키며 발생할 수 있다.

prepulse와 main pulse는 1:10의 에너지 비를 가진다. 주로 실험한 조건은 300J의

main pulse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표적은 5μm 두께의 평판 구리를 사용하였다.

시간지연이 1ps일 때 RCF stack에서 가장 강한 flux와 에너지 분포를 보여주었다.

4-10 MeV 범위 내의 양성자를 효율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1ps 시간지연

조건에서 레이저 빔을 표적 면에 defocus 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defocus에 따른

결과는 출장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진행되기로 하였다. 이중(dual)빔에 의한 양성자의

발생 효율 증대는 prepulse 레이저에 의해 가속되는 양성자들이 표적의 뒷면을 떠나서

진행하다가 국소적 정전기의 인력에 의해 되돌아오는 것을 main pulse 레이저가

발생시킨 플라즈마 분포가 장벽역할을 하여 초기에 가속된 양성자가 계속 진행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11. 체코 PALS 센터

출장기간: 2010년 10월 03일 - 10월 10일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체코 (PALS 센터)

목 적: 충격점화 기술개발을 위한 LICPA 2차 공동 실험 참여

- LICPA에 의한 플라즈마 가속 특성 측정

- CD2 (폴리에틸렌) 타겟에서의 중성자 발생 진단

- 레이저 에너지, 채널 크기 등에 따른 플라즈마 가속 특성 측정

•PALS (Prague Asterix Laser System)는 원래 독일에서 개발되어 체코로

이전된 시설로서 자국(체코) 이외의 유럽 연구자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즉, laser beam time의 할당에 있어서 체코 이외의 유럽 과학자에게 많은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이번 실험도 폴란드의 과학자가 제안한 연구내용이었다.

•PALS 시설에서는 과거 2008년 12월 폴란드, 이태리, 체코, 한국의 4개국이

참여한 국제공동실험으로 가느다란 실린더 형태의 channel을 플라즈마가 통과할 때 효

과적으로 가속되는 현상을 연구한 바 있으며, 2009년 12월에는 레이저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가 cavity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압력에 의해 10 배 이상 가속특성이 향상

되는 현상 (LICPA)을 관측한 바 있다. 이 실험결과들은 각각 Physics of Plasma 학술

지 (2009), Applied Physics Letters 학술지(2010)에 게재 되었다.

•이번 실험은 2차 LICPA 실험으로서, 충수소가 포함된 폴리에틸렌 타겟에

PALS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소형 레이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이 반응의 결과로서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실험이었다. 실험에 사용할 중수소 폴리에틸렌 타겟, 플라즈마의

밀도를 측정하는 Nomarski 간섭계, 중성자와 X-선의 발생을 측정하는 BC422 타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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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밀라노-비코카 대학 물리학과 건물

플라스틱 scintillator, 이온신호를 측정하는 Faraday cup, ion collecting spectrometer

등의 측정 장치를 폴란드의 IPPLM 연구소에서 가져와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폴란드 연구팀은 9월부터 시작된 금번 실험일정에서 1차실험 4주간, 2차실험

4주간의 실험을 연속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 출장은 1차실험 3주째에 해당하는 실험

이었으며, 2차실험에도 본 연구팀의 연구원이 파견되어 공동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폴란드 팀과의 기술 협력 관계를 활용하면, 우리의 설계로 타겟을 제작하여

PALS에서 실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1-2년 안에 이러한 방식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12. 이태리 UMB대학, 포르투갈 IST연구소, 체코 HiPER워크샵

출장기간: 2011년 4월 10일 - 4월 24일

출장자: 이용주

출장지: 이태리 (밀라노비코카대학), 포르투갈(IST연구소), 체코 (PALS 센터)

목 적: • EU FP7 HiPER사업 종료 워크샵 참석 (SPIE 학회의 특별세션)

• OSIRIS 전산코드 공동 활용에 관한 실무 협의

가. UMB (University of Milano-Bicocca, 이태리) 방문

•이태리 밀라노에 위치

한 밀라노-비코카 (Milano

Bicocca) 대학은 10년 정도의 역

사를 가진 비교적 역사가 짧은

대학이지만 연구 활동은 매우 활

발하다. 특히 물리학과 (그림 85)

의 교수진은 유럽의 공동 레이저

시설인 Laserlab-Europe 을 활용

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전략을 가

지고 있으며, D. Batani 교수도

HiPER 사업의 WP10 분야의 책

임자로서 유럽 레이저 시설에서의 레이저 핵융합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우리 연구팀

은 HiPER의 WP8, WP10, WP12에 참여하고 있으며, WP10에서 수행하는 국제 공동실

험의 일정과 향후 협력방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D. Batani 교수를 방문하였다.

•밀라노 비코카 대학 자체의 레이저 시설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며 이 시설

을 이용한 실험 연구도 별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오히려 외국의 시설

에서의 공동실험에 많은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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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atani 교수는 금년 9월부터는 프랑스의 보르도 대학으로 전직할 예정이

라고 하며 보르도 대학의 CELIA 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최근 프랑스에서 건조 완료한

LIL 레이저 시설에서 주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IST (Institute of Superior Technology, 포르투갈) 연구소 방문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 시내에 위치한 Institute of Superior Technology

(IST) 연구소는 Technical University of Lisbon의 부속기관으로서, 미국의 UCLA 대

학에서 개발한 OSIRIS PIC 코드를 관리, 개선, 활용하고 있다. 방문 기간 중 R.

Fonseca 교수로부터 OSIRIS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금번 출

장을 통하여 실제의 소스코드를 IST로부터 획득하게 되었다 (그림 86).

그림 86 OSIRIS의 홈페이지: 개별 계정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함

•이 OSIRIS 코드의 획득을 위하여 우리 연구팀은 UCLA, IST와 연구실간의

Agreement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우선은 우리 연구팀에 3개의 계정을

승인받았다. OSIRIS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러 가지 소스파일과 설명파일등을 참조

하기 위해서는 이 개별 계정이 필요하다.

•표 16은 레이저에 의해 생긴 wakefield에 의해 전자가 가속되는 현상을 계산

하기 위한 OSIRIS의 샘플 입력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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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de configuration for this 
simulation----------------------
node_conf 
{
node_number(1) =  4,       
if_periodic(1) = .false., 
}

!----------spatial grid----------
grid 
{
nx_p(1) =  1024,
coordinates = "cartesian",
}

!----------time step and global data dump 
timestep number-------------
time_step 
{
dt     =  0.024d0,
ndump  =   50, 
}

!----------spatial limits of the 
simulations----------
!(note that this includes information about
! the motion of the simulation box)
space 
{
xmin(1) =  0.0,
xmax(1) =  25.6, 
if_move(1) = .true.,
}

!----------time limits ----------
time 
{
tmin = 0.0d0, tmax  = 51.2,
}

!----------boundary conditions for em-fields ---
emf_bound 
{
type(1:2,1) = 0, 0,  
}

!----------diagnostic for electromagnetic fields--
diag_emf 
{
ndump_fac = 1,

!-------information for ELECTRONS----------
species 
{
name = "Electrons",
num_par_max = 550000,
rqm = -1.0d0,
num_par_x(1) = 64, 
vth(1:3) = 0.0d0 , 0.0d0 , 0.0d0 ,
vfl(1:3) = 0.0d0 , 0.0d0 , 0.0d0 ,
den_min = 1.d-5,
interpolation = "quadratic",
}

!----------density profile for this species-------
profile 
{
num_x = 6,   
fx(1:6,1) = 0.0, 0.0, 1.0, 1.0, 1.0, 1.0,
x(1:6,1) = 0.000, 25.5, 25.6, 100.0, 400.0, 
1000.0, 
}

!----------boundary conditions for this species-
spe_bound 
{
type(1:2,1) =   0,  0,
}

!----------diagnostic for this species----------
diag_species 
{
ndump_fac = 1, 
reports = "charge",

ndump_fac_ene = 1, 

ndump_fac_pha = 1,  
ps_xmin(1) = 0.0d0,
ps_xmax(1) = 25.6,
ps_pmin(1:3) =  -2.0, -2.0, -2.0,
ps_pmax(1:3) =  2.0, 2.0, 2.0,
ps_gammamin = 1.0, ps_gammamax = 2.0, 
ps_nx(1)   = 1024,   ps_np(1:3)   =   128,  
 128,   128,
ps_ngamma = 512,
phasespaces = "g", "gx1", "p1x1", "p2p1", 
"p3p2p1",
}

zpulse
{

표 16 Wakefield를 계산하기 위한 OSIRIS 입력파일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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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 "e1", "e3",
}

!----------number of particle species----------
particles 
{ 
num_species = 1, 
}

오른쪽에 계속

a0 = 4.0, 
omega0 = 10.0, 

lon_type = "sin2",
lon_rise = 3.14, lon_fall = 3.14, 
}

!----------diagnostic for currents---------- 
current
{
ndump_fac = 1, 
reports = "j1", 
}

•한편 IST에서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하여 high harmonics를 생성하는 실험

을 수행하는 연구팀은 IST에서 보유하고 있는 OSIRIS PIC코드 보다는 hydrodynamic

계산을 필요로 했으며, 우리연구팀에서 계산한 바 있는 MULTI FS 코드를 이용하여

유체역학적 변수를 구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위한 계산을 우리연구팀에서 수행하

여 전달할 예정이다.

다. UL (University of Lisbon, 포르투갈)

•리스본 시내에 있는 University of Lisbon 대학을 방문하여 원자의 에너지

구조 및 전이 확률을 상대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MCDF 전산 코드에 관하여 토의

하였다. 우리부서에서는 MCDF 코드를 활용하여 텅스텐의 발광 스펙트럼을 계산한 바

있는데 UL에서도 같은 계산을 더 정밀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UL의 계산 결과에 의하

면, 텅스텐의 발광 스펙트럼의 분광학적 위치는 실험적으로 측정된 값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스펙트럼의 세기가 실험과 맞지 않아 그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의 하였다.

•약 5년전에 리스본 대학에서 40여년을 재직하던 Fernando Parente 교수는

현재 University of New Lisbon 대학으로 옮긴 상태이지만 아직도 University of

Lisbon 에 남아있는 Jose Marque 교수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연구

팀과는 향후 좀 더 밀접한 관계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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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MCDF 코드를 이용하여 원자구조 및 전이 확률을 연구하고 있

는 리스본 대학의 Fernando Costa Parente 교수 (중앙)와 Jose Marque

교수 (좌측)

라. SPIE/HiPER 국제학회 (Prague Congress Center, 체코)

•SPIE의 특별 세션으로 개최된 HiPER 워크샵은 지난 3년간 EU FP7 사업으

로 수행된 HiPER 사업의 각 Work Package 분야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기회이었다.

우리 연구팀은 WP8, WP10, WP12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WP10 (핵융합 실험)에서 국

제공동으로 수행한 실험들을 전산 시뮬레이션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유럽의 HiPER FP7 사업은 2년간 연장하는 것을 EU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 받았다. 학회기간 중에 금년 8월-10월에 체코의 PALS 시설에서 공동으로 수행

할 충격점화 실험의 상세 내용을 토의하였고 KAERI도 이 실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림 88).

마. PALS (Prague Asterix Laser System, 체코)

•현재 체코와 이태리가 PALS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험을 참관하였

다. PALS의 고 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하여 실리콘 박막에서 양성자를 발생시키는 실험

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발생된 양성자의 특성을 펨토초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하여 발

생시킨 경우와 비교하는 실험이었다. 그림 89는 발생된 양성자를 TOF 장치에서 수집

하기 위한 이온 수집 장치이며, 본 실험에서 발생된 양성자의 에너지는 약 2 MeV 정

도이었다.

•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이태리 출신의 Daniel Margarone 박사는 5월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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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며, 가능하면 금년 11월에 수행할 실험에 우리팀도 참여

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림 88 2011년 8월-10월간 체코의 PALS 시설에서 수행될 국제공동

연구의 상세일정 및 내용을 토의함: 우측부터 Gizzi 교수, Batani 교

수, Ullschmied 박사, Pisarczyk 박사, Badziak 박사, Margarone 박사

그림 89 생성된 이온을 TOF 장치에서 수집하기 위한 이온 수집장

치 (A. Picciotto et.al, EPL, 92 34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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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전문가 활용

표 17은 본과제와 관련하여 초청 활용한 외국 과학자들의 활용 목록이다. 이 들의 특

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럽

가. Dimitri Batani 교수

1) 국적: 이태리

2) 소속: 밀라노 비코카 대학 물리학과

3) 특기사항:

HiPER 사업의 WP10 책임자로서 HiPER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모든 핵융합 관련 실험을 총괄한다.

나. Michel Koenig 교수

1) 국적: 프랑스

2) 소속: 에꼴 폴리텍 대학 LULI연구소

3) 특기사항:

고밀도 플라즈마, warm dense matter, 실험실 천문학의 주요

세 분야를 연구하며, 우리팀과는 고밀도 플라즈마와 실험실 천

문학 분야에 관하여 협력하고 있다.

다. David Neely교수

1) 국적: 영국

2) 소속: 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 (RAL)

3) 특기사항:

RAL의 레이저 실험실과 진단 장치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팀과는 중성자를 이용한 광학부품의 피폭 손상에 관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또한 RAL에서의 실험에 관하여 우리의

counterpart 이다.

라. Peter Nickles 교수

1) 국적: 독일

2) 소속: Max -Born Institute (MBI)

3) 특기사항:

극초단 레이저 및 응용분야의 전문가로서, 극초단 레이저를 이

용하여 CD2 타겟에서 소형 핵융합 반응에 의한 중성자 발생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Milan Kalal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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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 체코공화국

2) 소속: 체코 공과 대학 (Czech Technical University)

3) 특기사항:

체코의 레이저 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폭넓은 인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의 연구시설에서 공

동실험을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바. Michaela Martinkova

1) 국적: 체코 공화국

2) 소속: 체코 공과 대학 (Czech Technical University)

3) 특기사항:

M. Kalal 교수의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KAERI의 극초

단 레이저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소형 레이저 핵융합에 의한 중

성자 발생 실험과 고밀도 플라즈마 특성 측정 실험에 여러 차

례 참여하였다.

2. 일본

가. Kunioki Mima 교수

1) 국적: 일본

2) 소속: (당시) 오사카대학 ILE 연구소 소장

3) 특기사항:

한국에서의 레이저 핵융합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여러 측

면에서 지원을 해 준 과학자로서 한중일 삼국간의 기술협력에

노력하였다. 현재는 은퇴 후 스페인의 마드리드대학에서 강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Hiroaki Nishimura 교수

1) 국적: 일본

2) 소속: 오사카대학 ILE 연구소

3) 특기사항:

중국의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의 Yutong Li 교수팀, 한국의

KAERI 연구팀 등과 함께 X-선 광이온화에 관한 실험을 ILE

연구소의 GEKKO 레이서 시설에서 수행하여 Nature Physics

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고밀도 플라즈마 물리, 고에너지 레

이저, 레이저 핵융합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 Shinsuke Fujioka 와 Norimasa Yama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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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상국 상대기관명 기간 국적 성명 학위 전 공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8.04-2008.04 체코 M.Kalal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08.06-2008.06 일본

H.

Nishimura
박사 전자공학

외국연구자

유치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08.06-2008.06 일본 S. Fujioka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08.06-2008.06 일본

N.

Yamamoto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08.11-2008.11 일본 K. Mima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8.11-2008.11 체코 M. Kalal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8.11-2008.11 체코

M.

Martinkova
석사 물리

정보교환 이집트 카이로대학교 2008.11-2008.11 이집트 H. Shokeir 박사 물리

표 17 본 과제와 관련하여 초청 활용한 외국 과학자들 목록

1) 국적: 일본

2) 소속: 오사카대학 ILE 연구소

3) 특기사항:

X-선 광이온화 실험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과학자들로서 현재

ILE에서 유사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 실험이후 S>

Fujioka는 ILE의 조교수가 되었다.

3. 중국

가. Shaoping Zhu 교수

1) 국적: 중국

2) 소속: IAPCM 연구소 소장

3) 특기사항: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IAPCM (Institute of Applied Physics and Computational

Mathematics)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의 레이저 핵융

합연구에 있어서 IAPCM은 계산 및 시뮬레이션을 위주로 하는

연구소이며 KAERI는 Zhu 소장으로부터 전산 시뮬레이션 분야

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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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9.04- 2009.04 체코 M. Kalal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9.04-2009.04 체코

M.

Martinkova

박사

과정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프랑스 LULI 연구소 2009.06-2009.06 프랑스 M. Koenig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9.06-2009.06 체코 M. Kalal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9.06-2009.07 체코

M.

Martinkova

박사

과정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영국

Rutherford

Appleton Lab
2009.11-2009.11 영국 D. Neely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이태리

U. Milano

Bicocca
2009.11-2009.11 이태리 D. Batani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09.11-2009.11 일본 S. Fujioka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9.11-2009.11 체코 M. Kalal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9.11-2009.11 체코

M.

Martinkova

박사

과정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10.10-2010.11 체코

M.

Martinkova

박사

과정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10.11. 02 -

11. 06
체코 M. Kalal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이태리

U. Milano

Bicocca
2010.11-2010.11 이태리 D. Batani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독일 Max Born Inst 2010.11-2010.11 독일 P. Nickles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10.11-2010.11 일본

H.

Nishimura
박사 전기공학

외국연구자

유치
중국 IAPCM 2010.11-2010.11 중국 S. Zhu 박사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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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제 공동 실험

본 장에서는 HiPER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주요 국제 공동 실험들에 대하여 서술한

다. 2008년 영국의 러더포드 애플턴 연구소에서의 실험을 비롯하여 프랑스, 체코의 시설에서의

국제 공동 실험에 관하여 기술한다. 또한 일본은 HiPER의 국제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처럼 HiPER에 긴밀하게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팀이 일본의 ILE 연구소와 수행한 공

동실험은 유럽의 HiPER 사업 참여자들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었으므로 상호 비

교를 위하여 이 장에서 서술한다. 표 18은 각 시설에서의 실험을 전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의 비교이다. 2011년 4월 체코의 프라하에서 개최된 SPIE 학회의 특별 세션으로 개최된

HiPER워크샵에서 KAERI가 발표한 내용 중의 일부이다.

표 18 HiPER사업으로 수행한 국제공동 실험의 특성 비교표 (Y.J.Rhee, SPIE2011, 2011)

사용한 레이저의 파장, 에너지, 시간과 공간적 특성, 조사 조건, 그리고 타겟의 재질과

기하학적 형태 등이 모두 다르므로 이 비교가 특별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될 수는 없지만

레이저 핵융합을 위한 고밀도 플라즈마 실험의 변수들의 대략적인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준다. 특히, 이러한 종류의 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폴리스틸렌 플라즈마의 온도 및

압축 속도 등에 대한 특이한 특성을 제시하여 준다. 향후 레이저 핵융합 연구 시설이나 데모시

설을 구축할 때 실험의 범위 설정이나 시설의 설계를 위하여 참고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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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영국 VULCAN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영국의 STFC (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 산하의 러더포드

애플턴연구소 (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 RAL)에서는 CLF (Central Laser

Facility) 센터가 고에너지 레이저 연구를 담당하며, HiPER 사업도 이 센터에서 주관

하고 있다. 고에너지 레이저 실험은 주로 3개의 레이저 반응 실험실, 즉, TAP (Target

Area - Petawatt, 그림 90), TAW (Target Area - West 그림 91), 그리고 TAE

(Target Area - East)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림 90. RAL연구소 VULCAN 레이저시설의 TAP실험실

그림 91. RAL연구소 VULCAN 레이저시설의 TAW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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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awatt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방호 시설이 월등히 우수한

TAP 실험실에서 실행이 진행되고, Terawatt 급 레이저를 사용할 때는 TAW나 TAE

에서 실험이 진행된다.

1. 2차원 압축 및 전자 수송 실험

2차원으로 압축된 타겟에서의 전자 수송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92와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2단계로 이루어 졌으며, 1단계에서는 2차원 압축

특성에 관한 내용을, 2단계에서는 압축된 플라즈마 속을 고온전자가 진행하는 특성을

축정하는 실험이었다. 1단계의 압축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직경 220 μm, 길이 200

μm 두께 20 μm의 실린더형 폴리스틸렌 (CH) 또는 폴리이미드 고체 껍데기 안에 밀

도가 낮은 CH 폼을 채워 넣어 타겟을 만들고 이것을 구리와 니켈로 된 케이스 안에

넣어 타겟을 완성하였다. 여기에 2ω (532 nm), 50 - 70 J, 1 ns, 직경 160 um의 레이

저 빔 4개를 입사시켰다.

그림 92. 2차원으로 압축된 플라즈마 속에서 고온전자의 진행 특성을 측정하

기 위한 실험 장치 (D. Batani, SOLS2010 발표자료, 2010)

레이저 빔 조사에 의해 타겟이 압축되는 형상을 양성자 래디오그래피와 X-선

래디오그래피 기술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을 통하여 레이저에 의해 최대로 압축된 플

라즈마의 직경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그림 93), X-선과 양성자가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는 X-선이 더 깊이 침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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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양성자와 X-선으로 측정된 타겟의 압축 특성

그림 94는 본 실험을 위하여 프랑스 보르도대학의 CELIA 연구팀이 계산한 2

차원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실험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하여 사전에 CH 폼의 밀도에

따라 압축되는 플라즈마의 크기, 밀도, 전자온도 등을 계산하였으나 실험의 결과와는

그리 잘 맞지는 않았다.

그림 94. 프랑스 CELIA 팀이 2차원 시뮬레이션 코드로 계산한 압축 특성

우리 연구팀도 이 실험에 참여하면서 1차원 HYADES 코드를 활용하여 실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압축특성 (그림 95), 전자/이온/복사 온도 (그

림 96), 압축속도 및 밀도 (그림 97)등을 계산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CH 폼이 압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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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소 크기는 직경 약 40 μm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자 및 복사 온도는 최대 약 220

eV이며, 압축속도는 1.5 x 107 cm/sec, 최대 밀도는 6 g/cm3 라고 할 수 있다.

그림 95 1D HYADES코드로 계산한 입력 변수와 CH 폼의 압축 특성

그림 96 CH 플라즈마의 온도: 좌측은 CH 타겟 전체의 특성이며, 오른쪽은 CH 폼만의

특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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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4개의 레이저 빔에 의해 2차원 압축될 때의 압축속도와 밀도: 최대의 압축속

도는 1.5 x 107 cm/sec 이며, 최대 밀도는 6 g/cm3 임

계산의 결과들은 실제의 실험과 비교할 수는 있지만 실험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streak 카메라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플라즈마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그림 91과 같이 양성자 래디오그래피와 X-선 래디오그래피가 서

로 다른 측정치를 주는 실험상황에서는 실험값과 이론값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한편

다음 절에서 설명할 LULI 시설에서의 실험이나 GEKKO 시설에서의 실험에서는

streak 카메라를 사용하여 플라즈마가 압축되는 현상을 시간에 따라 측정할 수 있었으

며, HYADES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주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단계 측정에서는 압축레이저 후에 조사된 짧은 펄스 레이저 빔에 의해

니켈 표면에서 생성된 고온 전자가 압축된 플라즈마 속을 진행하는 특성을 X-선 분광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98). 이 실험은 플라즈마가 압축되면 전기 전도도가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자의 진행이 달라지는데 이 현상을 측정하는 것이 본 실

험이었다. X-선의 발생을 측정하기 위하여 타겟이 들어가는 실린더 표면을 구리 (Cu)

로 제작하여 Cu에서 발생하는 Kα 선을 측정하였다. Cu의 Kα Kβ 선은 8 keV 근처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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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고온 전자가 압축된 플라즈마를 통과하여 다른 쪽에 도달했

을 때의 전자빔의 크기

그림 98. 폼 밀도가 1 g/cc인 경우 고온전자가 진행하면서 발생시킨 Cu의 Kα 

X-선 형광이미지: Cu에서 발생하는 X-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10%의 구리를 폴

리스틸렌 폼 타겟에 첨가하였음 (D. Batani, SOLS2010 발표자료, 2010)

그림 99는 압축된 플라즈마 속을 고온전자가 통과하여 다른 쪽에 도달했을 때

의 전자빔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폼의 밀도가 1g/cc일 경우에

는 전자빔의 크기가 커지도록 발산하였고, 0.1g/cc인 경우에는 전자빔의 크기가 작아지

도록 수렴하였다. 연구팀은 이 현상을 현재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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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자 및 전자의 플라즈마 진단 실험

본 연구내용은 TAP (Target Area Petawatt)에서 수행된 실험내용으로서 레이

저 빔이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작용했을 때 양성자가 가속되는 특성에 관한 내용이

다. 본 내용은 공동연구자가 PRL에 게재된 것을 요약하였다. [17]

초고강도 레이저 펄스를 사용하여 MeV/amu 에너지의 양성자와 이온을 가속하

는 연구는 고강도 레이저 플라즈마 물리학 분야에서 널리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십 마이크론에 걸쳐 수 MV/m의 가속 기울기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매우 좋은

공간 집속도를 갖는 고 에너지의 입자 플럭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빔은

핵물리학, 의료용 동위 원소 생산, 이온 빔 치료요법, 고체의 등적(isochoric) 가열을

통한 고온 밀집 물질(warm dense matter)의 상태, 고속 점화 관성핵융합등 다양한 분

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1018 - 1020 W/cm2 의 강도로 집속된 p편광 레이저광에 대해 지배적인 레이저

이온 가속 메커니즘은 타겟 수직면 가속(TNSA : target normal sheath acceleration)

이다. TNSA가 광범위하게 자기유사 플라즈마 확장 이론(self-similar plasma

expansion theory)의 바탕위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분석적인 모델들은 일반적으로

전자의 온도와 밀도, 효과적인 가속 시간에 대한 단순화된 추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수치 시뮬레이션은 실제적인 흡수 물리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입자의 분포를 종합

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몇몇 이론 및 전산 연구들을 통해서 TNSA 과정에

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고온 전자의 온도 영향을 조사하였다. 한 연구그룹은 가속하

는 동안 두 개의 구별되는 고온 전자의 온도를 생성하기 위해 두개의 동일선상의 강

한 펄스를 사용하는 가상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것은 피코초 시간 척도에서 고온 전

자 온도 Te의 시간적 변화를 제어하면 일부 에너지에서 스펙트럼 변조를 일으키고 이

때 양성자 수가 단일 펄스의 경우보다 많아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그룹에서 제안한 것과 유사하게 더블 펄스를 구성하여 양성

자 가속 실험을 최초로 실현하였고, 그 결과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제어된 더블 펄스에

의해 훨씬 더 높은 변환 효율과 양성자 에너지의 최대값 증가를 얻을 수 있었다. 1차

원 particle-in-cell (PIC) 시뮬레이션에서 더블 펄스 가속 메커니즘은 두 가지 측면에

서 단일 펄스와 다름을 보여준다. 첫째, 프리펄스에 의해 유발되는 타겟 표면의 확대

로 인하여 레이저 흡수가 증가하였다. 둘째, 프리펄스가 타겟 뒤쪽 표면을 미리 확대

시킨다. 따라서 메인 펄스가 도착하면, 단일 펄스의 경우인 플라즈마 - 진공 경계에서

와는 달리, 무거운 이온에 의해 유도된 양성자 밀도 변조에서 강한 가속장이 형성된

다.

실험은 Vulcan Petawatt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제어할 수 있

는 더블 펄스 구조를 도입하기 위하여 출력 증폭 전에 펄스가 Mach-Zehnder 스타일

의 분할 재조합 시스템을 통과하여 전송되었다. 각각의 펄스의 길이는 0.7 ps이다.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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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 거울은 높은 콘트라스트 비율을 보장하기 위해 두 펄스가 반사하는 동안에는

안정된 반사율을 보장하지만, 펄스가 도착하기 전에는 매우 낮은 반사율을 보장하기

위해 집속 빔 축을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었다. 두 레이저 빔의 지연 시간동안 집

속도가 저하됨으로서, 강한 집속을 피하게 되어 강도 비율은 보존되었다. 초점 직경은

30 μm이었다. 양성자 스펙트럼은 여러 장 중첩된 radiochromic 필름 (RCF 스택)과 톰

슨 포물선 이온 분석기로 동시에 측정되었다. RCF 스택은 전체 빔 유량을 포획하기

위해 타겟 후면 수직 축을 따라 중심에 위치시켰다. 스택 내부의 슬롯으로 빔의 일부

가 통과하여, 타겟 후면 수직에 대해 12도 벗어난 축을 따라 설치한 톰슨 분석기로 전

파한다. 광활성화 이미지 플레이트가 양성자 신호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양성자 가속 연구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두꺼운 100 μm 두께의

골드 박막 RCF가 사용되었다. 두꺼운 박막은 변환 효율이 비교적 낮은 반면, 고온

전자의 재순환에 의한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가속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뒤쪽에서 관찰되는 스펙트럼에서 앞 표면에서 가속된 양성자의 영향을 제거 할 수 있

다. 메인 펄스에 대한 셋업 펄스의 에너지 또는 강도의 비율은 0.1과 0.4 이었다. 각각

의 경우에 펄스 사이의 지연 시간은 실험들에 따라 변경하였다.

실험 결과는 그림 100에 표시되었다. 0.1의 펄스 비율인 경우 표적에 적용되는

총 에너지는 130 J ± 10 %이었고, 메인 펄스 강도는 2.4 × 1019 W/cm2 (지연이 없을

때는 10 % 증가)이었다. 그림 100 (a)의 RCF 스택에서 이 비율의 경우에 모든 더블

펄스 shot에 대하여 모든 에너지 영역에 걸쳐 양성자 플럭스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시

간지연이 1.5 ps일 때 4 MeV 이상의 양성자로 변환되는 효율은 0.56 %이었다. 이것

은 단일 펄스로 얻을 수 있는 변환 효율보다 3.3배 큰 값이다. 그림 100(b)와 100(c)의

톰슨 스펙트럼은 모두 2-3 MeV 범위에서 낮은 에너지 피크를 나타내고, 주변의

cut-off 쪽으로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두 개의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낮은 에너지

피크 아래의 신호에서 보이는 골은 탐지기의 낮은 에너지 한도로 인해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은 탄소와 산소의 질량 대 전하의 비에 따라 단순히 조정하여 분석하면

탄소 또는 산소 이온의 최대 속도와 일치한다.

RCF 진단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넓은 범위에 걸쳐 양성자 신호가 셋업 펄스

의 추가로 말미암아 향상된 것으로 보였다. 이 향상은 특히 그림 100(c)에서와 같이

축에서 12도 벗어날 때 특히 강하였다. 타겟 면의 수직 축을 따라 피크 에너지도 Δt=0

ps 때의 15 MeV에서 Δt=1.5 ps 때의 20 MeV로 증가했다.

0.4 비율의 경우 타겟에 투입된 총 레이저 에너지는 57 J ± 5%이었다. 타겟의

메인펄스 강도는 8.3 × 10
18
W/cm

2
이고 (지연이 없을 때는 1.2 × 10

19
W/cm

2
으로 상

승), 셋업펄스 강도는 3.3 × 1018 W/cm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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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왼쪽] : 0.1:1 비율 지연 스캔. (a) 프리펄스가 1.5 ps 지연되어 투입했

을 때 더블 펄스 발사에 대해 RCF 스택에 축적된 양성자 에너지가 상당히 증가

하였다. (변환 효율 ~3.3배 증가). 톰슨 스펙트럼 측정값은 후면 표적면 수직 축

(b)과 그리고 후면 표적면 수직에 대해 12도(c)에서 측정하였고 둘 다 양성자 숫

자와 피크 에너지가 괄목하게 증가하였고 특히 12도 기울어진 분석기에서 가장

큰 향상이 관측되었다. [오른쪽] : 0.4:1 비율 지연 스캔. (d) 0.75 ps 지연은 변환

효율의 2.5배 향상을 가져 왔지만 (e) 표적면 수직의 톰슨 분석기는 전혀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직축에서 벗어난 분석기(f)는 0.75 ps 지연에 대해

상당한 향상을 기록했다. (톰슨 스펙트럼은 감지기 최저한도까지만 표시하였다)

이 펄스 비율에서 사용된 낮은 레이저 에너지는 시간 지연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빔 분리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전환 효율성을 약 4정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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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킨다. 1.5 ps의 펄스 지연이 그림 100(d)의 단일 펄스의 경우와 유사한 양성자 플

럭스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그러나 스펙트럼은 0.75 ps의 중간 정도의

시간 지연에 대해 크게 개선되고, 단일 펄스 기준 발사와 비교해서는 변환 효율이 약

2.5배 증가하였고 피크 에너지도 20 % 증가하였다.

그림 100(e)와 100(f)의 톰슨 분석기에서 모두 단일 펄스 기준 스펙트럼은 이

구성으로 초래된 낮은 레이저 에너지와 강도 때문에 낮아진 피크 에너지로 말미암아

0.1;1 비율 스캔의 경우와 형태가 유사하다. 따라서 검출기 측정한계 부근에서 약간 낮

은 에너지 쪽으로 낮은 에너지 피크가 이동하였다. 타겟 면 수직방향으로는 단일펄스

발사가 더블 펄스 스펙트럼보다 실제로 더 큰 신호를 보여준다. 0.75 ps의 시간 지연

은 높은 피크 에너지를 내었지만 각을 가지게 조합된 RCF 측정에서와는 달리 타겟면

수직방향으로는 양성자 신호가 단일 펄스의 경우보다 낮았다. 1.5 ps의 시간 지연 스

펙트럼은 피크 에너지가 현저히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축에서 12도 벗어난 분석

기는 모든 에너지 영역에서 더블 펄스 발사에 대해 양성자의 숫자가 상당히 증가함을

감지하였다. 각을 가지게 조합된 RCF 측정과 고 해상도 톰슨 스펙트럼 데이터를 비교

하면 MeV급 양성자에 전달된 레이저 에너지의 증가는, 빔 전파 축에 대한 어떤 각도

에서는, 명확하게 상당한 각도 의존성을 보여준다.

양성자 가속의 향상과 그 지연 의존성은 전면과 후면 표면의 확장에 기인할

수 있다. 앞 표면에 플라즈마 길이 증가는 레이저 흡수를 증가시키고 양성자 가속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메인 펄스 도착 이전에 후면 표면에서의 확장은 TNSA

과정을 저하시킴을 보여준다.

1차원 PIC(particle- in-cell) 시뮬레이션은 더블 펄스 상호 작용의 역학을 모델

로 하여 실험적으로 관찰된 최적의 펄스 지연에 대한 설명을 위해 실시되었다. 전산기

의 제한으로 인해 전체 실험값의 모든 매개 변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은 레이저와 타겟의 상호 작용, 이온과 양성자의 상호 작용, 그리고

최종 양성자의 에너지를 실험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실적인 밀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총 개수를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얇은 타겟을 사용하였다. 타겟은 각

표면에 20 nm 두께의 양성자 층을 가지고 있으며, 전하가 Zi = +1이고 질량이 mi =

3mp (mp=양성자 질량)인 10 μm 두께의 중이온 호일이었다. 이온 매개 변수에 필요한

전자의 수는 줄이면서 C+4의 전하 대 질량 비율을 모사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초기

이온과 양성자 밀도는 8 × 1022 cm-3이었다. 시뮬레이션 상자의 길이는 600 μm가 되었

다. 메인 레이저 펄스의 피크가 타겟에 입사되는 시간인, t0에서 600 fs 후까지의 시간

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실행은 펄스 지연 Δt의 값만 다르게 하였다. 첫 번

째 실행 Δt는 0 ps, 즉, 단일 가우시안 펄스인 300 fs FWHM 기간이었다. 피크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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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9 × 1020 W/cm2이었다. 다른 두 실행은 동일한 레이저 에너지를 0.75 ps와 1ps

의 시간 지연을 가진 두 펄스 사이에 나누었다. 프리 펄스와 메인 펄스간의 에너지 비

율은 0.4:1이었다. 프리 펄스의 강도는 3.14 × 1019 W/cm2이고 메인 펄스 강도는 7.86

× 1019 W/cm2이었다. 이 강도는 실험 매개 변수보다 높은 것이다. 이것은 일부 사용한

펄스의 짧은 기간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강도는 실험에 사용된 단일 펄스의 스펙트

럼과 일치하도록 선정되었다. 타겟 표면은 모두 단일 펄스와 프리 펄스에 대해 동일하

므로, 이것은 프리 펄스에 의한 팽창이 실험의 상황을 재현하도록 하여 준다.

단일 펄스로 발생한 날카로운 플라즈마에서 구배는 전체 반응 동안 유지된다.

플라즈마 길이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흡수를 증가시키는 플라즈마 확산은 레이저의

ponderomotive 힘에 의해 반발하게 된다, 최종 에너지 스펙트럼은 무거운 이온으로 인

하여 작은 낮은 에너지 변조에 지수적으로 비례한다. 더블 펄스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

특징에서 단일 펄스의 경우와 크게 대비를 보여준다. 첫째, 프리 펄스의 반사와 메인

펄스의 도착 사이의 시간 동안 전면 표면에서 플라즈마의 길이가 증가한다. 이것은 고

온 전자에 메인 펄스가 고도로 흡수되게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오직 더블 펄스의 경

우에만 관측되는데 그 뒤쪽 표면에서 확대되는 양성자 층에서 희박화파의 존재이다(

그림 101). 프리 펄스가 충분히 강하여, J×B 원리에 의하여 전자를 수백 keV로 가열하

여 TNSA가 메인 펄스의 도착하기 전에 시작된다.

실험적으로 흡수와 후속적인 고온 전자의 온도는 몇 가지 다차원 메커니즘의

누적 효과일 수도 있지만 전자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IL
1/2의 척도를 가진다. 프리 펄스

에 의해 유도된 후면 표면 플라즈마의 확산은 두 종류의 이온 때문이다.

그림 101 모의 상호 작용의 비교 : t=t0 +100 fs에서의 단일 펄스(상단) 와 t = t0 +

50 fs에서 0.4:1 강도 비율 (Δt = 0.75 ps)의 더블 펄스(하단). (a) 더블 펄스 형태에서

이온 앞에서 양성자의 반발이 더욱 강하고 그것이 양성자 위상 공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A표시된 지점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온 앞면의 B표시된 운동량 공간에서

변조를 일으킨다. (b) 밀도 변조가 확산되는 양성자 계층에 형성된다. (c) 국부적인 가

속 필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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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이온들은 그 주변의 양성자를 그 전면보다 더 앞에 위치한 양성자

들을 넘어서 가속시키는 가속 층을 형성한다. 이 효과는 그림 101 (a)의 양성자 위상

공간에서 볼 수 있다. 양성자는 이온 전면 너머 지역에 누적될 수 있다. 그 결과 순수

한 양성자 지역은 느린 고밀도 지역과 뒤에 연결된 더 긴 길이를 가진 빠른 양성자

분포의 이중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프로파일은 두 온도 (two temperature) 플라즈

마 팽창 이론에 의해 설명된 저온 전자와 고온 전자의 밀도 분리에 의해 형성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세스는 서로 상호보완적 일 수 있다. 고온 전자의 온도가 메인 펄

스의 도착에 의해 증가되면 가장 강한 가속 필드가 오히려 단일 펄스의 경우와 같이,

플라즈마와 진공 인터페이스보다는, 두 양성자 레이어의 인터페이스에서 생성된다. 속

도가 느리고 치밀한 레이어의 가장자리에서 양성자들이 전방으로 급증하고 고밀도 양

성자 층이 저밀도 층보다 빠르게 확장되어서 희박화가 전파되는 것이 관측된다. (그림

101 (b)).

t = t0 + 600 fs에서 최종 양성자 스펙트럼은 그림102에 표시되었다. 펄스 지

연이 길어질수록 후면 표면의 확산이 증가하고, 반면에 레이저 흡수의 포화가 시작한

다. 실험과 필적할만한 후방 표면 확산 속도에 대해, 시뮬레이션은 0.75 ps 근방에서

최적의 펄스 지연을 나타내며 이때 양성자 에너지와 효율성이 모두 최대에 도달한다.

더블 펄스 작동은 에너지를 실험 결과에서 보다 많이 높여준다. 이것은 이 시뮬레이션

에서 가정된 계단식의 표면 프로파일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길이가 증가하고 따라서

메인 펄스 도착 시간까지 흡수가 10배 정도 증가하고 따라서 훨씬 더 높은 양성자 에

너지의 결과로 나타난다. 작고 유한한 전면 기울기를 가정하면 두 펄스의 상대적인 흡

수는 보다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될 수 있어 낮은 강도에서도 실험과 같은 확산 속도

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PIC 시뮬레이션은 펄스 지연의 한정된 범위에 걸쳐 양성자의 에너지와 변환

효율이 증가하는 실험 결과를 뒷바침한다. 그러나 실험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성은 1

차원 시뮬레이션에 의해서는 모사될 수가 없다. 실험에서 존재하는 여러종류의 무거운

이온의 전하 상태는 시뮬레이션과의 직접 비교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각도에 따른

스펙트럼의 개선효과는, 후면 표면 확산의 방사상 변화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최

적의 펄스 지연이 달라지는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차원의 효과는 실험

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주요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더블 펄스 구성을 통해 양성자 빔을 생성하는 것이 전산 프로

그램 최적화에 상당히 큰 안목을 제공하고 특히 가장 빠른 입자에 의한 예열이 그 응

용에 핵심이 되는 분야에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에서는 일정한 레이저 에너지와 대상

타겟 변수에 대해 변환 효율이 3.3배 만큼 실험적으로 증가됨을 증명하였다. 가장 높

은 효율성은 아직도 다소 더 높은 레이저 에너지와 훨씬 더 얇은 호일을 사용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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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단일 펄스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레이저

와 타겟 매개 변수에 대해 더블 펄스 기술의 효과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102. t = t0 +600 fs 에서 시뮬레이션된 양성자의 스펙트럼. 최대치 양성

자 에너지 및 전환 효율이 0.75 ps의 펄스 분리에서 달성했다. 이 경우 두 양

성자 레이어 사이의 경계에서 가속된 양성자가 가장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1.0 ps 지연에서는 양성자 - 양성자 경계와 양성자 - 진공 경계에서 모

두 가속이 낮았다. 그림 100(d)와 100(f)는 단일 및 이중 펄스 경우 사이의 에

너지 변화가 작을지라도 펄스 지연에 대해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여준다.

3. hole-boring 방사 압력 가속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 공동 연구

본 연구의 내용은 앞의 1항에서 수행한 실험에 대한 PIC 시뮬레이션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을 요약하였다. [18]

강한 레이저와 상호 작용하는 고체 표적의 이온의 가속 메커니즘은 레이저의

조사에 의해 앞단에서 형성된 고온 전자가 표적 뒷단으로 전송되면서 표적 뒷단에 전

하분리에 의한 전기장을 형성하여 이온을 가속시키는 target normal sheath

acceleration (TNSA)와 강한 레이저의 방사압력 자체로 표적을 통째로 가속시키는

RPA (radiation pressure acceleration)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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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RPA 가속에서 표적에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이온이 공존할 때

의 가속에너지에 관한 해석적 관계식을 만들었으며, 가속에너지의 두 이온의 조합 질

량 밀도 r및 이온의 수의 비율에 대한 의존성을 수치적 1차원 particle-in-cell (PIC)

시뮬레이션으로 조사하였다.

레이저와 플라즈마가 상호 작용할 때, 플라즈마내의 이온들 사이에 충돌이 없

고, 일정한 강도 I의 레이저 빔이 플라즈마 표적면에서 완전히 반사된다고 가정할 때,

정상 상태에서의 이온들의 움직임은 플라즈마 표적이 실험실 틀에서 로 움직일 때

순간적 정지 틀 (instantaneous rest frame, IRF) 에서의 운동량의 균형에 관한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이때 i 이온의 실험실 틀에서의 에너지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고려된 표적은 CH2 foam으로 20 µm 두께이며 밀도 ρ를 100,

200, 300, 400, 그리고 500 mg/cm3으로 변화 시켰다. 시뮬레이션에서 공간 그리드는 1

nm에 200000개의 cell이 들어가도록 설정하였고 cell당 50개의 macro particle이 분포

하는 것으로 하였다. 레이저 펄스는 원형 편광되었으며, 초기에 표적의 왼쪽으로부터

입사하여 x축의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레이저 펄스의 파장은 1 µm 이며, 시간

적으로는 exp      ,     ,   의 형태를 갖는다. 레이저의

강도는    ×  로 빠른 시간에 도달한 후 33fs동안 일정한 세기를 유지한

후 다시 세기가 감소한다.

그림 103은    mg/cm3 일 때 양성자와 C6+의 속도 분포를 보여주며, 두

이온의 속도 분포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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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mg/cm3 일 때 양성자(검은선)와 C6+(붉은선)의

1D-PIC시뮬레이션에 의한 속도 분포.

그림 104는 CH2 foam의 밀도를 변화시킬 때 t = 100 fs에서의 가속된 양성자

이온의 평균에너지의 변화를 보여 준다. 1D-PIC 시뮬레이션과 해석식에 의한 예측치

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04 1D-PIC 시뮬레이션에 의한 t = 100 fs에서의 CH2 foam

의 밀도에 대한 양성자이온의 평균에너지 (원형 심볼). 검은선은

해석적 식에 의해 주어지는 해석적 예측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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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는 CH2 foam의 밀도를 변화시킬 때 t = 100 fs에서의 가속된 C6+이온

의 평균에너지의 변화를 보여 준다. 1D-PIC 시뮬레이션과 해석식에 의한 예측치가

100 mg cm-3 이하의 밀도를 제외하고는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05 t = 100 fs 에서의 CH2 foam의 밀도 변화에 대한 가속

된 C6+ 이온의 평균에너지 변화. 원형 심볼은 1D-PIC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은선은 해석적 식에 의한 예측치를 나타낸다.

C 이온의 이온화 상태 Z를 1가부터 6가 까지 변화 시킬 때의 이온의 가속 에

너지의 변화는 그림 106, 107에 나타나 있다. C 이온의 Z=2에서 Z=6까지의 변화에 대

해서는 PIC 시뮬레이션에 의한 양성자와 C 이온의 가속된 평균에너지의 변화가 20%

이내로 작아서 이론적인 해석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Z=1에서는 시뮬레이

션 값이 이론적인 해석치에서 크게 벗어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온들의 움직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의 피스토닝(pistoning) 양상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었고, 그림 108의 양성자와 C이온의 px -x 위상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살펴 봄으

로써 확인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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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t = 100 fs 일때의 C 이온의 이온

화 가수의 변화에 대한 가속된 C 이온의

평균에너지의 변화. 원형 심볼은 1D-PIC

계산을 점선은 이론적 예측값을 나타낸다.

그림 107 t = 100 fs 일때의 C 이온의 이온

화 가수의 변화에 대한 가속된 양성자의 평

균에너지의 변화. 원형 심볼은 1D-PIC 계

산을 점선은 이론적 예측값을 나타낸다.

그림 108 양성자와 C ion의 t = 100 fs에서의 px - x 위상공간 움직임.

Z=1 일때는 C 이온이 양성자보다 많이 느리게 움직임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시간에 따른 각 이온의 공간 밀도 (그림 109)를 살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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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C 이온의 이온화의 가수 Z가 1일때의 1D-PIC 시뮬레이션에

의한 C 이온 (검은색선), 양성자 (붉은색선), 전자 (푸른색선)의 밀도

변화.

C 이온과 H이온의 비율이 변화할 때의 가속되는 정도의 변화는 그림 110, 111

에서 볼 수 있다.

그림 110 C
6+

이온과 H
+
이온의 수 밀도가 9:1 일때의 t = 100 fs에서의

위상공간 움직임과 에너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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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은 C6+ 와 H+의 수 밀도가 9:1인 경우이고 그림 111은 1:9인 경우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조합 질량밀도는 200 mg/cm3 으로 동일하다. 그림 110, 111에서 보듯이

가속된 양성자의 평균 에너지는 각각의 경우에 6.37 Mev, 5.94 MeV이고, 가속된 C 이

온의 평균에너지는 67.7 MeV, 67.1 MeV로 두 종류의 이온의 수의 비율에 크게 의존

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11 C
6+

이온과 H
+
이온의 수 밀도가 1:9 일때의 t = 100 fs에서의 위

상공간 움직임과 에너지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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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랑스 LULI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1. 1차원 압축 및 전자 수송 실험

고속점화 반응에서는, 고 에너지 레이저에 의해 타겟이 압축되고 이 때 점화를

일으키는 제2의 레이저 빔이 조사되어 고온전자를 발생시키고 이 전자가 상당한 거리

를 진행하여 중심에 있는 압축된 연료와 충돌하여 점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서 전자의 수송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전자수송 특성을 규명하

기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국

러더포드 애플턴 연구소의 VULCAN 시설에서 2차원으로 압축된 플라즈마에서 전자

가 진행하는 현상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어서 1차원으로 압축된 플라즈마에

서의 전자 수송에 관한 실험이 프랑스 에꼴폴리텍대학의 LULI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112). 본 실험은 HiPER 사업의 일환으로서, 실험을 제안한 프랑스 보르도대학

CELIA 연구소의 연구원 이외에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영국

(Strathclyde University), 이태리 (Milano- Biccoca 대학), 한국 (KAERI)의 연구팀이

참여하였다.

그림 112. 압축된 플라즈마에서의 전자 수송 및 진행에 관한 실험:(왼쪽)

RAL에서의 실험, (오른쪽) LULI에서의 실험 (J.J.Santos, FI Workshop 발

표자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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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 장치 구성

챔버의 내부에는 그림 113과 같이 여러 종류의 X-선 진단 장치를 설치하였으

며, 플라즈마 압축을 위하여 LP (long pulse) 레이저와 전자 생성을 위한 SP (short

pulse) 레이저의 두 개의 레이저 빔을 사용하였다. 시간에 따른 타겟의 압축특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가시광의 streak camera가 설치되었고, 타겟에서 발생하는 X-선을 측

정하기 위하여 HOPG 분광계, von Hamon 분광계, 크리스탈 분광계 등이 사용되었다.

이 측정장치들로부터 얻어진 분광 데이터는 그림 113과 같다.

그림 113. 각 진단 장치에서 측정된 실험 자료 (J.J.Santos, FI Workshop 발

표자료, 2010)

나. 실험의 분석 및 전산 시뮬레이션

LP에 의해 압축된 알루미늄 (Al) 플라즈마에 반대방향에서 SP의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전자를 발생시키고 이 때 발생된 전자가 플라즈마를 진행하는 수송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으로서, 그림 114와 같은 A형과 B형의 타겟을 사용하였다. B형 타

겟에 LP 레이저 빔만을 조사하여 알루미늄의 시간에 따른 압축특성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A형 타겟에 조사하는 두 빔 (LP, SP)의 시간 지연 변수를 결정하였으

며, A형 타겟에서 발생하는 Cu(구리), Sn(주석), Ag(은)의 Kα X-선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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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실험에 사용된 타겟: B형 타겟은 Al이 압축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

여 사용되었으며, A형 타겟은 목표 타겟으로서 LP에 의해 압축된 고밀도의 플라즈

마 속에서 SP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진행하는 특성을 측정하였음. (J.J.Santos, FI

Workshop 발표자료, 2010)

LP는 5 나노초의 Nd:Glass 레이저로서 기본 파장에서는 약 1 kJ의 에너지를

제공하며 2차조화파로 변환할 경우 변환효율은 약 44% 이었으며, 레이저 빔이 타겟을

채우는 효율 (filling factor)은 0.5 이었다. 따라서 평균 220 J의 2ω 레이저 빔이 타겟

표면에 조사되었다. 레이저 빔의 시간적 특성은 평평한 꼭대기 (flat top) 형태로 200

ps의 빔 형성시간 (rising/lowering time)과 4.5 ns의 지속시간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SP는 수 ps의 펄스폭을 가진 100J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1ω 의 Chirped Pulse

Amplified 빔이었다.

플라즈마의 압축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시광 streak camera가 사용되었으

며 시간과 위치의 데이터로부터 알루미늄 플라즈마가 압축되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

었다. 그림 62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타겟에서 발생하는 형광을 streak camera로 측정

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압축속도가 4.5 × 106 cm/s 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값은

HYADES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3 장의 그림

66 참조).

그림 115와 그림 116은 각각 B type 과 A type 타겟의 시간적 변화를 1차원

HYADES 코드로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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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B type 타겟에 대하여 알루미늄의 두께가 20 um일 경우에 대하여 LP에

의해 압축되는 과정을 simulation 한 결과임. 오른쪽 아래의 계산결과는 압축속도가

∼2.0 × 106 cm/s 인 것을 보여줌

그림 116 A type의 타겟에 대하여 알루미늄의 두께가 40 um일 경우에 대하여 LP에 의

해 압축되는 과정을 simulation 한 결과임. 오른쪽 아래의 계산결과는 압축속도가 ∼

1.3 × 106 cm/s 인 것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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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전자의 온도 및 압축속도가 이전에 VULCAN에서 수행한 실험과

많이 달랐다. VULCAN의 경우 전자의 온도는 약 200 eV 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실

험에서는 약 2.5 eV로서 100배 이상 낮았으며, 압축속도는 1.3 x 106 cm/sec 로서 약

10배 정도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타겟이 VULCAN 실험에서는 CH이었고 이번 실험

은 알루니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상이한 범위의 실험치이다. PALS나

GEKKO 에서의 실험에서도 CH 타겟을 사용하였는데 온도는 약 100 eV 이상, 속도는

107 cm/sec 이상으로서 CH 타겟들은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밀도는 알루

미늄이나 CH나 공히 5 - 6 g/cm3를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은 비록 서로 다른 실험적

상황이자만 매우 흥미있는 비교가 된다.

표 19는 주요 원소에서 방출되는 X-선 스펙트럼이다.

표 19 주요 원소의 X-선 스펙트럼

플라즈마가 압축되는 속도 및 압축된 밀도는 사용하는 레이저의 에너지에 따

라 매우 다른 특성을 보여주게 된다. 실제로 레이저 핵융합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더 큰 에너지의 레이저가 사용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실험의 연장으로 미

국 LLNL 연구소의 TITAN 레이저를 사용하여 추가의 실험이 2011년에 수행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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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즈마 제트 실험

고 에너지 레이저가 cone 형태의 타겟에 조사되어 초음속 plasma jet를 형성

하는 실험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실험기간동안 KAERI는 2차원 hydrodynamic 코드

를 활용하여 플라즈마 제트 형성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였다.

타겟은 그림 117과 같이 레이저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가 집속될 수 있는 구

조로 제작되었고 재질은 금 (Au)과 구리 (Cu)를 사용하였다. 이전의 실험에서 플라즈

마 제트가 형성되는 것을 측정한 바 있는데 (KAERI는 참여하지 않은 실험임) 이번

실험에서는 재질에 따른 차이를 관측하고자 하였으며 그림 118은 실험 개념도이다.

그림 117 플라즈마 제트를 형성하기 위한 타겟의 개념: (b)와 같

은 cone형태의 타겟을 사용하였으며 재질은 Au와 Cu 임 (M.

Koenig and A. Diziere, 2010)

그림 118 플라즈마 제트를 관측하기 위한 실험구성도; X-선이나

proton radiography를 위해서 backlight 빔을 사용하였음.(M. Koenig

and A. Diziere, 2010)

본 실험을 위하여 KAERI는 hydrodynamic 코드인 2D MULTI 코드를 이용하

여 플라즈마의 밀도와 복사온도를 계산하였다. 실험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50ns, 70ns

등 시간이 꽤 지난 뒤의 상태가 필요하였으나, 계산이 오래 걸려 대략 30ns 에서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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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 변수만을 계산할 수 있었다. 그림 119는 30ns 지난 후의 플라즈마 복사 온도를

나타낸다.

그림 119 2D MULTI 코드로 계산한 Au cone 타겟의 30ns 이후의 플라즈마 복사

온도

한편 그림 120은 고깔 모양의 Cu 타겟에 대하여 15 ns 지난 뒤의 x축 방향의 진행

속도를 나타낸다. 대략 107 cm/sec 임을 알 수 있다. 이전에 알루미늄에 대해서 계산한 값보다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0 15 ns 지난후의 Cu 플라즈마의 x축 방향 속도

한편 Cu와 Au 플라즈마의 집속 특성을 비교해 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그림

121과 같이 Cu의 경우가 Au의 경우보다 집속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2는 실제

로 LULI에서 실험한 데이터의 일부이며 Cu에 대해서 실험한 내용과 시뮬레이션을 비교한 것이

며 두 결과가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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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15 ns 후의 Au와 Cu의 밀도 분포 비교표; 2D MULTI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계산에 필요한 변수는 실험치와 동일하게 하였음.

그림 122 실제의 실험 (#92 shot)과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 (좌상)

shadowgram (중앙위) 간섭무늬 자료 (우상) 자체 발광 빛) (좌하) 시간에

따른 streak image (우하) 시뮬레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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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체코 PALS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1. PALS 센터의 레이저 실험 장치

체코의 PALS 시설은 영국의 VULCAN 시설, 프랑스의 LULI 시설과 함께

HiPER 과제의 실험을 위한 국제 공동 실험 시설로 활용이 되도록 협약이 되어있다.

이 협약하에서 HiPER의 참여원, 특히 WP10 참여원은 이 시설들에의 우선 접근이 허

락되어 있었다.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는 1997년 6월에 조인된 Euratom-assented 협정서에 의

하여 독일의 Garching에 소재한 Max Planck Institute for Quantum Optics 연구소로

부터 고에너지 레이저를 상징적인 가격인 1 DM에 인수 받고 2.5 M$의 예산으로 건

물을 신축하여 고에너지 레이저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예산은 1997년 12월에

승인되었고, 건물은 1999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레이저 시설은 1999년 12월에 설치 완

료되었다.

2000년 6월 처음으로 동작되기 시작하여 2000년 9월 부터 일반 사용자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ALS (Prague Asterix Laser System)라고 불리는 이 시설은

Iodine 레이저 증폭기를 이용하는 단일 빔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PALS 레이저 장치는 1 kJ까지의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낼 수 있으며 기본파장

은 1.315 nm 이며, 빔의 펄스 폭은 400ps 이다. 출력특성은 다음의 표 20과 같다.

General

Fundamental wavelength 1.315 µm

Pulse duration 300 to 400 ps

Pulse contrast (prepulses &ASE) ~10-7

Repetition shot rate 25 min

Output energy stability (over 10 shots) < ±1.5 %

Main
beam

Pulse energy at 400 ps 1 000 J

Pulse power at 400 ps 3 TW

Diameter 290 mm

Conversion efficiency to 3w 55 %

Auxiliary
beam

Pulse energy at 400 ps 100 J

Diameter 148 mm

Conversion efficiency to 3w 30 %

표 20 PALS 시스템의 출력 성능

2008년 11월 동유럽기술조사단의 일원으로 체코를 방문한 바 있으며, 조사단

활동이 종료된 후 플라즈마 물리연구소에서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 실험에 참여하였

다. 전체의 실험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수행되었으며, 크게 두 종류의

실험이 진행되었고 KAERI는 후반부에 수행된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 실험은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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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PPLM (Institute of Plasma Physics and Laser Microfusion) 연구소의 과학자들에

의해 계획되고 수행되었다.

실험에 사용한 챔버 장치는 그림 123, 124, 125와 같으며 시간 지연에 따른

interferogram을 얻기 위하여 3 개의 간섭계를 사용하였다. 간섭계로는 Nomarski 간섭

계를 사용하였고, 이온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Thomson parabola를 추가로 사용하

였다.

그림 123. 3개의 probe laser beam의 시간

지연을 조절하기 위한 광학계

그림 124. 타겟을 장착한 반응 챔버

그림 125 실험에 사용된 챔버 장치



- 153 -

PALS 실험에서는 타 시설에서와는 달리 간섭계에 의한 플라즈마 밀도 측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126과 같이 3개의 간섭계를 서로 시간 지연을 두어 측정하므로서

한번의 laser shot으로 3 순간에서의 간섭계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26 시간지연에 따른 간섭무늬를 측정하기 위한 3개의 Nomarski 간섭계

2. 플라즈마 가속 실험

레이저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파가 플라즈마의 압축과 가속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타겟이 연구되고 있다. 타겟은 주로 폴란드의 IPPLM

(Institute of Plasma Physics and Laser Microfusion) 연구소의 연구팀이 설계 제작하

여 사용하였고 IPPLM 팀이 실험을 주도하였다.

PALS에서의 첫 번째 공동 실험 (2008년)은 가느다란 채널을 플라즈마가 통과

할 때 가속되는 특성을 측정하는 실험으로서 그림 127과 같은 타겟을 사용하였다. 또

한 레이저가 입사하는 쪽을 콘 형태로 만들어 플라즈마가 집속되는 특성을 측정하기

도 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 128과 같은 플라즈마 집속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때

Nomarski 간섭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간섭무늬 데이터로 부터 Abel inversion 기법을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밀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법은 체코의 과학자와

KAERI가 KAERI 시설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의 분석에도 활용되었다. 이 연

구결과는 우주에서 발생하는 고속의 플라즈마 제트를 설명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동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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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채널의 굵기에 따른 플라즈마 가속 특성 변화와 콘 형

태의 타겟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집속되는 특성을 측정하는 타겟

의 모양

그림 128 플라즈마의 채널 통과 특성: (좌) 채널이 없을 경우 (채널이 넓은 경

우) (중)채널의 길이가 1 mm 인 경우 (우) 채널의 길이가 2mm 인 경우

한편, 2009년도에 수행한 두 번째 실험은 레이저로 유도된 플라즈마 압력에 의

해 플라즈마가 더욱 가속되는 특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그림 129는 이러한 실험을

위한 여러 타겟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에서 레이저빔의 에너지는 3차 조화파

장의 130 J (a, b, c)과 141 J (d, e, f) 이었으며, Au의 cone이 사용되었으며, 타겟은

25 um의 CD 플라스틱이었다. 3ns의 시간지연을 두고 간섭무늬를 측정하였다. 이 실험

은 cone guide의 고속점화 특성을 얻기 위함이었다. 레이저빔이 얇은 박막 (초록색)에

조사되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이 플라즈마가 실린더형의 채널을 통과하면서 가속

되는 특성 (B1, B2, B3 타겟)과, 발생된 플라즈마가 밀폐된 공간에서 압력에 의해 추

가로 가속되는 특성 (A1, A2, A3 타겟) 등이 연구되었다 이 경우 A형 타겟과 B형 타

겟의 차이는 왼쪽에 있는 빈 공간 (cavity) 영역이다. 즉 A형 타겟에서는 폴리스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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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이 레이저에 의해 플라즈마로 변환되고 (타겟의 왼쪽) 이 플라즈마에 의해 왼쪽의

빈 공간에서 형성된 플라즈마 압력으로 인해 그 반작용으로 오른쪽 플라즈마에 대해

압력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전체 플라즈마를 오른쪽으로 강하게 가속하게 되는데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 B형 타겟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없으므로 영

향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 130은 A3와 B3 타겟에서 발생한 플라즈마의 interferogram

이다.

그림 129. 실험에 사용된 타겟의 형태: 재질은 폴리스틸렌

필름, 알루미늄(Al), 구리(Cu) 등이 사용됨

그림 130 A3형 타겟(a, b, c)과 B3타겟(d, e, f)에서 발생한 플라

즈마의 interferogram; 3 ns의 간격을 두고 interferogram을 측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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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두가지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타겟

에 레이저 빔이 입사되면 발생되는 플라즈마

는 집속되거나 방사형으로 분산됨.

그림 133 channel 형과 cone 형의 가이드가 어떤

다른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타겟 장치

한편, 그림 131과 같은 타겟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타겟에 레이저

빔이 조사되어 플라즈마가 집속되거나 분산되는 특성을 연구하였다.

폴리스틸렌 플라즈마와 알루미

늄, 구리 등 금속 플라즈마의 진행

속도는 서로 다르며, 이로 인하여

두가지의 타겟이 그림 131과 같이

결합되면 레이저에 의해 발생된

플라즈마는 서로 속도가 다르므로

상호간섭에 의해서 집속되거나 발

산되게 된다. 그림 132는 이 경우

의 간섭무늬로서 주위의 폴리스틸

렌 플라즈마 때문에 중앙에 있는

구리에서 생긴 플라즈마가 집속된 것을 보여준다.

그림 132 CH 플라스틱 bulk에 직경 0.4 mm의 Cu가 중앙에 들어있는 타겟(그림 129의

a 형 타겟)에 반경 0.5 mm 에너지 137 J (1ω)의 레이저가 조사하였을 때 생성된 플라즈

마; Cu에서 생성된 플라즈마가 주위의 CH 플라즈마에 의해 집속된 것을 보여 줌.

그림 133은 또 다른 형태

의 타겟으로서 channel 형태의 가

이드와 cone 형태의 가이드가 어

떤 다른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하

기 위한 실험이었다. 실험에 대한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이다.

PALS에서 수행된 이 실

험들을 위하여 Nomarski 간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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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Streak camera, X-선 4 frame camera, Faraday cup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X-

선 streak camera는 시간에 따라 퍼져가는 플라즈마의 모양을 보여 주며, 간섭계는 플

라즈마의 밀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시간에 대한 밀도 특성을 알기 위하여

약간의 시간 차이 (3 ns)를 두고 간섭무늬를 측정하였다. 간섭무늬 데이터와 streak

camera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면 플라즈마의 밀도, 속도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분광

계를 추가로 사용하면 플라즈마의 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펙트럼 데이터

의 확보도 가능하다. 그러나 PALS의 시설에서 광학 분광계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림 134는 전형적인 간섭무늬를 분석한 예로서, KAERI 시설에서의 공동 실

험에 여러 차례 참여한 바 있는 체코공과대학의 Kalal 교수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Kalal 교수는 간섭무늬 분석프로그램을 우리팀과 공유하기로

하였다.

그림 134 Kalal 교수의 코드로 분석한 interferogram 데이터

3.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우리연구팀은 실험에 참가하는 동안 1차원 HYADES 코드를 사용하여 실험상황을 실

시간으로 계산하였다. 타겟이 CH, CD, CH2, CD2 인 경우 에너지가 50 J 120J 250 J 인 경우,

레이저 파장이 1 ω, 2 ω 인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 136,

137, 138은 그림 127의 CH 타겟에 대하여 레이저의 에너지가 120J 이며 파장인 1 ω 인 경우

(그림 135의 좌측)와 2 ω 인 경우 (그림 135의 우측)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계산을 수행한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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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레이저 파장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1 ω와 2 ω인 경우에 대하여 two

temperature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음.

계산 결과 1 ω인 경우 보다는 2 ω인 경우가 효과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8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면 압축속도는 실험치인 (1.5 - 4.0) x 107 cm/sec 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6 1차원 HYADES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플라즈마가 레이저

에 의해 확대되는 속도가 실험치와 정확히 일치함); (좌) 1ω (우) 2 ω



- 159 -

그림 137 1차원 HYADES로 계산한 결과: (좌) 1ω (우) 2 ω

그림 138에 플라즈마의 밀도와 압력을 나타내었는데, 이 압력의 시간적 프로파일을 이

용하여 두 번째 실험의 내용을 시뮬레이션 계산하였다.

그림 138 CH 타겟에 2 ω 레이저 빔을 조사했을 때의 플라즈마 밀도(좌)와 압력

(우)

즉, 그림 139에서와 같이 좌측(A 지역)에서 들어오는 레이저에 의해 B지역에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이 플라즈마의 압력으로 인하여 타겟의 플라즈마가 C 지역으로

급속히 가속되는 것을 두 번째 실험에서는 증명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1차원 시

뮬레이션 코드로 유사한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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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 레이저에 의해 생성되는 플라즈마의 일부가 나

머지의 플라즈마를 가속하는 source 역할을 함.

그림 140 레이저 대신 압력을 source로 하기 위한 인위적 압력 분포

그림 139에서와 같이 레이저에 의해 발생된 플라즈마의 압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타겟의 약 절반 정도의 플라즈마가 생성하는 압력을 레이저 대신 가속원으

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140과 같은 압력분포로 플라즈마를 가속

하는 상황을 계산하였다. 이 때 압력 P 와 시간 t 는 그림 45 또는 그림 138의 값을

사용하였다.

• 그림 141 - 그림 144는 CH 타겟에 1 ω (기본파장) 120J의 레이저 빔이 조

사될 때 (그림 45와 같은 실험 변수)를 계산한 결과로서 앞부분의 압력이 30 Mbar 정

도인 점을 고려해 그림 140의 패턴으로 압력이 작용할 때의 시간에 따른 밀도, 압력,

전자온도, 플라즈마 속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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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Pressure source 로 계산한 경우의 밀도 변화: 1.044 g/cc 이었던 타

겟의 밀도가 5.2 g/cc 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142 압력을 source로 하여 계산한 플라즈마의 압력 변화; 전체적인 압력

은 입력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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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Pressure source의 경우 전자의 온도 변화: 약 22 eV의 전자 온도

를 나타냄

그림 144 Pressure source 의 경우 플라즈마의 속도가 6 X 107 cm/sec 정도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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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일본 GEKKO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1. 내폭반응에서 생성된 X-선에 의한 광이온화 실험

내폭 방법에 의한 X-선 발생 및 X-선에 의한 광이온화 특성 측정을 위하여

일본의 오사카대학 ILE 연구소의 GEKKO XII 시설에서 한중일 과학자가 공동으로 실

험을 수행하였다. 중국측에서는 중구과학원 물리연구소의 Yutong Li 교수팀이 참여하

였다. 실험은 3번에 걸쳐 수행되었는데 2008년 2월, 2009년 2월, 2010년 8월에 실시되

었다.

가. 실험 구성

구형(spherical shape)의 CH (폴리스틸렌) shell 타겟과 Si (실리콘) 박막이 입

혀져 있는 플라스틱 타겟을 챔버에 장착하고, 12개의 빔으로 구성된 GEKKO XII 레이

저빔을 CH shell에, 그리고 추가의 1개의 Nd:YAG 레이저 빔을 Si 타겟에 집속하도록

광학 시스템을 정렬하였다. (그림 145 참조)

레이저 시스템은 ILE 연구소의 GEKKO 시스템 전담연구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타겟에 12개의 주 레이저빔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작은 에너지의 빔을 보내어

레이저빔의 정렬 상태, 타겟에 조사되는 레이저 상태, 레이저 빔의 시간 지연등을 검

토하였다.

타겟은 챔버의 위쪽으로부터 내부에 입력되며, 정밀 조정을 위하여 4-pin hole

camera에 의해 모니터된다.

그림 145 X-선 광이온화 실험을 위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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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진단 장치는 그림 146과 같이 챔버 주위에 장착되었

으며, 타겟은 챔버의 위로부터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146 진단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챔버 내부 모습

나. 타겟 실험

그림 147은 챔버 주변에 장착된 진단 장치로부터 관측된 신호들이며 이 신호

를 분석하므로서 CH shell에서 발생하는 X-선의 스펙트럼 특성, Si 플라즈마에서 발

생하는 X-선 분광선 및 ionization stage 등을 얻을 수 있었다.

Multi-pinhole camera는 전면에 금속의 필터가 부착되어 있어 입사되는 X-선

의 에너지에 따른 신호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X-선 streak camera 데이터는 실

제로 implosion 되는 CH shell 의 모습을 시간에 따른 변화로 나타낸다. 그리고

transmission grating data는 입사된 X-선의 3차 order 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이를

분석하면 X-선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의 온도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된다. 또한, X-선

spectrometer 데이터는 Si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X-선의 파장에 관한 정보를 주게

되며 이 분광선을 분석하면 Si의 이온화 상태를 알게 되고 따라서 저온 Si 플라즈마의

추가 광이온화 정도를 알게 된다. 실험 결과 Heα 라인 (1.8 keV)이 발생한 것으로 파

악되었다.

좋은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 GEKKO laser 와 Nd:YAG 레이저 사이의 시간

지연, Si 타겟의 위치 변경등 실험 조건을 변화시켰다. 결과적으로 Si 플라즈마에서 발

생하는 Heα 나 Lyα 분광선을 측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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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GEKKO 시설의 진단 장치와 각 진단장치로부터 측정된 관측 결과

Transmission Grating 데이터와 multi-pinhole 카메라 데이터를 분석하면 압축

된 폴리스틸렌 타겟에서 발생하는 X선의 온도를 알 수가 있는데 분석 결과 500eV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48, 그림 149).

그림 148. Transmission grating 데이터

의 분석:X-선원의 온도는 500 eV로 판

정 (S. Fujioka, 2009)

그림 149. MPC 데이터의 분석: X-선원

의 온도는 500 eV로 TG 데이터와 일치

(S. Fujioka, 2009)

한편 streak camera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내폭 속도가 3 ∼ 4 × 107 cm/s 임

을 알 수 있었다. 내폭속도는 핵융합 타겟이 압축되어 점화를 일으킬 때 도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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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온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이다.

• Si 플라즈마의 분광선

5 - 20 Ǻ 영역의 Si X-선 분광선은 Si XIII에서 발생하는 Heα 라인을 비롯하

여 1snp --> 1s2 전이선이며 NIST의 database에 수록된 내용은 그림 150과 같다. 본

실험에 사용된 X-선 spectrometer의 CCD는 1.6 keV 와 2.4 keV 사이의 분광선을 측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Si XIII 플라즈마의 X-선 분광선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그림 150 Si의 X-선 스펙트럼

그림 151은 본 실험에서 얻어진 X선 방출 스펙트럼과 우주에서 관측된 X선

방출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151의 1.84, 1.85, 1.86 keV 영역의 강한 전

이선들은 그림 152의 He-like, Li-like, Be-like 실리콘 이온들의 에너지 준위도에서 설

명될 수 있다. 그림 152에서 보듯이 He-like Si 이온들의 1s2 2S0-1s2p 1P1 전이에 의

해 1.86 keV의 X선이 방출될 수 있으며, 1s2 2S0-1s2p 3PJ 전이에 의해 1.85 keV의 X

선이 방출될 수 있고, 1s2 2S0-1s2s 3S1 E1 forbidden, M1 전이에 의해 1.84 keV의 X

선이 방출될 수 있으며, 각각 resonance, intercombination, forbidden line들로 명명되

어 왔다. Li-like Si 이온들의 경우 1s
2
2s

2
S1/2 기저 준위 및 1s

2
2p

2
PJ 준여기 준위에

서의 E1 전이에 의해 1.84, 1.85 keV의 X선이 방출될 수 있다. Be-like Si 이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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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a) 실험실에서 측정한 실

리콘 플라즈마의 X선 방출 스펙트럼.

(b) 블랙홀과 그것의 짝별로 구성된

Cygnus X-3에서 관측된 X선 방출

스펙트럼. (c) 중성자별 이중계인

Vela X-1에서 관측된 X선 방출스펙

트럼.

그림 152. He, Li, Be-like Si 이온들의

에너지 준위도.

경우, 1s22s2p, 1s22p2 3PJ 준여기 준위에서의 E1 전이에 의해 1.84 keV의 X선이 방출

될 수 있다. 그런데 He-like Si ion의 E1 forbidden line의 M1 전이 확률은 resonance

line에 비해 108 이상 작으므로, 우주에서 보이는 1.84 keV 영역의 X선이 과연

forbidden 전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주 및 레이저 실험실에서 구현된 플라즈마의 빛-원자 반응 프로세스를 기술하

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이온 분포가 플라즈마 내의 국소적 충돌 반응에 의해서만 결정

되지는 않으며 비국소적인 복사선과의 반응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지는

collisional-radiative (CR)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

본 실험의 내용은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2009년 Nature Physics 학술지에 게재

되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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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3 HYADES을 이용한 1D

전산 시뮬레이션 조건

2. 전산 시뮬레이션

본 실험에는 implosion 반응과 Nd:YAG 레이저에 의한 플라즈마 발생 반응 등

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험에 앞서 implosion 반응을 1D HYADES 코드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그림 153). HYADES는 코드는 상용화된 프로그램으로서 본 실험과 같은 고

에너지 반응을 1 차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전문가용 코드이다.

그림 153은 그림 145의 실험상황과 같

이 12개의 레이저 빔에 의해 CH shell이 압

축되는 특성을 계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상

황이다. 레이저의 조건과 타겟의 조건은 실험

과 유사하게 설정하였고 전자의 EOS와 이온

의 EOS를 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two

temperature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계산한 결과가 그림

154와 155에 나타나 있다. 계산 결과 최대 압

축크기 (최소의 shell 크기)는 직경이 80 µm

이었고 shell이 압축되는 implosion 속도가 6 x 107 cm/sec 이었다. 이것은 실험에서

streak 카메라로 측정한 96 µm, 4 x 107 cm/sec 와 매우 잘 일치하는 값이다.

한편, 같은 실험 조건에 대하여 MULTI 코드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그림 156). Radiation temperature (복사온도)에 대해 HYADES는 100 - 200

eV, MULTI 1D는 600 - 800 eV의 계산 결과를 내 놓았다. 한편 transmission grating

의 데이터와 multi channel pin-hole camera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약 500 eV 이

었다 (그림 148, 149). 실제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는 변수에 따라 계산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154 1차원 HYADES 코드로 계산한 플라즈마 압축 크기와 속도: 실험 데이터

와 매우 잘 일치함.



- 169 -

그림 155 HYADES 코드로 계산한 압력 및 전자/복사 온도: 복사온도는 실험치와 그

리 잘 맞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156 MULTI 1D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radiation

temperature 가 실험을 분석한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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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압축용 GEKKO 레이저 빔과 저온 실리콘 플라즈마를 만드는 Nd:YAG

레저 빔 사이의 시간 지연 및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이 시간 지연과 위치 선정을 위

하여 2차원 MULTI 코드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157은 실리콘 플라

즈마의 밀도와 복사온도를 같이 표시한 결과이다. 위 부분이 밀도의 공간적 분포를 시

간에 따라 보여 주고 있으며 아래 부분이 복사온도의 공간적 분포를 시간에 따라 보

여 주고 있다. 실제로 GEKKO 레이저의 펄스폭은 1.2 ns 이고 Nd:YAG 레이저의 펄

스 폭은 13 ns 이므로 적절한 시간지연이 필요하였으며, 실제로 두 레이저 시스템의

시간적 정점이 일치하도록 정렬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었다.

그림 157 2차원 MULTI 코드로 계산한 실리콘의 플라즈마 생성 과정: 위부분이 밀

도의 공간적 분포의 시간적 변화이며 아래 부분은 복사온도의 공간적 분포의 시간

적 변화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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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한국 KAERI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1. 레이저 핵반응 분석

플라즈마 밀도 진단을 위하여 간섭무늬를 측정하는 실험을 KAERI의 극초단레

이저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158과 같이 KAERI에 설치되어 있는 중수소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레이저에 의해 생성되는 플라즈마의 밀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

였다.

그림 158 레이저에 의해 생성되는 플라즈마의 특성을 특정하기 위한 간

섭계장치

본 실험 장치는 femto-second laser를 이용하여 소형 레이저 핵융합을 일으키

는 실험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2000년도 이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다. 사

용되는 타겟은 가스와 클러스터이며, plastic scintillator, CR39, TOF 장치, 에너지측정

을 위한 calorimeter등의 측정장치가 사용된다. 밀도 측정을 위한 정밀 실험을 위하여

Nomarski interferometer (그림 159, 160)를 제작하였다. 이 간섭계의 폭 넓은 조정범

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두 개의 렌즈와 한 개의 Fresnel biprism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D2 가스, D2 클러스터, CH4 가스의 타겟에 대한 interferometer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D2 클러스터 타겟은 노즐을 액체질소로 냉각하면서 D2 가스

를 분사시키면 adiabatic expansion에 의해 가스온도가 더욱 내려가면서 가스가 클러

스터로 뭉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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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Biprism을 사용하여 간섭현

상을 보여주는 Nomarski 간섭계의 원

리

그림 160 두 개의 렌즈와 하나의 Fresnel

biprism으로 구성된 Nomarski 간섭계

그림 161과 162는 극초단 femtosecond 레이저 빔이 중수소의 가스나 클러스터

와 상호작용하는 간섭무늬이며, 서로 다른 투과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중수소 가

스는 레이저의 에너지를 잘 흡수 하지 못하여 레이저 빔이 가스를 그냥 통과하는 반

면, 중수소 클러스터는 레이저 빔의 에너지가 거의 모두 흡수되어 레이저 빔이 투과하

지를 못한다. 실제로 투과되어 나온 에너지는 입사된 에너지의 10% 이내 이었다.

그림 161 D2 가스타겟을 관통하여 지

나가는 main laser 빔의 간섭무늬

그림 162 D2 클러스터 타겟과 작용하

는 main laser 빔: 레이저빔이 관통하

지 못하고 모두 흡수되었음.

Interferogram 데이터는 Abel inversion 방법에 의해 분석이 되는데 그림 163

은 본 실험에 공동 참여한 체코공과대학의 Kalal 교수가 개발한 코드를 이용하여 간섭

무늬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실제적인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Fourier 스

펙트럼을 분석하는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거쳐야 한다. 이 실험에는 Kalal 교수팀의

학생인 Michaela Martinkova도 여러차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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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 Abel inversion 방법을 이용하여 Interferogram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줌

2. 고밀도 레이저 플라즈마의 초고강도 자기장 생성 특성

레이저에 의해 플라즈마가 생성될 때 ▽n × ▽T 등의 효과에 의해 순간적으

로 강한 자기장이 toroidal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이러한 자기장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Faraday rotation의 개념을 이용하거나 Cotton-Mouton effect

(CME)를 이용하게 되며 편광측정법에 의해 실험적으로 측정된다. 이 분야의 연구는

그림 164 -166에 표시한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되고 있다.

그림 164 Faraday rotation 각도를 측정하여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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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 10 TW 1.5ps 의 레이저빔이 Al 타겟과 상호작용한 후 12 ps 뒤에

측정된 편광무늬 (수직으로 교차된 polarizer와 analyzer로부터 회전된 편광각:

(a) -9o, (b) +12o (c) 편광무늬를 설명한 개략도 (d) 상호작용 후 15 ps 이후에

기록된 간섭무늬

그림 166은 중국의 Y. Li 연구팀이 axial 방향으로 생성되는 자기장을 측정하

기 위하여 구성한 실험실 구성이다.

그림 166 Axial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Li, SCIENCE IN

CHINA series A , vol. 43, No. 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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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도 플라즈마에서 초고강도 (수 백 메가 gauss 이상)의 자기장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은 그림 167에 표시한 바에 같이 여러 원인이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Faraday rotation 효과는 레이저 빔의 편광방향이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Cotton-Mouton 효과는 편광방향이 자기장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서 Faraday rotation 이란 자기장에 의해 전기장의

편광방향이 회전하는 현상을 말하며 Cotton-Mouton 효과란 자기장에 의해 플라즈마

의 refractive index 가 변화하여 선형 편광의 빛이 원형 편광의 빛으로 변화하는 현상

을 말한다. 따라서 플라즈마 주위에 toroidal 방향으로 생기는 자기장을 Faraday

rotation을 이용하여 측정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의 측면에서 프로브 (탐색) 레이저 빔

이 입사하여야 하며 (그림 168 참조) Cotton-Mouton 효과의 방법으로 측정하기 위해

서는 플라즈마 제트의 방향으로 프로브 레이저 빔이 입사되어야 한다. (그림 175 참

조)

그림 167 초고강도 자기장의 생성 원인들 (A. Gopal PhD.Thesis, 2004 [19])

본 과제에서는 영국 러더포드 애플턴 연구소에서 picosecond 레이저를 이용하

여 측정한 Borghesi의 실험을 KAERI의 femtosecond 레이저를 사용하여 재현하기 위

하여 그림 168과 같은 장치를 구성하였다. 즉 챔버 내부에 off-axis parabolic mirror를

사용하여 직경 2인치의 femtosecond Ti:Sapphire 레이저 빔을 알루미늄 thin foil 타겟

에 집속시키고, 이 때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polarizer

를 챔버 내부에 장착하고 두 개의 analyzing polarizer와 두 개의 Nomarski 간섭계를

챔버 외부에 장착한 장치를 제작하였다. 그림 169는 챔버 내부의 사진이다. 그림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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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인 a, b의 polarigram을 하나의 레이저 빔에 대해서 동시에 얻을 수 있도록

beam splitter와 두 개의 CCD 카메라를 구성하였다.

그림 168 초고강도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구성도

그림 169 초고강도 자기장 측정을 위한 챔버 내부

실제로 이러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probe beam의 delay time과 polarizer,

analyzer 의 각도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우선

Al 박막에서 생성되는 플라즈마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Nomarski 간섭계를 제작하

여 간섭무늬를 측정하였다 (그림 170).



- 177 -

그림 170 Al 박막에서 발생한 플라즈마에 의해 생긴 간섭무늬:

레이저 에너지 약 800 mJ, 프로브 레이저 빔 파장 : 800 nm

이 간섭무늬에 complex interferometry 기법을 적용하여 phase shift를 구하고

Abel inversion 기법을 적용하면 밀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그림 171) 플라즈

마의 밀도는 약 1020 #/cc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1 Complex interferometry 기법으로 처리한 간섭무늬 데이터

한편, 메탄가스 (CH4)를 대상으로 플라즈마 생성 및 진단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체의 경우 고체 타겟보다 플라즈마의 생성은 용이하지만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self emission으로 인하여 프로브 빔의 측정이 더 어려웠다. 그림 172는 Nomarski 간

섭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간섭무늬이며 그림 173은 complex interferometry 기법을 이

용하여 처리한 위상차 데이터이다. 간섭무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이저의 에너지는

거의 모두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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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2 CH4 타겟에 극초단 레이저를 조사하여 측정한 간섭무늬: probe

laser beam의 파장: 800nm, 편광각: 263도, CH4 압력: 60기압

그림 173 Complex interferometry 기법으로 간섭무늬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

그림 174의 구성은 입사하는 레이저 빔의 편광축과 반사하여 플라즈마를 통과

하여 회전된 편광축의 각도 차이를 동시에 측정하려는 실험이었다. 타겟은 40 µm 두

께의 알루미늄이었고, 플라즈마가 없는 부분에서의 반사를 측정하여 기준으로 삼았다

(그림 172의 좌하 삽입그림 중 오른쪽 아래 삼각부분). 레이저 펄스마다의 variation을

보정하기 위하여 시간 지연을 사용하여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실험 결과 약 2도 정도 편광축이 회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4의 우상 삽입그

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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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 Faraday 회전각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 구성: 우상에 삽입된 측정데이

터로부터 약 2도 정도의 편광각 회전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음

한편, 그림 175는 Cotton-Mouton 효과를 이용하여 자기장을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이

다. 타겟으로는 CH4 (메탄가스), Ne (네온 가스)등을 사용하였으며 프로브 빔으로는 메인 레이

저빔의 일부를 분할하여 2차 조화파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그림 175 초고강도 자기장을 Cotton-Mouton 효과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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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타겟에서 CME를 측정한 연구는 여러 그룹에 의해 보고되었으나 가스나

클러스터를 이용한 실험은 거의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본 연구에서는 가스

나 가스 클러스터에서의 고강도 자기장도 측정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그림 176, 177과 같은 영상을 얻을 수 있었다. 서로 다른 타겟과 다

른 상황에서 측정된 데이터로서, 그림 176은 Ne (네온) 플라즈마의 간섭무늬를

Nomarski 간섭계로 측정한 데이터이며 그림 177은 메탄가스 플라즈마를 측정한

shadowgram 데이터이다. 두 개의 카메라에서 서로 다른 영상을 얻을 것을 기대하였

으나 아직 분명하게 선형 편광 빔이 원형 편광 빔으로 변화된 영상을 얻을 수는 없었

다. 메인 빔을 분할하여 만든 프로브 빔의 펄스폭은 메인 빔과 같은 30 fs 정도이고

고강도 자기장이 형성되어 지속되는 시간은 수 ps 정도이므로 메인 빔과 프로브 빔의

시간 지연이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실제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6이나 그림 177을 보면 메인 빔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는

프로브 빔을 거의 다 흡수하므로서 중심 부분이 검게 나타났다. 검은 부분주변의 밝은

부분이 CME에 의해 두 개의 카메라에서 동시에 측정할 경우 서로 다른 영상이 나타

날 것을 기대하였으나, 결정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176 네온 플라즈마의 interferogram 그림 177 메탄 클러스터의 shadowgram

이 연구는 레이저 핵융합 반응에서, 고속점화용 레이저에 의해 전자가 만들어

진 후 미리 압축된 플라즈마 속을 전자가 진행할 때 자연적으로 플라즈마 주변에 만

들어 내는 강한 자기장의 측정에 관한 연구로서, 영국의 VULCAN 시설이나 프랑스의

LULI 시설에서 실시된 전자 수송 실험과 함께, 고속점화 반응을 최적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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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밀도 플라즈마 특성 연구

제 1 절 극한 플라즈마 특성 연구

관성핵융합 (Inertial Fusion Energy, IFE)및 이와 관련된 고강도 레이저에 의해

생성되는 고밀도 플라즈마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코드인 MULTI [20]는

thermal radiation transport, heat conduction을 고려하며, 레이저 빔, 이온 빔 및 핵융

합유도 alpha 입자빔에 의한 에너지 전파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다. 1985년부터 스

페인의 Universidad Politécnica de Madrid 그룹과 독일의 Max-Planck-Institut für

Quantenoptik 그룹의 공동연구로 개발되기 시작되었으며 소스가 공개된 free software

로 배포되고 있다. MULTI에 쓰인 radiation hydrodynamic 모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Numerical model

일반적으로 플라즈마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기술된다.

여기서, m, v, p, u, e는 Lagrangean 질량 좌표 (물질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좌

표), specific volume, (v=1/r, r=질량 밀도), 압력, 속도, specific 내부에너지를 나타낸

다. p와 e는 밀도와 온도의 함수로 주어지며, p=p(r,T), e=e(r,T)의 관계식을 상태방정

식 (equation of state)라고 부른다. 은 레이저에 의해 전달되는 단위 질량, 시

간당 에너지를, Se는 전자의 heat flux로 전자의 heat conductivity 에 대해

 ∇로 주어진다. Se 는 free-streaming 한계  를 초과할 수 없고

f는 임의의 변수로, flux inhibition factor라 부른다. Sk와 Uk는 광자의 에너지 그룹

 ≤  ≤  에 대한 radiation flux와 radiation 에너지 밀도를 나타낸다. ,

는 Planck, Rosseland 평균 opacity를, qk는 specific emission energy coefficient를

나타낸다. c는 광속을, 

은 Eddington factor로 group k의 방출 각도에 의존하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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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으로 고정되어있다.

앞의 식들은 입자의 속도 u가 광속보다 많이 작은 비상대론적인 플라즈마에

적용되며, 이것은 radiation 에너지 밀도 U가 플라즈마 입자의 에너지 밀도 ep 에 비해

작다는 것을 함축한다. 광자의 에너지 그룹을 단일 그룹 (k=1)으로 생각한다면,

radiation flux는

 ∇    ,

로 주어지며, 여기서 는 Stefan-Boltzmann 상수이고, 은 Rosseland mean free

path로   로 주어진다.

2. Equation of state (EOS)

압력과 에너지의 상태방정식 p=p(r,T), e=e(r,T)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실험

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얻어질 수 있고, 앞에서 언급한 hydrodynamic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고강도 레이저와 플라즈마와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

다.

EOS 자료로 가장 널리 알려진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USA)의 SESAME database [21] 가 있으나, 이 자료는 임의의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

않고 엄격한 등록과정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자료도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

KAERI는 LANL로부터 EOS와 opacity 데이터를 제공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SESAME EOS data에 비해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USA)

의 R. M. More에 의해 개발된 QEOS (quotidian equation of state) [22]는 외부의 자

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론적인 모델로 구해지는 EOS로써, 물질의 Atomic number Z와

weight A, 그리고 bulk modulus K만을 입력자료로 하는 아주 간단한 모델이다.

QEOS는 압력 p와 에너지 e를 밀도 ρ와 온도 T에 관한 불연속점이 없이 smooth한 함

수로 얻을 수 있어 hydrodynamic simulation에서 수치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며, 15

~ 20 % 내외의 정확도를 줄 수 있다.

물질에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충격파가 물질 내부를 전파 할 때 (그림

178), 다음의 세가지 보존식을 따르게 된다.

1. 질량 보존 :

     ,

2. 운동량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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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보존 :

   





 .

위의 세개의 식으로 부터 충격파 전후의 역학변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Hugoniot 관계식을 얻게 된다.

   


  

p=p(r,T), e=e(r,T)의 EOS 자료에 대해 위의 Hugoniot relation을 사용하면, 어떤

초기조건에 대해 압력을 밀도의 함수만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78 충격파 (S: shock velocity)가 물질 내부에 전파하기 전

(a)과 후 (b)의 에너지 (E), 밀도 (r), 압력 (P), 속도 변화 (U)

표 21은 QEOS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물성자료를 보여준다.

Zav Aav [amu] ρ0 [amu]
Bulk Modulus

[GPa]

Al 13.00 26.982 2.7 75.00

CH 3.50 6.510 1.044 3.50

CD 3.50 7.013 1.125 3.50

CH2 2.67 4.676 0.916 0.14

CD2 2.67 5.347 1.047 0.14

표 21 QEOS를 계산하기위해 사용한 물성 자료. Al : aluminium, CH:

polystyrene, CD: deuterated polystyrene, CH2: polyethylene, CD2:

deuterated polyeth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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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9는 표 21에 나타난 물질들에 대한 QEOS와 SESAME EOS의 전자와 이

온의 총 EOS에 대한 Hugoniot curve들을 비교하여 보여 준다. QEOS는 MULTI 코드

package에 포함된 mpqeos 프로그램으로 구하였다. 그림 179에서 보듯이 QEOS와

SESAME EOS가 유사한 Hugoniot curve를 보이므로 QEOS가 Al, CH, CD, CH2,

CD2 물질에 대해 SESAME EOS를 대체할 수 있다.

그림 179 여러 물질들에 대한 SESAME EOS와 QEOS의 Hugoniot curve들

3. Opacity

Radiation에 대한 물질의 총 흡수 계수는 
  

 
 


의 원자내의

free-free, free-bound, bound-bound 전이에 의한 총합으로 주어지며, radiation

hydrodynamic 시뮬레이션에 이 총 흡수율이 영향을 준다. Planck, Rosseland mean

opacity는 다음의 식에 의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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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p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Planck 함수를 나타낸다.

 




 
.

Opacity를 계산하는 원자물리 코드인 SNOP (Steady-state Non-LTE

OPacity) 프로그램이 MULTI package에 포함되어 있으며, SNOP이 사용하는 원자 모

델 [23] 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준위 (Screened hydrogenic model)

  









    
 

  


 

여기서, EH = 13.6 eV, s(n,m)는 screening coefficient로서 More의 empirical한

fitting식으로부터 구해지며, Pn은 점유수를 나타낸다.

(2) 이온화 상태

이온화 상태는 기저 준위로 부터의 충돌에 의한 이온화와 continuum에서 기저

준위로의 재 결합만을 고려하며, step-wise 프로세스들과 radiative ionization은 무시

되었다. 이온들에 의한 steady state 균형상태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ns는 s-fold 이온화 원자들의 입자 밀도를, Cs는 전자충돌에 의한 이온화

계수를, bs 는 충돌에 의한 재결합 계수를, as는 radiative 재결합 계수를, d는 dielectric

재결합 계수를 나타낸다.

위 두 관계식들로부터 얻어진 변수값들이 흡수계수들, 
 

 


을 결정하게

된다.

4. ASE 레이저 펄스와 얇은 박막의 상호 작용 시뮬레이션

극초단 고강도 레이저와 고체 표적과의 상호작용은 고에너지 전자, 양성자 또

는 이온, 중성자등의 입자빔 및, X-선, 감마선 등을 생성시켜 많은 물성 분석 및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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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응용 가능성으로 인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시 극초단 고

강도 레이저에 수반되는 ASE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사전 펄스에 의해

표적에 주 레이저 펄스가 도달하기 전에 표적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주 펄

스에 의한 빔 생성 효율에 영향을 준다.

ASE 사전 펄스에 의해 표적 앞단에 생성된 저밀도 플라즈마는 주 펄스가 입

사하여, 저밀도 플라즈마 내의 전자를 고에너지로 가속시켜 이 전자가 표적 뒷단으로

전송되면서 표적 뒷단에 강한 정전기장을 형성하게 하여 이온빔의 가속을 강화 시킨

다. 반면에 ASE의 세기가 커서 표적 뒷단을 팽창시키면 오히려 정전기장이 감소하게

되어 이온가속이 저하된다.

최근 이러한 ASE 사전 펄스를 조절하여 효과적인 이온가속을 얻는 실험들이

행해졌으며, radiation hydrodynamic 시뮬레이션에 의해 연구되어 졌다. Al 금속 표적

의 경우 표적 두께가 얇을 경우 radiative heating에 의해 표적 뒷단이 녹아 팽창되어

이온 가속이 저하되고 표적 뒷단이 변형되지 않는 최적의 두께가 존재하여 이온가속

의 효과가 최대화된다는 것이 보고 되어 있다. Cu 금속의 경우 Al보다 충격파가 전파

되는 속도가 느려 동일한 ASE 사전 펄스폭에서 표적 뒷단이 덜 팽창되어 가속되는

이온빔의 divergence가 작게 나타나는 잇점이 있다고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스틸렌 (CH) 타겟에 대해 ASE 사전 펄스에 의해 변형되

는 정도가 표적 두께의 변화에 있어 Al의 경우 처럼 최적의 두께가 존재하는지와 Al

과 비교하였을 경우 ASE 사전 펄스의 세기 변화에 대해 충격파가 진행하는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일차원 radiation hydrodynamic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고찰하였

다.

시뮬레이션에는 앞에서 언급한 1차원 MULTI 코드를 사용하였으며, Al의 EOS

로는 SESAME #3717 EOS를 CH는 SESAME #7593 EOS를 이용하였다. ASE 사전

펄스가 nano second (ns)영역의 펄스폭을 가지므로 전자와 이온의 충돌에 의한 평형

시간보다 충분히 길므로 전자와 이온을 같이 기술하는 EOS를 사용하였다. LTE (local

thermal equilibrium) 상태를 가정하여 multi group Planck, Rosseland 평균 opacity를

SNOP 코드로 구한 후 hydrodynamic 시뮬레이션에 사용하였다.

고려된 ASE 사전 펄스의 시간에 따른 모양은 1 ns 동안에 어떤 최고의 세기

I 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1.5 ns 동안 I 세기를 유지한다. 최고 세기 I는 10
11

W/cm2 ~ 1013 W/cm2 의 범위에서 변화시켰다. 초기의 표적의 밀도는 Al, CH의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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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실온 T= 0.0258 eV에서 2.7 g/cc와 1.044 g/cc로 두었으며, 표적 두께 d는 2

mm ~ 20 mm로 변화시켰다. 초기의 표적의 앞단은 x=0에 두었다.

그림 180은 d = 2 mm 인 Al과 CH에 대한 I = 1012 W/cm2 의 ASE 사전펄스

와의 상호작용에서 물질에 가해지는 압력, 밀도, 온도의 시간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180 표적두께 d = 2 mm, ASE 사전 펄스의 최대 세기 I = 1012

W/cm2 일때의 (a) Al의 압력 변화, (b) Al의 온도와 밀도 변화. (b) CH

의 압력변화, (d) CH의 온도와 밀도 변화.

그림 180에서 보듯이 Al의 경우 표적두께가 얇을 경우 표적 뒷단이 녹아 팽창하

였으나, CH의 경우 표적 뒷단이 팽창되지 않은 채 레이저의 진행방향으로 상당히 밀

려났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두 물질의 radiation에 대한 opacity의 차이에서 비롯된

다.

그림 181은 광자의 에너지 1 ~ 1000 eV 영역과, 1 ~ 5 keV 영역에 대한 Al과

CH의 Rosseland 평균 opacity를 보여 준다. 그림 181에서 보듯이 Al의 경우 높은 광

자 에너지 그룹에 대해 opacity가 작으며, CH의 경우에는 낮은 광자 에너지 그룹에 대

해 opacity가 작다. 그리고 opacity가 작은 광자 에너지 그룹에 대해서도 그 opacity가

CH의 경우가 Al의 경우보다 100배 이상 크다. 따라서 그림 182에서 보듯이 표적 앞단

에 생성된 빛이 뒷단에 투과하는 정도가 Al이 CH 보다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CH의

경우 빛이 전파되지 않아 빛의 전파에 의한 매질의 heating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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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 Al과 CH의 Rosseland 평균 opacity

그림 182 Al과 CH의 표적 앞단 (a)과 뒷단 (b)에서의 광자의 스펙트럼 세

기

이러한 radiative heating에 의해 Al은 뒷단이 녹은채 많이 팽창하게 되나 CH

는 뒷단이 녹지 않고 급한 밀도 모양을 유지한다. CH 표적이 레이저 진행 방향으로

밀려나는 것은 충격파의 물질 내에서의 진행, 반사에 의한 가속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183은 표적 두께가 d = 20 µm 일 때, I = 1012 W/cm2의 ASE 사전펄스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압력, 온도, 밀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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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3 표적두께 d = 20 µm, ASE 사전 펄스의 최대 세기 I = 1012

W/cm2 일때의 (a) Al의 압력 변화, (b) Al의 온도와 밀도 변화. (b) CH의

압력변화, (d) CH의 온도와 밀도 변화

표적 두께가 두꺼울 경우 표적 앞단에서 ablation 압력에 의해 생성된 충걱파

가 Al, CH 두 표적 모두 ASE 끝단에서 아직 표적에 머물며, 이때의 충격파의 진행

속도, 입자의 진행 속도, 충격파 전파후의 매질의 온도는 그림 184의 Hugoniot curve

들에 의해 기술되어진다.

그림 184 Al과 CH에 대한 SESAME EOS로 부터의 Hugoniot curve들. (a) 압력에

대한 입자의 속도 UP, Shock 속도 US, (b) 압력에 대한 매질의 shock 전파후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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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4에서 보듯이 충격파가 전파하는 속도와 충격파에 의한 물질의 가열정

도는 ablation 압력이 클 경우 CH의 경우가 Al 보다 큼을 볼 수 있다.

그림 185는 ASE 사전 펄스의 최대세기 I가 변화할 때의 Al과 CH의 ASE 끝

단에서의 밀도 변화를 보여 준다.

그림 185 ASE 사전 펄스의 최대 세기 I의 변화에 대한 펄스 끝단 (t=2.5 ns)

에서의 (a) d = 2 µm Al의 밀도 변화, (b) d = 2 µm CH의 밀도 변화, (c) d =

20 µm CH의 밀도 변화, (d) d = 20 µm CH의 밀도 변화

그림 185에서 보듯이 Al의 경우 얇은 표적일 경우 I가 커질수록 뒷단이 많이

녹아 팽창했으나, CH의 경우는 뒷단의 급한 밀도 기울기를 유지한 채 레이저 진행 방

향으로 많이 밀려나게 된다. 표적 두께가 클 경우에는 I가 커지면서 CH의 경우 표적

뒷단이 shock heating에 의해 Al 보다 쉽게 녹아 뒷단이 팽창함을 볼 수 있다.

결론으로 Al과 CH의 물성차이로 인해 ASE에 의해 변형되는 정도가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 결과는 다른 플라스틱 표적의 사전플라즈마의 형성에 관

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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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코드

IFE 타겟을 설계하거나 점화반응을 연구하기 위하여 hydrodynamic (유체역학

적) 시뮬레이션이나 PIC (Particle-In-Cell)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미국의 LLNL

연구소는 이를 위하여 LASNEX코드를 개발하였고, 중국의 IAPCM연구소는 LARID

코드를 개발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사용할 뿐 대외적으로 공유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

나 학문적인 측면에서 개발된 MEDUSA, MULTI, CHIC, OSIRIS, HYADES등 매우

여러종류의 공개된 코드가 유통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개발한 코드를 쓰는 연구그

룹들도 있다.

최근에는 유체역학코드와 PIC 코드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코드가 개발되고

있으며, 서로 조건이 매우 다른 여러 경우의 플라즈마에 적용되고 있다.

1. 유체역학적 코드

유체역학적 코드에는 MULTI 코드, HYADES코드, CHIC 코드, MEDUSA 코

드 등이 현재 여러 그룹에서 활용되고 있다.

가. MULTI 코드[24]

MULTI code는 1985년부터 스페인의 마드리드 폴리테크 대학과 독일의 막스

플랑크 양자광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코드로서, 관성핵융합에서 일어나

는 고밀도 에너지 현상을 1차원과 2차원 구조로 유체역학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

는 코드이다. 이 코드는 thermal radiation transport, heat conduction, energy

deposition 등을 다룰 수 있으며, 레이저빔, 이온빔, 핵융합에 의해 생성된 알파빔 등에

관해서 계산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UNIX계열의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으며,

1994년에 특별히 개발된 r94라는 “컴퓨터언어”를 이용하여 쓰였다.

MULTI 코드가 r94 언어를 사용하므로, MULTI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

저 r94 언어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Linux 기반의 컴퓨터에서도 계산

결과를 그래픽으로 출력할 수 있다. 그림 186은 MULTI 코드로 계산한 예제 데이터로

서 MULTI 코드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1D 계산의 결과이다. DT 연료 펠릿에

3.51 MJ의 레이저 에너지가 들어가서 26.03 MJ의 에너지를 발생시킨 계산 결과로서

시간과 위치에 대한 전자 온도 분포를 나타낸다. 이 계산 수치는 NIF의 실험변수들에

해당한다.



- 192 -

그림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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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7 Nd;YAG 레이저의 세기가 최대가 되는 시점에서의 밀도 (좌측) 및 온

도 (우측) 분포

한편 그림 187은 Nd:YAG 레이저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실리콘 플라즈마의 분

포를 계산하기 위하여 MULTI 2D 코드를 사용한 예이다. 앞의 제 4 장 4절에서 기술

된 3차원 내폭의 실험에 대하여 실리콘 플라즈마의 발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차

원 시뮬레이션 코드인 MULTI 2D를 활용하였다. 이 계산은 주 레이저 빔과 Nd:YAG

레이저빔의 시간적 지연관계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산으로서 실험변수 결정

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간에 따른 플라즈마의 밀도 및 전자 온도 등

특성변수의 변화를 알기 위하여 2차원 계산을 수행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리콘 플라즈마의 밀도는 X 선이 지나가는 0.1 mm

부근에서 약 0.0005 [g/cc] / 28 [g/mol] X 6.X1023 number/mol = 1.0 X 1019

[number/cc]의 밀도를 가지며, 온도는 약 20 - 30 eV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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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실험에서는 GEKKO XII 의 12개 레이저빔과 Nd:YAG 레이저의 시간

지연을 -5 ns, 0 ns, +5 ns 등으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하였으며, 주 레이저 빔과

Nd:YAG 레이저 빔의 펄스폭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 1.2 ns와 13 ns), 시간

지연이 0 ns 일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MULTI 코드는 유체역학 계산 뿐 아니라 그래픽의 기능도 갖추고 있

으며, 입력 자료에 따라 원하는 출력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원

문을 고쳐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나. MEDUSA 코드 [25]

MEDUSA 코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만들어진 직경 0.5mm 정도의 작은

구 모양의 펠릿에 고출력의 레이저를 집속시켰을 경우 일어나는 현상을 일차원으로

추적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코드로서, 영국의 Culham Lab.에서 1973년에 처음으로

개발된 것이다. 레이저 핵융합에 사용하고자 제작된 고출력 레이저들은 현재까지는 레

이저를 발진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하루에 몇 번 밖에 조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실험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실험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

가 되었다.

Medusa 프로그램에서는 레이저빔이 조사된 작은 펠릿에서 일어나는

hydrodynamic 과정과 플라즈마 진행과정을 일차원적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

램에서 계산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레이저가 펠릿에 대칭적으로 조사되면 펠릿 표면근처의 전자들이 역

Bremsstrahlung 프로세스, 공명 흡수 등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하여 가열되기 시작

한다.

② 가열된 전자가 이온과 충돌하면서 열전도 현상에 의해 펠릿 내부로 열이

전달된다.

③ 펠릿 표면이 온도가 높아진 전자들에 의해 파열되며, 그로 인해 발산되는

이온들에 의한 반발력 때문에 구형 (spherical) 연료가 압축되어 내부의 플라즈마 밀도

가 급격히 상승한다.

④ 펠릿 중심 부근에서 핵융합 점화가 일어나자 마자, 바깥쪽으로 영향을 주어

연속적으로 외부의 연료도 점화되면서 연소가 일어난다.

이러한 단계별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을 보면, 레이저가 조사됨에 따라 펠릿 내

부에서 생성된 플라즈마의 밀도 및 속도,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이온 및 전자의 온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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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 개의 변수가 주요 변수가 되며, 이러한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멸되기도 하고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는 원소들 및 중성자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흐름 등을 시간에 따라,

펠릿 내부의 위치에 따라 추적해 볼 수 있다.

이온 및 전자의 온도 변화와 그로 인한 부가효과는 Navier-Stokes 방정식이

이용되었고, 펠릿 내부의 플라즈마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Lagrangian difference mesh

구조가 도입되었으며, hydrodynamics와 열전달에 대한 추적에는 Crank- Nicholson 체

계와 Gauss elimination 방법이 이용되었다.

플라즈마 내부는 이온, 원자, 분자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양전하와 전자의 음전하

가 동수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여 전체적인 전하는 중성이 되게 하였다. 프로그램에서

고려되는 핵융합 반응은 D-D, D-T, D-He3이며, 이 반응에서 생성되는 H (수소), T

(삼중수소), He3, He4가 이온 및 전자에 에너지를 넘겨주게 된다. 그 외에 프로그램에

서 고려되는 원소는 N (기타 중성 원자 또는 분자), X (이온), n (중성자) 등 총 8가지

이다. 플라즈마 내부의 열흐름을 다루기 위해 내부에너지(U), 온도(T), 압력(p), 비열

(ϒ) 등에 대해 전자 및 이온의 각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시스템에서 단위

질량당 내부에너지에 대한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여기서 H는 열전도로 인한 열의 흐름, K는 이온과 전자 간의 에너지 교환, Y는 핵융

합에너지의 방출, J는 Bremsstrahlung 방출, X는 레이저 흡수, 그리고 Q는 점성으로

인한 가열과 관련된 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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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r=R0 의 범위를 N 개의 쎌로 나누어 플라즈마의 운동방정식, 경계조건을 고려하

여 플라즈마의 이동을 계산하고, 그 때 각 쎌에서의 에너지 방정식을 풀어 시간에 따

른 각 쎌의 플라즈마 밀도, 속도 및 압력, 그리고 전자와 이온의 온도를 계산하며, 열

에너지, 운동에너지를 계산한다. 레이저의 세기와 흡수된 레이저 에너지, 그리고 핵융

합이 일어난 경우 생성된 중성자 및 핵융합에너지 등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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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D-T, D-D 반응으로부터 방출된 중성자가 더 이상

의 상호작용 없이 플라즈마로부터 자유롭게 빠져나간다고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가정

은 실제와는 맞지 않으며, 오히려 레이저에 의하여 플라즈마 내에서 크게 압축되는 경

향이 있으며, 생성된 중성자는 플라즈마 내부의 이온들과 상호작용하여 일부 에너지를

넘겨주고 나머지는 플라즈마를 벗어난다.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Medusa-PIJ

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에서는 생성된 중성자에 의해 축적되는 에

너지를 계산하고, 축적된 전체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유체역학 방정

식을 풀어나간다. 또한 구형 연료에서 발산하는 중성자 스펙트럼을 이중충돌

(two-collision)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Medusa-PIJ 프로그램 자체를 분석하여 우리 시스템

에 따라 변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성자 발생에 대한 시

뮬레이션을 수행한 바 있다.

다. HYADES 코드 [26]

HYADES 코드는 상업용으로 시판되는 시뮬레이션 코드로서 1차원 계산을 할

수 있는 HYADES 코드와 2차원 계산을 할 수 있는 H2D 코드가 있다. Sesame EOS

와 QEOS의 상태방정식 테이블,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opacity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

어 실험하는 현장에서 간단하게 계산하는데에 아주 편리하다. 그림 188은 구형 타겟의

압축특성을 HYADES 코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그림 188 3차원으로 implosion되는 폴리스틸렌 shell의 압축특성; 압축반경 (좌

측)과 압축속도 (우측)

2. PIC (Particle-in-Cell) 코드

PIC 코드는 대상을 연속적인 유체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입

자로 보고 각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다. 이 때 입자는 실제로

는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실제 입자를 대표하는 입자이며 macro particle 이라 한다. 이

대표 입자에 대하여 Maxwell 방정식, Navier-Stokes 방정식, Boltzmann 방정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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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9 PIC 계산의 일반적 흐름도 (S.H.Chen Laser-plasma

Interaction Summer School 자료)

계산하여 그 결과를 대표입자에 적용하고 Newton 방정식에 따라 입자의 다음 위치를

정하여 주고, 다음 이 새로운 위치에서 위의 계산을 다시 해서 새로운 상태를 구하고

새로운 위치를 이동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림 189). 이러한 방법으로 적

어도 1010 개/cm3 의 입자에 대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유체역학코드는 시뮬레이션

의 속도는 빠르지만 매우 비 선형적일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에 PIC 코드는 입자를 일일이 계산하므로 속도는 느리지만 비 선형인 경우에도 적용

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산용량이 너무도 많고, 계산에서 오는 수치적 오류가 있으며,

매우 불균일한 플라즈마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다.

가. OSIRIS 코드

OSIRIS는 UCLA 대학교의 물리학과에서는 레이저와 플라즈마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코드로서 개발되어 세계의 저명한 특정 연구그룹들 사이

에서 공유되도록 하고 있다. OSIRIS 코드는 플라즈마의 PIC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가장 앞선 코드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의 러더포드 애플턴 연구소, 포르투갈 Technical

University of Lisbon (UTL) 대학의 IST 연구소등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최근 KAERI는 UCLA, IST 연구소와 기술 협력을 체결하였고 OSIRIS

컨소시엄에 가입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OSIRIS 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다. 향후 이 코드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계산이 KAERI내에서 활발해 질 것 으로

전망된다. 그림 190은 Weibel 비안정성을 OSIRIS로 계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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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0 Weibel 비안정성을 OSIRIS로 계산할 결과 (A.Stockem, 2010)

나. LPIC++ 코드 [27]

LIPC++ 코드는 1998년 독일의 Max Planck Institute for Quantum Optics에

서 개발한 코드로서 1차원 코드이며 플라즈마내에서의 계산에는 3차원의 속도 성분이

사용된다. [28] 막스본 연구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크로 입자에서 고에너

지 MeV 양성자를 발생시키는 것을 계산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LPIC++코드

를 이용하여 펨토초 레이저와 중수소 폴리스틸렌 플라즈마가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시

뮬레이션 한 바 있다 (그림 191). 이 계산을 통하여 플라즈마 내에서 이온의 압축된

밀도 (충격파)가 5 ×106 cm/s의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1 LPIC++ 코드로 계산한 플라즈마내의 이온 밀도의 시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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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OPIC 코드[29]

OOPIC 코드는 미국 UC 버클리대학에서 1992년에 개발된 코드이다. 1차원과

2차원 계산이 가능하며 object orient 기반의 X 윈도우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그림

192는 OOPIC 프로그램의 계산 흐름도이며, 최근 X 윈도우를 지원하는 버전으로 제작

하여 XOOPIC 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림 192 몬테칼로 계산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OOPIC 코드의 계산 흐름도

(S.H.Chen Laser-plasma Interaction Summer School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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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1차

년도
2008

HiPER 자재 조달 전략수립 40 % EU HiPER 팀과의 기술 협력

극한 플라즈마 코드 개발 30 % 시뮬레이션 코드 개발

레이저핵반응 분석 30 % 시뮬레이션 코드 개발

%

%

2차

년도
2009

HiPER 국제협력 30 % EU HiPER 팀과의 기술 협력: 2건

고밀도 플라즈마 생성 20 %플라즈마 밀도 (1020 #/cc)

플라즈마 측정 및 진단 30 %측정장치 제작 및 활용

핵융합 타겟 설계 20 % 설계 코드 개발

%

3차

년도
2010

HiPER 설계 변수 선정 30 % EU HiPER 팀과의 기술 협력

핵융합 진단 기술 개발 40 %분광학적 진단 방법 개발

핵융합로 설계 기술 개발 30 % 핵융합로 원형 설계 기본 자료

%

%

최종

평가

HiPER 건설 일정 확정 30 % EU HiPER 팀과의 기술 협력

핵융합 시뮬레이션 코드개발 30 % 핵융합 연구용 코드 2건 이상 개발

핵융합 시설 건조 기술 습득 40 % 핵융합로 원형 설계 기본 자료

%

%

제 6 장 결 론

제 1 절 평가의 착안점 및 연구개발의 달성도

본 절에서는 과제계획서에 제시하였던 평가의 착안점과 그 달성도, 그리고 이

에 대한 자체 평가의견을 서술한다. 당초에 제시하였던 연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

하였으며, 국제공동실험이나 논문 게재 등에 있어서는 당초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

였다.

1. 평가의 착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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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가. 1차년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H i P E R

자재 조달

전략수립

100%

•국제 인력 교류

HiPER의 주요 레이저 시설인 VULCAN 시설과 PALS 시설에서

의 공동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추가로 HiPER 참여국인 일본의 시

설에서도 고에너지 밀도실험을 수행할 수 있어 현재 국내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레이저 핵융합 기초 실험을 수행할 수 있었음. 또

한 본 연구팀에서 수행하는 레이저 핵반응 분석 실험에 체코의

연구인력을 초청하여 공동실험을 수행하고 분석하였음.

•HiPER 업무 협의 및 참여 WP 결정

HiPER의 coordinator (M. Dunne), WP8 책임자인 M. Pelado,

WP10 책임자인 D. Batani, WP12 책임자인 M. Tatarakis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KAERI의 참여를 합의함.

•국제공동 실험 참여

HiPER의 기초실험으로서, 고강도 X선에 의한 광이온화실

험(일본), 실린더형의 CH 타겟에서의 전자수송실험(영국),

원뿔 및 평면의 CH2 타겟의 레이저 플라즈마 측정 실험(체

코)등에 참여하여 고 에너지 레이저 시설에서의 실험경험을

얻을 수 있었음.

극한 플라

즈마 코드

개발

100%

•고강도 레이저에 의한 고밀도 고에너지 플라즈마를 시뮬레

이션하는 radiation hydrodynamic 코드를 분석하고 적용하

였음. Radiation hydrodynamic 코드가 필요로 하는

EOS(equation-of-state)와 opacity를 생성하는 프로그램도

확보하여 radiation hydrodynamic 계산을 외부 자료의 도

움없이 한 코드 패키지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였고, 이를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와 상호작용하는 고체

표적에 적용하여 ASE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에 의해 변형되는 정도를 계산하는데 활용하였음.

레이저 핵

반응 분석
100%

•레이저에 의해 발생되는 플라즈마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Nomarski 간섭계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수소 가스, 중수소

클러스터, 메탄가스의 플라즈마의 위상을 측정하였음. 중수소 클

러스터 타겟에서는 레이저의 에너지가 모두 흡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측정한 plastic scintillator 데이터로부터

레이저 핵반응이 일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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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HiPER

국제협력
100%

• HiPER 참여국과의 국제 공동실험

- HiPER 회원 시설인 PALS 레이저 시설에서 체코, 폴란

드의 전문가와 2009년 12월에 2주간의 공동 실험을 수행함

- KAERI의 극초단 레이저 시설에서 2009년 4월, 7월, 11

월의 3차례에 걸쳐, 체코 전문가와 공동실험으로 플라즈마

의 특성 측정 실험을 수행함

- HiPER WP10의 책임자를 초청하여 HiPER의 발전 방향

과 협력 방안에 관하여 토의하고, 2009년 9월, 2010년 1월

영국에서 개최된 WP10/12 워크샵에 참석하여 진도점검 및

향후 일정을 협의함.

• 고속점화 기초기술 연구

- 폴란드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PALS 시설에서 고에너지

레이저를 이용한 플라즈마 생성/가속 특성에 관하여 연구

하여 고속점화의 일종의 신기술인 충격점화 기술의 기초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함.

핵융합

플라즈마

측정 기 술

개발

100%

• 고밀도 플라즈마 생성 기술 연구

- 알미늄 박막 타겟에 극초단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를

조사하여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레이저의 흡수

및 전파 특성을 측정함

• 플라즈마 측정 및 진단 기술

- 극초단 레이저에 의한 플라즈마의 Faraday rotation 특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실을 구성하고 interferogram,

shadowgram을 측정함

핵융합 시

뮬레 이션

연구

100%

• 핵융합 타겟 설계기술 연구

- 타겟의 점화 특성에 영향을 주는 플라즈마 가속 및 충돌

특성을 폴란드 전문가와의 공동 실험을 통하여 연구하고,

실험에 사용된 타겟에 대하여 hydrodynamic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 핵융합 레이저 장치 분석

- 고속점화에 사용될 수 있는 고강도 레이저의 국제공동

개발을 위하여 헝가리, 체코와 협의함.

- SBS 기술을 이용하여 핵융합 타겟을 추적하는 연구를

위하여 체코의 과학자를 초청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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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HiPER 설계

변수 선정
110%

• HiPER 참여국과의 국제 공동실험 (고속점화 및 진단)

- HiPER 회원 시설인 LULI 레이저 시설에서 프랑스, 미

국, 영국, 이태리의 전문가와 2010년 4월에 2주간의 공동

실험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함.

- HiPER 회원 시설인 PALS 레이저 시설에서 체코, 폴란

드의 전문가와 2010년 10월에 1주간의 공동 실험을 수행하

고 데이터를 분석함.

- HiPER 회원 시설인 VULCAN Petawatt 레이저 시설에

서 프랑스, 독일, 영국, 폴란드의 전문가와 2010년 9월에 1

주간의 고속점화에 필요한 양성자가속 공동 실험을 수행.

• HiPER 시설 구축 방안연구

- EU FP7 HiPER사업 워크샵에 참석하여 전산코드 공동

개발에 대해 합의하고 향후 지속되는 시설 구축에 대해

(HiPER의 Definition phase)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

하기로 협의함.

핵융합 진단

기술 개발
100%

• 레이저 플라즈마의 자기장 측정

- 가스 클러스터 타겟에 극초단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를

조사하여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전자밀도 분포에

의한 자기장의 발생을 편광간섭계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함

• 플라즈마 측정 및 분석 기술

- 국제협력을 통하여 X-선 분광에 의한 플라즈마 상태변

수의 측정법, 광학적 간섭계에 의한 전자밀도 측정법, 양성

자, 전자빔의 에너지 밀도 분포 측정법 등을 개발함

• Radiation Hydrodynamic 코드 개발

- 유럽의 협력파트너들을 통하여 플라즈마 분석 프로그램

인 OSIRIS의 컨소시엄에 가입하고, 소스코드를 획득하여

다양한 실험 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체코드를 개발

핵융합로 설

계 기술 개

발

100%

• 핵융합 타겟 설계기술 연구

- 한중일 공동실험을 통하여 구형타겟의 관성압축기술을

확보하고, 고속점화에 필수요소인 전자의 고밀도 플라즈마

통과 특성을 연구함.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타겟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 핵융합 레이저 장치 분석

- 개발 중인 HiPER 시설건설 개획과 FIREX, LIFE의 시

설 계획을 분석하였음.



- 203 -

3.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가. 1차년도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EU HiPER 팀과의

기술 협력

• HiPER 사업의 공식적 출범에 따라 각 WP의 활동은 매

우 활발해 지고 있으며, 국제공동실험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 HiPER의 WP 책임자와의 협의 및 주요 HiPER 참여기관과의

접촉/협력 (프랑스 LULI 연구소, 체코 플라즈마물리연구소, 폴

란드 플라즈마물리및레이저핵융합연구소, 독일 MPQ 연구소,

이태리 밀라노대학 등)은 HiPER를 통한 기술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판단된다.

• 국제적인 연구활동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유럽의

선진 기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향후 핵융합발전로의 건설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분야의 연구 수행결과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극한 플라즈마 시뮬

레이션 코드 개발

• 레이저에 의한 implosion 및 고밀도 플라즈마를 시뮬레

이션하는 radiation hydrodynamic 코드를 성공적으로 설

치하였으며, EOS 및 opacity를 계산하는 프로그램도 함

께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차원 코드 뿐만 아니라

2차원 코드도 설치하여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진보된 고강도 레이저-

물질 상호작용 연구를 위한 코드의 보완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레이저 핵반응 분석

• 핵반응실험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이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반응에 관련되는 플라즈마의 특성을 분석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간

섭계를 이용하는 광학적인 방법이 실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Nomarski 간섭계는 최근에 참여한 중국, 체코등 여러 고에너

지 밀도 실험에서도 사용된 바 있으며, 현재 고에너지 레이저

실험을 할 때 주요한 진단 장비의 하나로 사용된다.

• 본 연구에서는 Nomarski 간섭계를 제작하여 중수소 클러스터

에서 레이저 핵융합이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interferogram을 측정하였다.

• 이 장치 및 측정 기술, 분석기술은 고에너지 레이저 실험에

적용될 것이며, 특히 최근 PALS 시설에서 측정한 실험데이터

를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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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HiPER국제협력:

- EU HiPER 팀과

의 기술 협력: 2건

• PALS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1건

폴란드의 전문가가 제안한 고밀도 플라즈마 제트의 형성 및 가속

특성에 관한 실험 수행. (2009.12)

• HiPER 참여기관과의 기술 협력 (방문 또는 초청): 11건

프랑스(2009.6), 헝가리(2009.9), 영국(2009.9, 2009.11, 2010.1), 이

태리(2009.11, 일본(2009.11), 체코(2009.4, 2009.7, 2009.11), 폴란드

(2010.1),

• KAERI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3건

본 연구팀의 연구시설에서 체코의 전문가와 고강도 자기장 측정

실험을 수행 (2009.4, 2009.7, 2009.11)

• 당초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고밀도 플라즈마생성

- 플라즈마 밀도:

1020 #/cc

• 레이저 플라즈마 생성 및 측정

30TW급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Al 박막에서 고밀도의 플라

즈마를 생성하고, 이때 생성된 플라즈마에서 자발적으로 극히 짧

은 시간에 발생되는 고강도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

축하고 기초 실험을 수행함

• 당초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

플라즈마 측정 및

진단

- 측정장치 제작 및

활용

• 두개의 Nomarski 간섭계와 세 개의 polarizer로 구성되는 플라즈

마 측정 장치를 제작함.

•본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알미늄 플라즈마와 CH 플라즈마의

interferogram을 complex interferometry 기법으로 처리함.

• 당초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

핵융합 타겟 설계

- 설계 코드 개발

•레이저에 의해 발생된 플라즈마의 압력이 플라즈마를 가속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실험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

에서, 레이저 플라즈마 반응을 1차원 코드로 시뮬레이션 하고, 2

차원 시뮬레이션 계산을 위한 radiation hydrodynamic 코드를 연

구함

•본 연구는 충격점화/고속점화의 기초 연구분야로서 적합한 핵융합

타겟을 제작하기 기본연구임

• 당초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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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

평가의 착안점 자 체 평 가

EU HiPER 팀과의 기

술 협력

• HiPER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4건

LULI, VULCAN Petawatt, PALS, GEKKO VII에서 레이

저 핵융합에 관한 공동실험 수행.

• HiPER 참여기관과의 기술 협력 (방문 또는 초청): 14건

프랑스(2010.4), 영국(2010.9), 이태리(2010.11, 2011.4) 일본(2010.8,

2010.11), 체코(2010.3, 2010.10, 2010.11, 2011.2, 2011.4), 독일

(2010.11), 중국(2010.11), 포르투갈(2011.4)

• KAERI 시설에서의 공동 실험: 2건

본 연구팀의 연구시설에서 체코의 전문가와 가스 클러스터에서의

자기장에 의한 편광측정실험을 수행 (20010.10, 2010.11)

• 당초의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판단함

분광학적 진단 방법

개발

• 다양한 X-선 크리스탈 회절분광법(Cauchois, HOPG, Von-Hamos

PET 등)등 분광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플라즈마 온도를 측정하고

고밀도 플라즈마속에서의 고온 전자의 수송특성을 분석하였고, 타

겟에서 레이저 에너지의 효과적인 흡수 조건을 확인하였다.

• 연속스펙트럼의 X-선을 발생시켜 Si 플라즈마에 의한 이차흡수를

흡수분광분석을 통해 opacity와 관련된 플라즈마의 이온화 상태를

진단하였다.

• 전자 에너지 측정을 자기분광계를 서용하여 측정하고 분석하

였다.

• Fe필터와 RCF(Radiochromic Film) stack을 결합한 측정장

치를 이용하여 양성자 에너지와 밀도 분포를 측정하였다.

• Thomson parabola로 측정한 이온들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핵융합로 원형 설계

기본 자료

• 핵융합-핵분열 하이브리드로 설계된 LIFE 엔진의 기본 개

념을 분석하고 상세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인자들을

조사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 핵융합로 내부의 열순환의 효율성과 피폭에 의한 블랭킷 수명단

축에 대한 대안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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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성과

1. 논문게재 성과

게재
연도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 Vol.(No.)
국내/
국외
구분

SCI
구분
(Y/N)

Impact
Factor주저자

교신
저자

공동 저자

2009

X-ray astronomy in the
laboratory with a miniature
compact object produced
by laser-driven implosion

S.
Fujioka

이용주,
한재민,
이용우

외

Nature
Physics

5, 11,
821-825

국외 Y 16.821

2009

Laboratory spectroscopy of
silicon plasmas
photoionized by mimic
astrophysical compact

objects

S.
Fujioka

이용주,
한재민,
권덕희,
이용우

외

Plasma
Physics
and
Controlle
d Fusion

51
124032
(10pp)

국외 Y 2.299

2009
Formation of supersonic
laser-driven plasma jet in
a cylindrical channel

Jan
Badziak

이용주
외

Physics
of
plasmas

16,
114506

국외 Y 2.427

2009

Hole-boring radiation
pressure acceleration with
two
ion species

A P L
Robinso
n

권덕희
외 1인

Plasma
Physics
and
Controlle
d Fusion

51
095006
(11p)

국외 Y 2.299

2010

Compact Design of
Nomarski Interferometer
and its Application in
Diagnostics of Coulomb
Explosions of Deuterium
Clusters

M.Kalal
M.Marti
nkova,
이용주

JKPS 56, 11 국내 Y 1.204

2010

Studies of the Feasibility
of Measuring the Spatial
Density Distribution of
Deuterium Clusters by
Using Complex
Interferometry

Milan
Kalal

M.Marti
nkova,
이용주

JKPS 57, 311 국내 Y 1.204

2010

Proton Radiography and
Fast Electron Propagation
Through Cylindrically
Compressed Targets

R. Jafer
권덕희,
이용주

외
JKPS 57, 305 국내 Y 1.204

2010

Highly efficient
acceleration and collimation
of high-density plasma
using laser-induced cavity
pressure

J.
Badziak

이용주
외

Applied
physics
letters

96,
251502

국외 Y 3.554

2010

Coulomb explosions of
deuterium clusters studied
by compact design of
Nomarski interferometer

M.Marti
nkova

M.Kalal,
이용주

J.Phys:
Conf.
Ser

244,
032053

국외 N

2011

Fe15+ dielectronic
recombination and the
effects of configuration
interaction between
resonances with different
captured electron principal
quantum numbers

권덕희
D.W.
Savin

Physical
review.
A

83,
012701

국외 Y 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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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외
구분

발표일 학술회의명 발표 제목 발표자 개최국

국내 2008/05/09 2008 Hanaro

Symposium

Neutron Generation by a

Laser Fusion Reaction and

its possible Applications

이용주 한국

국외 2008/05/22 IAEA 2008 RCM Research on Laser Fusion

and Facilities -

Introduction to IFE

research activities in

KAERI

이용주 IAEA

국내 2008/06/20 한국물리학회

원자분자물리분과

워크샵2008

EUV 영역의 텅스텐 고가

이온의 전이 스펙트라에

관한 연구

권덕희 한국

국외 2008/07/17 OS2008 QEOS 모델에 의한 고온

고밀도 물질의 상태방정식

계산

이용주 한국

국외 2008/09/03 ECLIM 2008 Output Characteristics of

an 1 kJ Nd:Glass Laser

Facility at KAERI

임창환 독일

국외 2008/11/13 The 13th Radiative

Properties of Hot

Dense Matter

Laboratory generation of

photoionized plasma with

sub-keV blackbody

radiator

N.

Yamamoto

미국

국내 2009/07/08 Czech-Korea
workshop on Nano
Structure and Nano
Imaging

Facilities in KAERI for
Cluster
Fabrication and
Diagnostics

- Toward laser fusion

이용주 한국

국외 2009/09/07 The Sixth Int. Conf.

on IFSA

X-ray Spectroscopy of

Non-thermal Equilibrium,

laboratory photoionized

plasma

Norimasa

Yamamoto

미국

국외 2009/09/07 The Sixth Int. Conf.

on IFSA

Coulomb Explosions of

Deuterium clusters studied

by compact design of

Nomarski interferometer

Michaela

Martinkova

미국

국외 2009/09/25 HiPER WP10/12

workshop on

Diagnostics

Implosion Dynamics and

Plasma Diagnostics

이용주 영국

국외 2009/11/12 제16회 국제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엄

Feasibility Study of

Deuterium Clusters Spatial

Density Distribution

Measurements by Complex

Interferometry

Milan Kalal 한국

2. 학술회의 논문 발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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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009/11/13 제16회 국제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엄

Plasma jet formation using

PALS laser and computer

simulation

이용주 한국

국외 2010/04/2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Data for

Science and

Technology

(ND2010)

Diagnostics and Simulation

Studies of Laser-Produced

High Density Plasmas

이용주 한국

국외 2010/05/14 Asia Pacific Laser

Symposium 2010

Simulation of High

Density Plasmas

이용주 한국

국외 2010/05/18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Physics

Numerical Simulations of

High Density Plasma

이용주 중국

국외 2010/10/09 International youth

conference on fusion

energy

Analysis of the complex

interferometry diagnostics

applicability to deuterium

clusters spatial density

distribution measurements

Michaela

Martinkova

한국

국외 2010/10/12 IAEA Fusion

Energy Conference

Proton radiography and

fast electron propagation

through cylindrically

compressed targets

D.Batani 한국

국내 2010/11/05 제17회 국제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엄

Simulation of implosions

and laser fusion

이용주 한국

국내 2010/11/05 제17회 국제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엄

Analysis of the complex

interferometry diagnostics

applicability to deuterium

clusters spatial density

distribution measurements

Michaela

Martinkova

한국

국외

2011/04/21 SPIE Optics

Optoelectronics

Computer simulations of

the experiments at RAL,

LULI, and PALS carried

out under HiPER,including

those performed at ILE

이용주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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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국 상대기관명 기간
(YYYY.MM～YYYY.MM)

국적 성명 학위 전공

연구자파견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08.02 - 2008.02 한국 한재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체코
플라즈마물리

연구소
2008.05 - 2008.05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2008.05 - 2008.05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영국
러더포드애플턴

연구소
2008.05 - 2008.05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학회참석 독일 GSI 연구소 2008.08 - 2008.09 한국 임창환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영국
러더포드애플턴

연구소
2008.10 - 2008.10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체코
플라즈마물리

연구소
2008.12 - 2008.12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영국
Rutherford

Appleton Lab
2009.9.24 - 9.25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헝가리
KFKI,

Univ. Szeged
2009. 9. 28 - 9.30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체코 PALS 센터 2009. 11.30 - 12. 11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영국
Rutherford

Appleton Lab.
2010. 1. 25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폴란드 IPPLM 2010. 1. 27 - 1. 29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프랑스 LULI 2010.4.1 - 4.18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일본
오사카 대학

ILE연구소
2010.8.30 - 9.11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영국
Rutherford

Appleton Lab.
2010.9.12 - 9.17 한국 남성모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체코 PALS 센터 2010.10.3 - 10.10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이태리 밀라노비코카대학 2011.4.11-4.12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포르투

갈
IST연구소 2011.4.13 - 4.15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연구원파견 체코
SPIE/HiPER

워크샵
2011. 4. 18 - 4.22 한국 이용주 박사 물리

3. 국제 인력교류 성과

가. 국내연구자의 해외 유출에 따른 인력교류 성과 (국내→해외 교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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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국 상대기관명 기간 국적 성명 학위 전공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8.04-2008.04 체코 M.Kalal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08.06-2008.06 일본

H.

Nishimura
박사 전자공학

외국연구자

유치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08.06-2008.06 일본 S. Fujioka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08.06-2008.06 일본

N.

Yamamoto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08.11-2008.11 일본 K. Mima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8.11-2008.11 체코 M. Kalal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8.11-2008.11 체코

M.

Martinkova
석사 물리

정보교환 이집트 카이로대학교 2008.11-2008.11 이집트 H. Shokeir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9.04- 2009.04 체코 M. Kalal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9.04-2009.04 체코

M.

Martinkova

박사

과정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프랑스 LULI 연구소 2009.06-2009.06 프랑스 M. Koenig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9.06-2009.06 체코 M. Kalal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9.06-2009.07 체코

M.

Martinkova

박사

과정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영국

Rutherford

Appleton Lab
2009.11-2009.11 영국 D. Neely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이태리

U. Milano

Bicocca
2009.11-2009.11 이태리 D. Batani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09.11-2009.11 일본 S. Fujioka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9.11-2009.11 체코 M. Kalal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09.11-2009.11 체코

M.

Martinkova

박사

과정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10.10-2010.11 체코

M.

Martinkova

박사

과정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체코 체코공과대학

2010.11. 02 -

11. 06
체코 M. Kalal 박사 물리

나. 해외연구자의 국내 유입에 따른 인력교류 성과 (해외→국내 교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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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연구자

유치
이태리

U. Milano

Bicocca
2010.11-2010.11 이태리 D. Batani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독일 Max Born Inst 2010.11-2010.11 독일 P. Nickles 박사 물리

외국연구자

유치
일본

오사카대학

ILE연구소
2010.11-2010.11 일본

H.

Nishimura
박사 전기공학

외국연구자

유치
중국 IAPCM 2010.11-2010.11 중국 S. Zhu 박사 물리

4. 학술회의 개최 성과

국내/국제
학술회의
구분

명칭 개최일
(YYYY,MM.DD)

기술
분야

규모
개최
장소참가국 인원

기간
(일)

내국인
발표자(명)

외국인
발표자(명)

국내

한국물리학회

원자분자물리분

과 워크샵2008

(공동개최)

20080619

-

20080620

레이저,

핵융합
1 100 2 20 0 무주

국제

제15회 국제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엄

(공동개최)

20081113

-

20081114

레이저,

핵융합,

분광학

6 150 2

공홍진외

13명

(포스터논문

78편 별도)

K.Mima

외 14명
대전

국내

제16회 국제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엄

(공동개최)

2009.11.12

- 11.13

레이저,

핵융합,

분광학

7 120 2

공홍진외

13 명

(포스터논문

58편 별도)

D.Neely

외 9명
대전

국내

제17회 국제

레이저 분광학

심포지엄

(공동개최)

2010.11.04

- 11.05

레이저,

핵융합,

분광학

7 120 2

남창희외

16 명

(포스터논문

58편 별도)

D.Batani

외 12명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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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결과 활용 방안

30여 년 전부터 국방을 목적으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에서 국

가 주도적으로 시작된 레이저 관성핵융합 연구는 이제는 미래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

한 기술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여 순수 민간용

레이저 핵융합 시설을 구축하고자 시작한 HiPER 사업은 이러한 연구노력의 일환이며,

유럽에서의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여 협력하고 기술을 개발한 본 과제는 미래를 준비

하는 중요한 연구 과제이었다.

EU FP7으로 수행된 HiPER 사업의 준비 단계 (preparation phase)과제는 2011

년으로 종료되지만 시설건조를 위해 HiPER 사업자체는 시설을 건조할 때까지 향후

10년 이상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사업에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게 된다. 타당성 검토단계(2005 - 2006)의 2년간 그리고 EU FP7 과제로 수행된

준비단계 (2008-2011)의 3년간 동안 밀접하게 구축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통하여 외

국의 대형시설에서의 국제공동실험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레이저 핵융합 연구의 분야를 레이저 분야와 핵융합반응 분야로 구분하

여 추진할 때 핵융합 반응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고속 점화 기술 분야

프랑스의 보르도 대학과 영국의 러더포드 애플턴 연구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고밀도 플라즈마에서의 전자 수송 실험은 고속점화 반응의 최적화를 위하여 필

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연구 분야로서 이 분야의 연구는 유럽의 연구시설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대형의 미국 시설에서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연

구팀도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 국내에서의 시설이 준비되기 전 까지는 외국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격점화 기술 분야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되고 있는 충격점화 기술은 현재

고속 점화 기술의 장점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어 여러 시설에서 연

구가 계획되고 있다. 고속점화에 비해 늦게 제안되었지만 핵융합 점화기술로서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HiPER 사업의 틀 안에서는 현재 체코의 PALS 시설에서 관

련연구가 진행된다. 우리 연구팀도 2011년 PALS에서 수행될 실험에 참여하기로 계획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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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제조 기술 분야

상업적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는 연간 108 개의 연료 캡슐이 소요되는데 이를

위한 대량 생산 기술의 확립이 필요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HiPER의 주관기관인 러더

포드 애플턴 연구소에서 창업한 SciTech 사와 미국의 General Atomics 사가 주로 타

겟 제작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한국형 레이저 핵융합 시설

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핵융합 연료의 자급자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핵연

료의 배합과 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 원자력 분야에서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KAERI의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반응 챔버 및 에너지 추출 기술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결합으로 발생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추출하여 전기에

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은 향후 핵융합로의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이며, 기존의

원자력 발전기술과 ITER 사업에서 개발되는 TBM (Test Blanket Module)등의 기술

을 융합/복합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고반복율 레이저 설계 및 제작 기술, 타겟 투척 및 추적 기술, 중성

자 피폭에 의한 최종 광학계의 손상 방지 기술 등 여러 분야가 모두 개발되어야 핵융

합로의 성공적 실현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각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핵에너지의 완전한 안정성이 극도

로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안전한 핵융합 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핵융합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술이 제안되었

고 이제 그 실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저에 의한 관성핵

융합 기술은 이제 고반복율의 레이저 시설이 경제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

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십 수년 내에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레이저 핵융

합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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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8년 4월부터 36개월간의 기간으로 과제가 시작되었으며 순수 민간연구를 위하

여 개발되고 있으며, 유럽전략적 연구시설구축포럼 (ESFRI) 로드맵에 의하여 추진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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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P7과제로 수행된 HiPER 사업의 준비 단계 (preparation phase)과제는

2011년으로 종료되지만 시설건조를 위한 HiPER 사업자체는 시설을 건조할 때까지

향후 10년 이상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사업에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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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untries and approved by EC. The project started in April of 2008

officially for 36 months until April of 2011. HiPER is a unique pure civilian laser

fusion research facility and supported by ESFRI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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