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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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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대과제명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명 빔이용 기술개발 및 이용자 지원

연구책임자  김 계 령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3.58명
내부: 0.83명
외부: 2.75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4,562,374천원
기업:    37,000천원
  계: 4,599,374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38.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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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빔이용연구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고려대 외  15개 기관 연구책임자: 이철의 외  21명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 358쪽
●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 3단계 기획 결과 반영 확대 운영 (‘08~’09)  
  - 2년간 38개 소과제 지원
  - 예산 부족으로 소과제 지원 중단 (‘10)
  - 이용자 프로그램 성과 종합
     117과제-년 수행, 255편의 논문발표, 19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 빔 이용 및 가속기 이용 활성화
  - 빔이용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 2011년도말 기준 768명의 이용자 확보
  - “가속기 이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 기획” 연구 (위탁 : 고려대)
  - 수요조사 : 양성자빔 기술 제안, 기관 및 개인 참여의향 조사 등
  - 이용자 협의회 구성 (‘12. 3. 28.) : 152명
  - 이용자협의회 발족 기념 워크샵 및 총회 (‘12. 11. 7.) : 2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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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프로그램 참여 
    : 삼성 SDI, OCI, EB-Tech, 첨복재단,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동위원소협회, 
          ESS-Bilbao, RCNP, NIRS, 한국J-PARC이용연구지원사업단, UCANS 등
  - 초청 세미나 및 강연
  - 신규 이용자 및 이용 분야 발굴 노력
● 빔 이용 연구 지원
  - In-vivo 양성자빔 조사장치 개발
  - 소동물 in-vivo 양성자빔 조자실험 지원
  - 생명공학 실험실 구축
● 빔 이용시설 구축
  - 이용자 양성자빔 요구조건 조사
  - 표적실 및 운전 시나리오에의 반영
  - TR23과 TR103 빔 이용 실험 및 조건 확보
  - TR23과 TR103 빔 이용 시설 제작 : 원격시료이송장치, 빔 조절장치, 핫셀 등
  - 시설 내 시료 이송용기 제작
● 빔 이용 기술 및 장치기술 개발
  - In-vivo 양성자빔 조사장치 및 동물 실험 기술 개발
  - 금속 나노입자 제조 기초실험
  - 반도체검출기 이용 양성자빔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시료 및 빔 조절장치 방사화 연구
  - 양성자빔에 의한 암세포 사멸 연구
  - 펄스빔과 연속빔 비교 실험 (세포수준)
  - TLA 기초 실험
  - In-situ 양성자빔 측정 기술 개발
  - 중성자원 표적 개념 설계 및 계산
  - 동위원소 생산 수율 계산 

색  인  어
(각5개 이상)

한글 이용자 프로그램, 양성자빔 이용, 빔 이용시설, 조사장치, 
빔 이용 기술 개발, 이용자 지원

영어 User Program, Proton Beam Utilization, User Facility,
Irradiation Facility, Development of Beam Utiliz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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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빔 이용 기술 개발 및 이용자 지원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목적 

사업단의 제2목표인 “양성자빔 이용 기술 개발” 달성과 미래 이용자 육성 및 확보,

원천 기술 확보 등이 연구의 최종 목표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속기 완공 후 활

용도를 제고하고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임

l 중장기적 양성자가속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l 이용자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l 대형 이용자 시설 및 연구 프로그램과의 활용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l 빔 이용 기술 및 장치 기술 개발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 기술적 측면

○ 양성자빔 이용 기술은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 

왔음. 이들 연구는 대부분 싸이클로트론 가속기를 이용한 저전류 빔 이용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왔음.

○ 각 응용 분야별 연구현황은 중점소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기술현황분석보고서에 

관련 내용들을 수록하였으며, 국내외 연구 수행 현황을 시설 또는 기관별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음.

○ 대표적인 양성자빔 이용 연구기관인 스위스의 PSI (Paul Sherrer Institute) 는 

72MeV 싸이클로트론과 540MeV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양성자빔 세라피 시설 

개발과 암치료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다년간의 안구암 환자 치료를 통해 

약 4,000명의 환자 치료와 95%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음. 이외에도 파쇄 중성

자원인 SINQ, 핵물리실험, 우주방사성 효과 시험 등의 연구를 함께 수행 중임

○ 미국의 LANL은 양성자가속기와 유사한 형태의 선형가속기를 보유하고 100MeV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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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빔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연구 수행 중임.

○ 미국의 BNL의 AGS 가속기를 이용하여 미국의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우주방사

선 효과 연구실을 설치하여 전용 빔라인을 운영 중이며, 우주 방사선 중 양성자빔

에 의한 생명공학, 재료, 전자소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 시험 연구를 수행 중

임.

○ 일본의 도호쿠대학과 오사카대학의 CYRIC과 RCNP는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핵물

리 실험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를 수행중임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연구소는 감마선 조사시설, 전자가속기, 300keV 이온

주입장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30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설치 중임. 주로 감마선

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최근 다른 방사선원을 이용한 생명공학, 식품,

재료공학 분야 연구를 활발히 추진 중임.

○ 국립암센터에서는 2006년에 벨기에의 IBA사로 230MeV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하

여 2007년부터 환자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한 해동안 200여명의 국내 암환자 치료 

실적을 보이고 있음.

○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MC-50 싸이클로트론과 30MeV 싸이클로트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가속기를 이용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및 공급에 주력하고 MC-50을 

이용한 실험들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외에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S),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등이 탄

뎀형 가속기를 보유하고 탄소 연대측정, 극미량 원소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약 50MeV까지의 양성자빔 이용이 가능하고 

전류는 최대 수십 μA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함. 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100MeV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시설을 활용한 NT, BT,

IT, ST, 의료, RT, ET, 기초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100MeV 양성자빔 이용 연구

를 지원하고 수행하여야 함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 3년 동안 

NT, BT, ST, RT, 의료 등의 분야에서 약 6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여 왔으며, 가시

적인 여러 가지 우수한 성과들을 거두었음

○ 특히, 2단계의 양성자가속기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50개의 소과제를 지원

하였으며 약 106건의 SCI 논문 게재, 5건의 특허출원, 3건의 특허 등록 등의 연구성

과들을 거두었으며, 나노분야와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다수의 우수 연구실적이 도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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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적 측면

○ 빔 이용 관련 기술의 산업화에 기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성자빔 이용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산업화 가능성 높은 기술들

은 산업화나 실용화 기술 개발의 중요한 바탕이 되거나 직접 산업화로 연결되어 산

업발전과 더불어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 2단계에서 수행된 세부과제와 이

용자 프로그램 소과제 연구 중 산업화 사전연구들은 산업적 활용을 목표로 기업체

의 참여 하에 수행되었으며, 개발된 성과들 중 일부는 이미 타 실용화 과제에 응용

되어 활용되거나 2단계에서 산업화를 추진한 바 있음.

○ 빔 이용 기술 적용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수준 향상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신물질 개발, 나노 단위의 가공기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빔 이용 기술의 개발은 국내 원천기술의 확보에 기

여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

임.

□ 사회·문화적 측면

○ 신기술 개발 및 실생활 적용

가속기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멀게 느껴지는 과학의 한 분야임. 하지만 가

속기로부터 발생되는 빔을 이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생활에 대한 적용을 실현

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의 제작에도 

빔이 사용되고 특히, 노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웰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암의 진단 및 치료에도 가속기가 이용되

고 의료용 신물질도 빔을 이용해 개발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파

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궁극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관심의 증가는 결국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이공계 우수 인력의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 3단계 기획 결과 반영 확대 운영 (‘08~’09)

- 2년간 38개 소과제 지원

- 예산 부족으로 소과제 지원 중단 (‘10)

- 이용자 프로그램 성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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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과제-년 수행, 255편의 논문발표, 19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 빔 이용 및 가속기 이용 활성화

- 빔이용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 2011년도말 기준 768명의 이용자 확보

- “가속기 이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기획” 연구 (위탁 : 고려대)

- 수요조사 : 양성자빔 기술 제안, 기관 및 개인 참여의향 조사 등

- 이용자 협의회 구성 (‘12. 3. 28.) : 152명

- 이용자협의회 발족 기념 워크샵 및 총회 (‘12. 11. 7.) : 222명

-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프로그램 참여 

: 삼성 SDI, OCI, EB-Tech, 첨복재단,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동위원소협회,

ESS-Bilbao, RCNP, NIRS, 한국J-PARC이용연구지원사업단, UCANS 등

- 초청 세미나 및 강연

- 신규 이용자 및 이용 분야 발굴 노력

○ 빔 이용 연구 지원

- In-vivo 양성자빔 조사장치 개발

- 소동물 in-vivo 양성자빔 조사실험 지원

- 생명공학 실험실 구축

○ 빔 이용시설 구축

- 이용자 양성자빔 요구조건 조사

- 표적실 및 운전 시나리오에의 반영

- TR23과 TR103 빔 이용 실험 및 조건 확보

- TR23과 TR103 빔 이용 시설 제작 : 원격시료이송장치, 빔 조절장치, 핫셀 등

- 시설 내 시료 이송용기 제작

○ 빔 이용 기술 및 장치기술 개발

- In-vivo 양성자빔 조사장치 및 동물 실험 기술 개발

- 금속 나노입자 제조 기초실험

- 반도체검출기 이용 양성자빔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시료 및 빔 조절장치 방사화 연구

- 양성자빔에 의한 암세포 사멸 연구

- 펄스빔과 연속빔 비교 실험 (세포수준)

- TLA 기초 실험

- In-situ 양성자빔 측정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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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원 표적 개념 설계 및 계산

- 동위원소 생산 수율 계산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지난 1,2 단계를 포함하여 3단계 1,2차년도 동안 이용자 프로그랜 소과제 지원을 통

해 확보된 700명 이상의 이용자들과 빔 이용기술 개발 관련 기술 성과들을 향후 양

성자가속기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표적실 TR23과 TR103의 빔 조사장치들은 20MeV와 

100MeV양성자빔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또한 이

러한 시설의 구축 및 운영 경험은 향후 구축될 100MeV 선형 양성자가속기의 8개 

표적실의 구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양성자가속기는 NT, BT, IT, ST, ET, 원자력,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의 일부가 본 과제를 통해 구축되었으며, 특히 

생명공학 연구용 실험실의 구축과 in-vivo 양성자빔 조사장치의 개발 등은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실험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x -

S U M M A R Y

Ⅰ. Title : Development of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and Support for Users
Ⅱ. Objective of and Need for R&D Project

A. Objectives of R&D Project
The final goals are to achieve the 2nd goals of the 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 development of proton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to incubate the potential 
users, and to develop fundamental technologies. Based on these achievements, we are 
going to enhance the accelerator utilization and maximize contribution to the local society 
after accelerator construction completion. 
l establishment of mid- & long-term proton accelerator utilization foundation.
l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users' network
l to develop and operate large user facilities and research programs and the 

utilization of the network
l development of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and related instruments

   B. The ne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 Technical aspect
○ Proton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have been studied and developed durig several 

decades in the USA, Japan, Switzerland, etc. Most of them have been conducted using 
low flux facilities based on cyclotron accelerators. 

○ The R&D status are summarized on the state-of-the-art reports on the application 
fields of priority small projects. And worldwide R&D status are summarized according 
to the facilities and institutes as follows. 

○ PSI (Paul Sherrer Institute) in Switzerland, one of the famous research institute of 
cyclotron and proton beam utilization, have been conducting the R&Ds on the machine 
and treatment technology for the proton therapy using a 72MeV and a 540MeV 
cyclotrons. As a result, they could treat approximately 4,000 patients with more than 
95% cure rate during many years. In addition, PSI has been performed the SINQ 
(spallation neutron source) development and operation, nuclear physics experiments, 
and space radiation effects tests.

○ LANL in United States has a proton linear accelerator which is similar to our's, and 
has been performed an isotope production and related R&Ds using the 100MeV proton 
beam.

○  BNL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operating a dedicated beamline for Cos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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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effect lab of the NASA,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using AGS accelerator. Using this facility, they have been performed many kinds of 
researches concerning biotechnology, materials, electronic devices for the space 
applications.

○ CYRIC at the Tohoku University and RCNP at the Osaka University in Japan perform 
nuclear physics experiments, radioisotope production and related researches using 
cyclotron.

○ Jeongeup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as been established and been operating the gamma irradiation facilities, a 
electron accelerator, a 300keV ion implanter and is installing a 30MeV cyclotron 
accelerator.  They have been utilized the gamma irradiation facilities mainly during 
last several decades and recently they diversified the irradiation facilities for the 
radiation technology developments in the fields of bio-engineering, food, and material 
engineering.

○ The National Cancer Center introduced a 230MeV proton cancer therapy facility from 
IBA of Belgium in 2006. Since 2007, the center has been treating about 200 patient 
per year.

○ The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and Medical Science has the MC-50 cyclotron and 
30MeV cyclotron. They produce and supply medical isotopes using these accelerators.

○ In addition,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S),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ave 
conducted carbon dating, trace element analysis using tandem accelerators.

○ As explained above, proton beams up to 50MeV with tens of μA at maximum are  
available in Korea. In order to promote the researches using the PEFP's 100MeV 
proton accelerator, we should support and perform many kinds of R&Ds in the diverse 
application fields such as NT, BT, IT, ST, medical science, RT, ET, and basic 
science.

○ PEFP has performed six sub-projects in the NT, BT, ST, RT, Medical application 
fields and acquired several excellent achievements during 3 years of the 2nd step, 
2007~2007.

○ Through the 2nd step of the Proton Accelerator User Program, about 106 SCI papers 
have been published, 5 patents were applied, and 3 patents were registered. Several 
research results in nano and basic sciences were introduced in the world-class 
famous journals, and appealed to the related R&D society.

□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Contribution to the industrialization of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The proton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ready to be industrialized can be an important 

basis for the industrializations and commercialization of related products,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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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ly industrialized, and can bring a big economic impact. Among the small projects 
of user program and sub-projects which is performed during the 2nd step, some 
projects aimed at industrialization were performed, and a part of their results has 
already been applied to other practical project.

○ Secure and improvement of fundamental technology for beam utilization.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worldwidely and competitively for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and new nano-scale processing, and contributed to 
securement of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application to practical life
   Accelerator is somewhat strange to the public. However, the situation can be changed 

if new technologies can be developed and applied to real life by utilization of proton 
beam extracted from the accelerator. When beam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daily 
life things, such as medical diagnosis, treatment of cancer and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a big social and cultural ripple effect can be brought. The increase of these 
positive interest can lead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ultivation 
of the manpower.

Ⅲ. R&D Results 
○ Operation of User Program

- Expanding operation reflecting the results of 3rd step planning  ('08-'09)
- Supporting 38 small projects during 2 years  
- interruption supporting small projects due to lack of budget ('10)
- Overall results for User program

     117 projects-year, 255 published papers, and 19 patent applications or registrations
○ Activation of Beam utilization

- Built and operate beam support system.
- Acquired 768 users at the end of 2012.
- "Planning of a support program for both basic research by using accelerator and 

manpower cultivation" (Korea University, 2012.1.16.~5.15.)
- Inauguration of the KOPUA (Korea Proton Accelerator User Association) on March 

28, 2012 with 152 members
- Inaugural workshop on KOPUA was held on Nov. 7, 2012, with 222 participants
- Cooperation with several external organizations, and participation in the user 

program; Samsung SDI, OCI, EB-Tech, Daegu-Gyeongbuk Medical Innovation 
Found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Hospital, Korea Radioisotope Association, 
ESS-Bilbao, RCNP, NIRS, Korea Center for J-PARC Users, UCANS, etc.

- Invited seminars and lectures
- Efforts for excavating new users and new application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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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 for the R&D on beam utilization
- Development of in-vivo proton beam irradiation system 
- Support in-vivo proton beam irradiation experiment using small animal.
- Establishment of bio & Medical engineering laboratory 

○ Construction of user facility 
- Investigation of the users' demends on the proton beam utilization
- Reflection of the users' requirements to the target chamber and operation scenarios 
- Construction of user facilities for the TR23 and TR103
- Development of instruments for TR23 and TR103; a remote sample transfer system, 

beam regulating system, hot cel, etc.
- Development of the sample transport container in the facility.

○ Development of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and instruments 
- In-vivo proton beam irradiation system and related experiment technology using 

samll animal
- Basic experiments for the metal nanoparticle synthesis
- Development of proton beam monitoring technology using semiconductor detectors  
- Research for radioactivated samples and devices
- Study on the cancer cell death by the proton beam irradiation 
- Comparison of the biological effects for pulse beam and continuous beam (cell level)
- Basic experiments for TLA technology development
- Development of in-situ proton beam measurement technique
- Conceptual design and calculation for neutron source target 
- Calculation of the isotope production yield

Ⅳ. Utilization of R&D results
○ More than 700 users and achievements related to beam technology development can 

contribute to the utilization of the proton accelerator.
○ The user facilities on the TR23 and TR103 can be utilized for the various kinds of 

application experiments using 20MeV and 100MeV proton beam. Experience for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se facilities can be reflec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rest 8 target chambers of proton linear accelerator. 

○ Proton accelerator can be utilized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NT, BT, IT, ST, ET, 
nuclear, medical, and some of the user facilities required were constructed through 
this project. Especially, bio-engineering research laboratory and in-vivo proton beam 
irradiation system will be useful to the users who wants to use a proton accelerator 
accelerator for the bio- and med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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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3단계 연구개발 목표

사업단의 제2목표인 “양성자빔 이용 기술 개발” 달성과 미래 이용자 육성 및 확보, 원천 기

술 확보 등이 연구의 최종 목표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가속기 완공 후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극대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중장기적 양성

자가속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② 이용자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③ 대형 이용자 시

설 활용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④ 빔 이용 기술 및 장치 기술 개발 이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1) 기술적 측면

양성자빔 이용 기술은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는 대부분 싸이클로트론 가속기를 이용한 저전류 빔 이용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어 왔다. 각 응용 분야별 연구현황은 중점소과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기술현황분석보고서

에 관련 내용들을 수록하였으며, 국내외 연구 수행 현황을 시설 또는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대표적인 양성자빔 이용 연구기관인 스위스의 PSI (Paul Sherrer Institute) 는 72MeV 싸이

클로트론과 540MeV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하여 양성자빔 세라피 시설 개발과 암치료 연구를 수

행하여 왔으며, 특히, 다년간의 안구암 환자 치료를 통해 약 4,000명의 환자 치료와 95% 이상

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음. 이외에도 파쇄 중성자원인 SINQ, 핵물리실험, 우주방사성 효과 시험 

등의 연구를 함께 수행 중이다. 미국의 LANL은 양성자가속기와 유사한 형태의 선형가속기를 

보유하고 100MeV 양성자빔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연구 수행 중임이다. 미국의 BNL은 AGS

가속기를 이용하여 미국의 미항공우주국 NASA에서 우주방사선 효과 연구실을 설치하여 전용 

빔라인을 운영 중이며, 우주 방사선 중 양성자빔에 의한 생명공학, 재료, 전자소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 시험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일본의 도호쿠대학과 오사카대학의 CYRIC과 RCNP

는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핵물리 실험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를 수행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연구소는 감마선 조사시설, 전자가속기, 300keV 이온주입장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30MeV 싸이클로트론 가속기 설치 중임. 주로 감마선을 이용한 연구를 수

행하여 왔으며, 최근 다른 방사선원을 이용한 생명공학, 식품, 재료공학 분야 연구를 활발히 추

진 중이다. 국립암센터에서는 2006년에 벨기에의 IBA사로 230MeV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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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07년부터 환자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한 해동안 200여명의 국내 암환자 치료 실적을 보이

고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는 MC-50 싸이클로트론과 30MeV 싸이클로트론을 보유하고 있

으며, 이들 가속기를 이용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및 공급에 주력하고 MC-50을 이용한 실험

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S),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

대 등이 탄뎀형 가속기를 보유하고 탄소 연대측정, 극미량 원소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약 50MeV까지의 양성자빔 이용이 가능하고 전류

는 최대 수십 μA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함. 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100MeV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시설을 활용한 NT, BT, IT, ST, 의료, RT, ET, 기초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100MeV 양성자빔 이용 연구를 지원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단계 3년 동안 NT, BT, ST, RT, 의

료 등의 분야에서 약 6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여 왔으며, 가시적인 여러 가지 우수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특히, 2단계의 양성자가속기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50개의 소과제를 지원

하였으며 약 106건의 SCI 논문 게재, 5건의 특허출원, 3건의 특허 등록 등의 연구성과들을 거

두었으며, 나노분야와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킨 다수의 우수 연구실

적이 도출되었다.

(2) 경제·산업적 측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성자빔 이용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산업화 가능성 높은 기술들은 산업화

나 실용화 기술 개발의 중요한 바탕이 되거나 직접 산업화로 연결되어 산업발전과 더불어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단계에서 수행된 세부과제와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 연구 중 

산업화 사전연구들은 산업적 활용을 목표로 기업체의 참여 하에 수행되었으며, 개발된 성과들 

중 일부는 이미 타 실용화 과제에 응용되어 활용되거나 2단계에서 산업화를 추진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신물질 개발, 나노 단위의 가공기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경쟁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빔 이용 기술의 개발은 국내 원천기술의 확보에 기여하고 관련 분야에

서의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사회·문화적 측면

가속기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생소하고 멀게 느껴지는 과학의 한 분야임. 하지만 가속기로부

터 발생되는 빔을 이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생활에 대한 적용을 실현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의 제작에도 빔이 사용되고 특히, 노령화 사

회로의 변화와 웰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암의 진단 및 치료에도 가속기가 이용되고 의료용 신물질도 빔을 이용해 개발할 수 있다면 이

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궁극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관심

의 증가는 결국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이공계 우수 인력의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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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제1절 국내외 가속기 개발 현황 및 이용 전망
1. 국외 가속기 개발 현황 및 이용 전망

미국 (SNS; Spallation Neutron Source), 일본 (J-Parc; Japan Proton Accelerator Research

Complex)을 중심으로 대용량 선형 양성자가속기의 개발이 추진되어 왔으며 각각 2006년과 

2008년 완공하여 운전 중에 있다. 파쇄 중성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국과 유럽

이 각각 CSNS (China Spallation Neutron Source)와 ESS (European Spallation Neutron

Source)를 착수해 추진 중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십 mA의 첨두전류를 가지는 대용량 선

형 양성자가속기의 개발이 추진 중이며 국내 100 MeV 선형 양성자가속기도 그 중 하나로 

2013년 후반기부터 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로 싸이클로트론 형태의 양성자빔의 활용을 위한 가속기로는 스위스의 PSI, 미

국의 UC-Davis, IUCF, 중입자가속기로는 일본의 TIARA와 RIKEN을 비롯하여 독일의 GSI 등

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표 2.1 국외 대형 양성자가속기 시설 현황 

국가명 장치명 형태 에너지/빔전류 활용분야 완공년도

미국
SNS Linac 1.0GeV (38mA) 파쇄중성자원 Operation

LANSCE Linac 800MeV (2mA) RI 생산 등 Operation

일본 J-Parc
Linac/

Synchrotron
181MeV/3GeV/50GeV
(30mA/330μA/15μA)

파쇄중성자원
고에너지 물리

Operation

유럽

SINQ Cyclotron 590MeV (1.5mA) 파쇄중성자원 Operation

ISIS Synchrotron 800MeV (0.2mA) 파쇄중성자원 Operation

ESS Linac 2.5 GeV 파쇄중성자원 2019

LHC Synchrotron 7 TeV 입자물리 연구용 Operation

중국 CSNS Linac/RCS
250MeV/1.6GeV

(15mA/76μA)
파쇄중성자원,
양성자빔 이용

2016

한국 PEFP Linac 100MeV (20mA)
양성자빔의 산업적 

활용
2012

(1) SNS (Spallation Neutron Source)

미국의 중성자이용자들을 위하여 미국의 6개 국립연구소가 협력하여 개발한 파쇄중성자원으

로 그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Front-End Systems :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LBNL)

• Linac : Los Alamos Nation Laboratory (LANL) and Jefferso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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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umulator Ring :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BNL)

• Target :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

• Instrument Systems : 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 and ORNL

그림 2.1. SNS의 조감도.

그림 2.2. SNS의 구성 및 규격.

2006년도에 처음 빔을 인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빔파워를 증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업그레

이드를 추진 중에 있다. 업그레이드 계획은 표 2.2에서와 같이 양성자빔 에너지를 1 GeV에서 

1.3 GeV로 증가시키고 빔전류를 26 mA에서 42 mA로 증가시켜 빔파워를 현재의 1.4 MW에서 

3.0 MW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2015년 완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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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NS의 공사중(왼쪽), 완공후(오른쪽) 사진.

표 2.2. SNS의 업그레이드 계획

Parameter SNS Baseline Power upgrade

Kinetic energy [MeV] 1000 1300

Beam power  [MW] 1.4 3.0

Chopper beam-on duty factor [%] 68 70

Linac beam macropulse duty factor [%] 6.0 6.0

Average macropulse H- current, [mA] 26 42

Peak macropulse H- current, [mA] 38 59

Linac average beam current [mA] 1.6 2.5

SRF cryo-module number (medium-beta) 11 11

SRF cryo-module number (high-beta) 12 12+8 (+1 reserve)

SRF cavity number 33+48 33+80 (+4 reserve)

Peak surface gradient  (b=0.61 cavity) [MV/m] 27.5 (+/- 2.5) 27.5 (+/- 2.5)

Peak surface gradient  (b=0.81 cavity) [MV/m] 35 (+2.5/-7.5) 31

Ring injection time [ms] / turns 1.0 / 1060 1.0 / 1100

Ring rf frequency [MHz] 1.058 1.098

Ring bunch intensity [1014] 1.6 2.5

Ring space-charge tune spread, DQsc 0.15 0.15

Pulse length on target [ns] 695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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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PARC

J-PARC의 건설은 JAEA(이전의 JAERI)와 KEK 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Linac과 3GeV Synchrotron : JAEA

• 50GeV Synchrotron : KEK

3GeV RCS를 이용한 파쇄중성자원 개발과 50GeV 싱크로트론은 이용한 고에너지 입자물리 

실험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2008년 완공되어 운전 중이다.

JAEA PortionJAEA PortionJAEA Portion

KEK PortionKEK Portion

Phase 2 Neutrino was moved 
to Phase 1 from JFY2004.
Phase 2 Neutrino was moved 
to Phase 1 from JFY2004.

400MeV

600MeV

à181MeV

그림 2.4. J-PARC의 구성도.

그림 2.5. J-PARC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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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SNS (China Spallation Neutron Source)

CSNS는 중국의 파쇄중성자원을 위한 가속기 시설로서 양성자빔의 의료적 이용과 핵종변환

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1.6GeV 양성자빔을 이용한 파쇄중성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림 2.6. CSNS 조감도.

towards higher energy

towards higher power

그림 2.7. CSNS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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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ANSCE (Los Alamos Neutron Science Center)

미국 로스알로모스 국립연구소의 중성자 연구시설인 LANCE에서는 800 MeV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100 MeV 양성자 빔을 인출하여 동위원소 생산에 

활용하고 있는 IPF (Isotope Production Facility)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2.8 LANSCE 시설의 구성

그림 2.9 IPF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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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SI - SINQ 및 의료용 가속기

스위스 PSI에서는 590 MeV 링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파쇄중성자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50

MeV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의료용 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10 PSI 링사이클론트론과 SINQ 시설.

그림 2.11 PSI의 양성자 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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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IS

영국 RAL (Rutherford Appelton Laboratory)에서는 70 MeV 선형가속기와 800 MeV 싱크로

트론을 이용한 파쇄중성자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SNS가 운영되기 이전에는 세계 최

대의 중성자원이었다.

그림 2.12 ISIS 시설.

그림 2.13 ISIS 실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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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SS (European Spallation Source)

스웨덴 Lund에 설치될 ESS는 2.5 GeV 선형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5 MW급 파쇄중성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그림 2.14 ESS 파쇄중성자원 시설 개략도.

그림 2.15 스웨덴 Lund에 들어설 ESS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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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HC (Large Hadron Collider)

유럽의 CERN에서 운영 중인 LHC는 7 TeV까지 가속시킨 양성자 빔을 충돌시키는 충돌형 

가속기로서 입자물리 연구에 활용된다.

그림 2.16 CERN의 가속기 구성도.

그림 2.17 LHC 터널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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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가속기 개발 현황 및 이용 전망

(1) 탄뎀가속기

탄뎀가속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서 현재 5대가 운전되고 있는데 이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국내 탄뎀가속기의 종류와 활용목적

보유기관 터미널 전압 활용목적 비고 (제조사, 도입년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75MV AMS, 각종 분석 NEC, 1988년 도입

1MV AMS 전용 HVEE, 2007년 도입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MV 연구용 HVEE, 2010년 도입

서울대학교 3MV 연구용, AMS HVEE, 1998년 도입

한국원자력연구원 1MV 지뢰탐지용 국내개발

(가) 1.75MV 탄뎀가속기

그림 2.18. 1.7MV 탄뎀 가속기 시설의 구성도.



- 14 -

- 규격

• Terminal voltage : 1.7 MV tandem

• Ion source : SNICS and RF source

• Beam current : H(~20㎂), Si(~20㎂), O(~10㎂) on ion source

• Manufacture company : NEC Co.

• Implantation area : 2" wafer 1장

• 4 Beam Line (Neutron, Implantation, ERD-TOF, PIXE(PIGE))

- 활용분야

• 정밀 표면분석 : PIXE(PIGE), RBS, NRA, ERD-TOF, 마이크로 이온빔분석 등 

• 이온주입 분야 : 고분자 표면개질, 양성자 리소그라피 및 LIGA기술, 반도체 소자 개질(반

도체 절연, 불순물 제어 등), 중이온빔을 이용한 나노결정 합성, ion-cut을 이용한 

SOI 웨이퍼 제조공정 개발 등

• 가속기기반 핵물리 응용분야 : 중성자 핵자료 생산, 검출기/선량계 개발 및 중성자 장해

방어 연구 등

- 연간 이용건수 및 이용료 수입금액 (1.75MV, 1MV, 500keV 합계 통계)

표 2.4. 한국지질지원연구원의 가속기 시설의 이용 현황

연도 이용건수 수입금액 (천원)

2008 578 164,944

2009 976 299,766

2010 976 208,144

2011 908 295,000

(나) 1MV 탄뎀가속기

국내 증가하는 AMS 분석 건수를 고려하여 AMS 전용으로 도입된 탄뎀가속기시설이다.

- 규격

• Terminal voltage : 1.0 MV tandem

•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 Ion source : SNICS

• Beam current : C(~30㎂) on ion source

• Manufacture company : HVE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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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1MV 탄뎀 가속기 사진.

- 활용분야

• AMS 분석 전용

․ Cosmogenic rare isotope measurements (Be-10, C-14)

․ High-precision radiocarbon dating

․ Researches on environmental change

- 2008년도 이용 건수 : 429건

(다) 6MV 탄뎀가속기, KISTTIA

2006년 2월 과학기술부로부터 6MV 이온 가속기의 구축사업이 승인된 후 약 4년의 기간에 

걸쳐 구축사업이 수행되었다.

- 규격

• Terminal voltage : 6.0 MV tandem

• Ion source : SNICS

• AMS Beam Line + ERD Beam Line + SHI Beam Line

• Manufacture company : HVE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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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6MV 탄뎀가속기 시설 사진.

MPI injector

Dual source 
bouncer injector

6 MV Tandetron 
accelerator

Multi element line 
(AMS)

500 kV 
Implanter

IBA & IBM 
beam lines

그림 2.21. KISTTIA 시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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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분야

• 정밀 표면분석 :

․ AMS analysis (10Be, 26Al, 36Cl, 41Ca, 129I, 187Os and 14C (high precision)

․ Heavy ion elastic recoil detection (HI-ERD)

• 이온주입 분야 : Swift heavy-ion irradiation (SHI)

(라) 3MV 탄뎀가속기

- AMS/MPS Facility : 3MV tandetron (electrostatic)

그림 2.22. 3 MV 탄뎀가속기 시설 사진.

그림 2.23. 3 MV 탄뎀가속기 시설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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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3 ion sources

: Cs-sputtering source : carbon AMS dedicated

: Cs-sputtering source for MPS beam-line (solid metal)

: 1 duoplasmatron for MPS (for gas)

• Mass spectroscopy system for carbon AMS

• 5 beam ports for ion beam MPS (multi-purpose system)

- Beam availability

• Proton beam : ~6 MeV, 1μA

• Carbon isotopes : ~8.9 MeV, 0.3 μA

• Nitrogen beam : ~9 MeV, 0.25 μA

• Ca isotopes : ~12 MeV, 0.2 μA

• isotope beams up to U are possible

- 활용분야

• AMS의 연간 시료분석 : 약 1,500건 정도

․ 비파괴 정량분석,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에 적용

․ 1999년 이후 국내외 시료분석 실적

그림 2.24. 3MV 탄뎀가속기 시설 활용실적.

• PIXE 분석 : 539건 (2007년)

․ 대기 분진, 황사 등의 환경연구 시료, 흑요석 및 청동 유물, 철기 유물 등 고고학 

연구 시료, 고환경 및 생태연구를 위한 시추시료, 녹차 및 녹차추출물 등 관련시료 

(2) 사이클로트론 

사이클로트론은 주로 동위원소 생산용으로 개발되거나 도입되었으며, 연구용이나 암치료용

으로 활용 중인 사이클로트론을 합하면 총 40여대가 운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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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내 사이클로트론 현황

보유기관 터미널 전압 활용목적 비고 (제조사)

한국원자력의학원
30MeV 동위원소 생산 전용 IBA

50MeV 다목적 연구용 Scantronix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30MeV 동위원소 생산용 국내 개발

13MeV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13MeV 동위원소 생산용 국내 개발

FDG 생산용 
사이클로트론

11~13MeV 동위원소 생산용 수입 

양성자 암치료기 230MeV 암치료용 IBA

(가) 13 MeV Cyclotron

그림 2.25. 13 MeV 사이클로트론 사진.

2002년 2월에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규격

• 에너지 : 13 MeV

• 이온의 종류 : 양성자, 중수소

• 빔전류 : 50 μA

(나) 권역별 Cyclotron

2003년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13MeV 사이클로트론을 개발

해 국내 약 7여개의 권역별 대학에 설치되었으며, 관련 기술은 2004년 9월에 삼영 유니텍에 기

술 이전되었다. 2005년 3월에는 경북대 병원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센터 개소되었으며, 현재7개 

대학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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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13 MeV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사진.

- 규격

표 2.6. 13 MeV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규격

Charge Exchange Carbon FoilExtraction

148 ACoil current

1.99 T / 0.9 TBmax(hill) / Bmax(valley)

40 kVdee voltage

39 degdee angular width

2Number of dees

4Harmonic number

77.3 MHzFrequency

RF

12 kWPower

1.022 / 0.25~0.3νr / νz

4 cm / 12 cmHill / Valley gap

4Number of sectors

0.96 mPole diameter

13 MeV / 50 μA (proton)Energy / Current

Internal Cold Cathode PIGIon Source

HType

Magnet

proton, deuteronIons
Characteristic Beams

Charge Exchange Carbon FoilExtraction

148 ACoil current

1.99 T / 0.9 TBmax(hill) / Bmax(valley)

40 kVdee voltage

39 degdee angular width

2Number of dees

4Harmonic number

77.3 MHzFrequency

RF

12 kWPower

1.022 / 0.25~0.3νr / νz

4 cm / 12 cmHill / Valley gap

4Number of sectors

0.96 mPole diameter

13 MeV / 50 μA (proton)Energy / Current

Internal Cold Cathode PIGIon Source

HType

Magnet

proton, deuteronIons
Characteristic Beams

국내에 설치된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센터의 현황은 아래 그림 2.27과 같다. 국내 약 7여개 

지역 기관에 13 MeV 사이클로트론을 설치해 PET용 동위원소인 F-18 생산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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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13MeV 권역별 사이클로트론 센터 현황.

(다) 30MeV 사이클로트론

2004년 3월에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원자력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30MeV 사이클

로트론 개발을 시작했으며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

이며 주로 동위원소 생산 연구를 위해 활용 중이다.

그림 2.28. 30MeV 사이클로트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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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표 2.7. 30MeV 사이클로트론의 구성과 규격

Ion Source

Ion Source Multicusp Type

Max. Extracted Beam Current 10 mA

Type of Extarcted Ions Negative Hydrogen

Injection System SQQ Spiral Inflector

Extracted Beam

Extracted Method Stripper Carbon Foil

Type of Extracted Ions Proton

Extraction Beam Current Max. 500 μA

Extraction Beam Energy 15~30 MeV

No. of Beam Lines 4

Beam Irradiation Dual Available

RF System

RF Frequency 63.95 MHz

Harmonic Number 4

Amp Power 50kW

Magnet System
Center Field 10.50 kG

Radial/Vertical Tunes 1.1/0.7

(라) MC-50 사이클로트론

1989년 중성자 암치료 연구를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주로 동위원소 생산용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현재에는 일부 연구용 동위원소 생산 및 다목적 연구용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양성자빔 이용자들의 기초 및 실증 연구 지원을 위해 2004년에 전

용 빔라인을 설치하고 2012년까지 매년 약 1,000여건의 시료에 대한 빔 조사 실험 지원을 수행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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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MC-50 사이클로트론 시설 구성.

(3) 암치료기

(가) 양성자 암치료기

국립암센터가 양성자 암치료용으로 230 MeV 사이클로트론을 IBA 사로부터 도입해 2006년 

12월에 첫 암환자를 치료한 이래 현재까지 수 백명의 환자를 치료해왔으며 이 외에도 삼성의

료원과 연세의료원이 양성자 암치료기의 도입을 결정하고 추진 중이다.

- 규격

• Energy : 230 MeV

• Beam current : 1~300 nA

• Size : 4.34 m

• Weight : 220 tons

• Power : Main coil 190 kW / RF power 65 kW

• intensity modulation : 15 μsec (20~80 %)

• Frequency : 106.1 MHz

• Harmonic mode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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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부품

• 230MeV Proton Cyclotron

• Energy Selection Line

• Beam Transport Line

• Isocentric gantries and one fixed beam line

• Patient Positioners

• Patient Alignment System

• Nozzles

• Control System and Safety System

그림 2.30. 양성자암치료용 사이클로트론 시설.

그림 2.31. 양성자암치료용 사이클로트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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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성자빔 이용 연구 현황 및 전망
1. 나노과학기술

(1) 3D Lithography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기술은 정보, 의료, 우주, 나노과학기술 등 제반 신기

술을 뒷받침하는 기반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온빔 Lithography 기술이 요소기술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온빔 Lithography 기술은 고분자, 세라믹 등 식각재료의 범위가 넓으며, 높은 

aspect ratio(깊이/폭)(약 100까지)를 얻을 수 있어 차세대 집적회로(IC)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 2.32. Proton LIGA Technology.

반도체 Lithography 기술은 주로 레이저 및 soft X-ray를 이용하는 EUV (extreme ultra

violet)방법을 사용하여 선폭 최고 약 70nm까지 가능하지만 미세 전자부품의 feature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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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단위까지 줄어드는 추세여서 곧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차세대 기술로 선폭 

10nm까지 가능한 전자나 양성자 빔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전자빔은 질량이 

적어 perturbation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침투깊이가 적어 3차원적 미세구조는 얻기 어려운 단점

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양성자 빔을 사용하는 기술은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차세대 Lithography기술로 부각되었다. 이온빔 lithography에 의한 초미세구조 형성 기술은 

wave guide, 광스위치 등 초고속 광통신용 광소자 개발, 기가 DRAM 이상의 ULSI제조, 다양

한 3D 미세구조체 제조 등에 활용가능하다.

그림 2.33. MEMS 제조기술을 이용한 제품.

(2) 미세분석 : PIXE/PIGE

수 MeV의 양성자빔을 시료에 조사하여 표적시료의 원자에서 발생하는 특성 X선을 분석하

여 표적물질의 구성원소를 정성,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인 PIXE( proton induced X-ray

emission)는 극미량 원소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PIXE 분석 기법의 측정한계는 보통 ppM

단위이며, 전이원소의 경우 수 ppm이하의 높은 검출 효율을 가지며 가벼운 원소, 불활성 기체,

단수명 방사성 원소의 경우, 고에너지 양성자 빔과 원자핵간의 핵반응에 기인한 감마선을 검출

하는 PIGE 분석기법이 사용된다.

국부적인 분석을 위한 micro PIXE분석이나, 액상이나 기체시료, 손괴 불가능한 유물과 같은 

시료에는 윈도우창을 이용하여 대기 중에서 분석이 가능한 External-Beam PIXE가 활용되고 있

다. PIXE 분석기법은 세포, 조직 등의 추적자 원소 분석, 유물의 연원, 미술품의 진위여부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대기환경 오염물질 분석에도 활용가능하다.

ERD(Elastic Recoil Detection)분석 기법은 고에너지의 하전입자를 시료 표면에 조사하여 되

튕겨져 나오는 입자를 TOF(Time of Flight) Spectrometer 등을 사용하여 검출함으로서 경원소

의 박막내 적층 분석에 활용되며, ERD 분석기법은 주로 He 이온을 사용하고 있으나 분해능에 

한계가 있어 중이온을 사용(Heavy ion ERD)할 경우 고분해능의 박막내 원소분석이 가능하다.

다양한 복합 재료의 구성 원소 평가, 고미술품 및 유물의 구성 물질 분석, 오염 물질 분포 평

가, 극미량의 유해 성분 분석 및 평가, 부식성이 큰 환경 특성 평가 등의 분석에 활용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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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Ion Beam Analysis

(3) Ion-Cut

SOI(Silicon on Insulator)는 저전력, 저전압(<1V), 고속의 ULSI 제조에 필수적인 차세대 반

도체 기판이며, 기가바이트 DRAM제조, 내방사성 및 고온 회로, MEMS, smart power 등에도 

활용성이 뛰어나다. Ion-cut기술은 SOI 제조뿐만 아니라 Si on quartz, SiC on glass,

compound semiconductors (GaAs, InP) on Si, 매입형 금속층, 태양전지용 Si 기판(10-20μm), 3

차원 구조 형성 등 기술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Ion-cut 기술을 이용 다양한 

두께(400~4000 nm)의 대면적 (8" 급) SOI 박막 제조공정 확립이 가능하며, 이를 활용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인 SiLM 영상소자 제작을 위한 대면적 SOI 박막의 다층(4층 이상) 전이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SOI시장은 연간 약 5천만불 정도이며, 연간 40~5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05년 이후 Si 시장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다.

GaAs박막을 이종 기판상에 형성하는 기술로는 재래식 이종에피성장기술 (Heteroepitaxial

growth of GaAs layers on substrate)가 시도되었으나, GaAs와 Si간의 격자부정합(lattice

mismatch, 4.1%) 때문에 고밀도(>107/cm2)의 threading dislocation을 피할 수 없으나, Ion-cut

기술은 웨이퍼 직접접합에 의존하는 이 기술로서 상기 격자부정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나노입자

최근 전자기기가 소형화되고 고집적화 됨에 따라 박막을 이용하는 금속 패터닝이나 기판상

의 초미세 배선 형성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나노입자를 활용한 잉크젯 방식을 활용하고 있

다. 전도성 잉크에 포함되는 금속입자는 모양의 균일성, 좁은 입도분포, 우수한 분산성 등이 요

구된다. 나노입자제조방법은 주로 전기분해법, 졸-겔법 등 화학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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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과 균일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적 공정에 의한 나노입자 

합성은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배치되는 기술로 친환경적인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양성자빔을 이용하면 화학적 공정에 사용되는 환원제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에 무해하며, 상

온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므로 특수한 고온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선량율과 조사시간을 조

절함으로써 손쉽게 입자의 모양과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요 활용분야로는 균

일하고 대량의 금, 은 및 백금 나노입자 제조, 이온 주입 후 열처리를 통하여 물질 내 특정한 

깊이에 금속 및 반도체 나노 입자 제조, 연료 전지 내 나노 입자 제조, Batteries 내 나노 입자 

제조, 각종 유해가스 filters에 활용될 수 있는 귀금속 촉매 나노입자 제조, 촉매용 금속 나노입

자 제조 등에 활용될 수 있다.

(5) 나노 소자

양성자빔이나 이온빔 조사에 의해 탄소나노튜브나 나노와이어의 전기적 특성을 제어함으로

서 나노소자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금속 이온 도핑을 통한 나노소자 개발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및 조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LED시장은 

GaN를 기반으로 하는 소자가 사용되고 있으며, GaN based LED는 일본 미국 등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어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열발산으로 인한 발광효율이 좋지 않아 LED 수명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LED 소자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ZnO는 재료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P형 도핑이 원활하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양성자 및 이온빔을 통한 도핑기술

을 활용하여 P형 ZnO 나노구조체를 개발하는데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나노소자에 주로 사용

되어지는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양성자빔 조사에 의해 분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특

성은 나노소자 제조시 기능성 복합재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주요 활용 분야로는 나노소

자 접합 특성 향상, 유기 나노소자의 표면 화학 특성 향상 활용, 나노소자 전기특성 향상을 

위한 활용, 각종 나노 가스 센서의 표면 센싱 특성 향상을 위한 적용, 이온 주입을 통한 나노

반도체 도핑 기술 등이 있다.

(6) TLA

박막 방사화 기술(Thin Layer Activation)은 자동차 부품 연구, 정유/화학 공정 산업시설 등

의 다양한 분야에서 마모 또는 부식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술로서 양성자 가

속기로부터 방출되는 고 에너지의 양성자빔을 이용하여 마모나 부식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

는 부품의 표면을 방사화를 통하여 부품의 표면에 방사성추적자의 매우 얇은 층을 형성시켜 

부품의 사용 중 방사화된 표면의 방사성 동위원소 층으로부터 방출되는 신호의 변화를 계측하

여 부식이나 마모에 의한 표면의 손실 정도를 on-line으로 측정할 수 있다. 기존의 마모/부식 

측정방법 (Gravimetry, Profilometry) 등에 비교하여 볼 때 TLA 기술이 갖는 장점은 high

sensitivity(10 nanometer 수준), 실 구동조건에서 on-line 측정 가능 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ZYKLOTRON AG (ZAG)에서 TL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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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 Layer Difference Method Concentration Measurement Method

그림 2.35. TLA 기술 원리 및 시스템 구성도.

2. 의료

(1) 나노의약품

나노 의약품은 각종 신체질환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진단하기 위해 나노과학기술을 도입하

여 제조한 의약품을 의미하며, 크게 치료용 나노 의약품과 진단용 나노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료용 나노 의약품은 약물의 효능을 증진시키거나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부가가치를 창

출하기 위하여 나노과학기술을 접목시켜 개발된 의약품을 의미하며, 진단용 나노 의약품은 질

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나노과학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의약품을 

포함하며 진단용 나노 의약품은 체내용과 체외용이 있다. 나노 의약품은 나노입자, 나노기계,

마이크로칩, 센서, 나노진단제제 등의 제조 및 응용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응용범위가 꾸

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질병의 치료 및 진단방법의 한계의 극복방안으로 나노의약품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고 응용 가능한 나노소재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치료용 나노의약품의 경우 DDS (Drug Delivery System)의 극대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

을 두고 있고 관련 의약품 중 일부는 실용화되고 있으며, 기 개발된 나노소재와의 접목과 처리

기술의 개발을 통해 실용화를 위한 방안이 꾸준히 모색되고 있고 시장규모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약물전달용 소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약물가용화, 안정화, 방출제어 관련 기술의 개발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광학적 영상, PET,

MRI의 조영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치료용 나노의약품 관련 특허는 미국의 주도하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약물 가용화기술

과 표적지향성 약물전단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약물가용화기

술 관련 특허를 중심으로 나노의약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단용 나노의약품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특허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한국 순으로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생체물질과 결합 가능한 나노섬유 등 의료용 나노소재의 개발 및 수술용 나노기

계의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나노의약품의 실용화를 위한 제품 개선을 위한 소

재개발 및 기술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나노과학기술의 응용을 통한 기존 약물 및 신약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어 나노과학기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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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접목을 통해 꾸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양성자빔과의 기술접목은 치료용 나

노의약품은 물론 진단용 나노의약품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나노 DDS의 화학적 변형 또는 새로운 나노 DDS의 개발을 위한 도

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진단용 나노의약품의 조영제의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

로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기술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

으로 보인다.

(2) 암치료 장치 개발

양성자 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암치료 기술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X-선 이나 감마선과 같이 

종양 부위에 집중하여 치사량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물학적인 특성은 양성

자가 기존의 방사선과 유사하나,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리적인 특성 측면에서는 기존의 방사선

이 전달하는 에너지가 표적의 깊이에 따라 완만하게 줄어든다는 것과 달리 양성자가 전달하는 

에너지 분포는 특정 깊이에서 피크(브래그피크)를 형성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양성자 치료 장

치는 이와 같은 양성자의 물리적인 특성을 보다 강화하여 정상 부위에는 영향을 줄이면서, 종

양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치사량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림 2.36. 깊이에 따른 각각의 방사선의 에너지 전달 특성 비교.

양성자빔 치료라인은 종양에 효율적인 에너지 전달을 위해 양성자를 큰 에너지로 가속하는 

가속장치에 이어서, 넓은 영역에 빔을 조사하는 기능, 빔 에너지를 가변하는 기능, 빔 및 표적 

모니터 기능, 콜리미터 기능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기능들을 포함한 부분을 노즐이라고도 한

다. 노즐의 각 요소기능별 기술개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면적 조사 기능

일반적으로 가속기에서 가속되어 수송되는 빔의 크기는 수 mm 이내를 목표로 하나, 인체와 

같이 20cm 이상의 큰 표적을 대상으로 치료하고자 할 때는 빔조사 영역이 커지도록 조정을 해

야 하며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하나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빔 경로에 

산란자를 두어 빔을 퍼뜨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방법으로 전자석을 이용해 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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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조정하는 것으로 산란자는 빔의 경로에 위치하여 빔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빔의 진행방

향과 에너지를 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산란자에 의한 빔의 에너지 손실이 커지면 조사 깊이

가 줄어들거나 조사 공간 정밀도가 나빠지므로, 산란자는 일반적으로 얇은 판구조의 물질로 만

들어진다. 산란자는 빔 경로에 단일 혹은 이중으로 위치시켜 활용되고 있으며, 빔의 조건이나 

산란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산란자의 이후의 목표 지점에서 빔의 퍼짐 패턴이 결정된다.

한번 기하학적인 구조가 완성되면 표적지점에서 원하는 크기의 조사면적을 얻을 수 있으나, 조

사면이 특정 모양을 하거나 움직이는 경우는 콜리미터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산란자와 빔

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2차 방사선의 발생과 그것에 의한 피해는 산란자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림 2.37. 단일 산란자와 이중 산란자를 활용한 빔의 퍼뜨림.

그림 2.38. 일본 군마대의 중입자 치료 설비에 사용된 산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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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석을 활용하는 경우는 서로 수직하는 자기장 필드를 가지는 두개의 이중극전자석이 포

함된다. 두 전자석이 일정한 위상차를 가지고 있어 빔이 조사면에서 원이나 소용돌이 궤적을 

그리게 되는 워블러 타입이 있고, 조사면에서 임의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스캐닝 타입이 있다.

수동식 방법인 워블러 타입은 목적하는 조사면의 크기에 균일한 빔량을 전달할 수 있으며, 능

동식 방법인 스캐닝 타입은 목적하는 패턴에 균일한 빔을 전달할 수가 있다.

그림 2.39. 수동식 워블러와 능동식 스캐닝 방법의 적용 예.

이 때, 빔의 조사 균일도를 높이기 위해서 빠른 전자석 스위칭이 요구되는데 전자석 필드의 

빠른 스위칭은 전자석에 eddy 전류를 발생시키며, 이것은 필드 변화를 지연시켜 빠른 스위칭

을 방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eddy 전류를 억제시키기 위해, 전자석의 요크는 laminated plate

를 활용하여 제작된다. 그리고 전자석을 활용하는 경우는 산란자를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 빔조

사 측면에서 동시성이 떨어짐. 즉 조사면의 각 지점에서 빔이 조사되는 시점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은 조사 대상이 시간에 따라 위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균일한 빔조사가 어렵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균일한 빔조사를 위해서는 전자석의 필드 변화 패턴과 표적 대상

의 움직임 사이에 시간 동기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2.40. 최소 변위에 대응하는 호흡주기(좌)에 맞춰 빔을 조사하는 경우,

움직이는 목표영역에 에너지 전달이 가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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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빔 에너지를 가변하는 기능

양성자 빔은 표적에 입사된 후, 표적물질 내를 통과하면서 표적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에너

지를 점차적으로 읽다가 브래그피크 주변에서 큰 에너지를 잃고서는 멈추게 된다. 브래그 피크

의 위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입사하는 양성자 빔의 에너지에 의존하며 신체 내의 종양

은 임의 깊이에 임의 공간을 차지하므로, 양성자 빔은 브래그피크는 종양의 가장 깊은 위치까

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종양의 가장 얕은 위치까지 가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목적하는 

깊이 영역에 대응하도록 브래그피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양성자의 에너지 가변이 가능해야 

하는데 가속기 자체에서 인출 빔의 에너지를 조절하기도 하지만, 가속기 자체에서 세밀한 에너

지 조정은 가속기 성능과 가속 이후의 빔전송 라인에서 빔 광학 특성 조정에 많은 부담이 가

중된다. 그러므로 가속기에서의 인출 빔에너지는 단일 고정이거나 고에너지 전송라인에 감속재

(degrader) 및 ESS(Energy selection system) 등을 적용하여 단 몇 개의 에너지 값만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세밀한 조정은 노즐 부분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2.41. Double wedge 타입의 감속재(상)와 ESS 개념도(하).

노즐에서 세밀한 에너지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비정변환기(range shift)와 모듈레이터

(Modulator)이다. 둘 다 물과 유사한 재질의 감속재로써 빔이 통과하는 두께 조정을 통해 입사 

빔의 에너지를 조정하게 된다. 비정변환기는 ESS와 같이 물려 있는 감속재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된다. 비정변환기의 두께는 입사 빔이 종양이 위치하는 최대 깊이에 입사빔이 도

달할 수 있도록 결정되며, 모듈레이터는 종양의 최대 깊이에서 최저 깊이까지 입사빔이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두께의 감속재가 포함될 수 있는 구조이며 모듈레이터는 회전식의 휠모듈레

이터와 톱니 구조의 릿지필터(Ridge filter)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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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모듈레이터 경우는 각각 다른 두께의 단층별로 회전각을 달리 두어 각각의 깊이에 대응하

는 브래그피크의 가중치를 반영한 구조이며 단층별로 회전각을 달리 두고 회전속도를 일정하

는 경우와 회전각은 동일하게 두고 회전속도로 가중치를 반영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회전속

도 가변식은 단층 두께별로 가중치를 손쉽게 변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회전 방식은 회

전 속도의 한계 때문에, 종양부위에 SOBP(Spread of Bragg Peal)를 형성할 때 필요치 않은 두

께 층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휠모듈레이터의 또 다른 단점은 표적 조사 시 표적 깊이 별 에너지 전달에 대한 동시성이 

없다는 것으로 표적의 움직임이 존재하는 경우는 표적의 움직임과 동기화하여 정확한 에너지

를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릿지필터는 휠모듈레이터와 달리 빔을 넓은 면적으로 퍼

뜨린 후 빔을 통과 시키는 것이 유리하며 빔이 통과하는 두께에 대한 가중치는 릿지의 모양을 

변화시키면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림 2.42. 회전식 휠모듈레이터(좌)와 릿지필터(우).

③ 빔 및 표적 모니터 기능

방사선을 이용한 암치료는 기존의 넓은 면적의 방사선 빔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점 주사선 

같은 직경이 작은 조준빔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양성자 가속기와 같은 국소제

어율(local conformaity)이 뛰어난 강입자(hardron) 방사선 암치료기의 발전으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점 주사선 방식은 입체적인 암세포에 대해 높은 위치 정밀도를 가지고 치료가 가능

하나, 움직이는 장기에 적용할 시 강입자 방사선의 높은 살상력으로 인해 조사 위치의 정확도

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목표된 세포에 적은 양의 에너지가 전달되거나, 정상세포에 기준 이

상의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니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빔조사 라인에서 체크해야하는 모니터 요소는 빔의 세기, 빔의 위치 분포, 표적의 위

치 및 형상, 표적 내에서의 전달 선량, 그리고 각 요소들의 시간적 관계 등이 있다.

빔의 세기나 위치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니터 종류는 비례계수기 형

태의 이온챔버 검출기이며 이온챔버는 챔버 내의 공기층에서 입사 빔에 의해 이온화된 양을 

전극으로 수집하여 빔의 세기를 확인하는 검출기로, 구조가 간단하여 손쉽게 20×20 cm2 크기 

이상의 대면적 검출기로 제작하기가 용이하다. 이온 챔버 검출기는 일반적으로 계수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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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에, 입사 빔의 면적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판 형태의 단일 신호 수집 

전극 대신 여러 채널의 가는 전선이나 띠 형태 전극으로 대체된다.

빔 모니터의 또 다른 방식으로는 섬광체와 CCD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섬광체+CCD 방식은 빔 변조 전에 입사 빔의 정열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

인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된다.

그림 2.43. 일본 HIMAC의 멀티와이어 비례계수기.

표적의 위치 및 형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X-선 치료기에서도 활용되는 방식과 동일하며, 최

근 4세대 cyberknife에서 적용되고 방식을 예로 들면, 환자에 부착한 LED를 통해 환자의 외부 

움직임을 확인하고 2개의 X-선 촬영기를 통해 환자의 내부 움직임을 인식하여 치료한다.

그림 2.44. 위치마커를 통한 환자 움직임을 치료에 반영(지멘스의 4G 사이버나이프).

모니터 부분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환부에 전달된 단위 질량 당 에너지, 즉 선량을 모니

터 하는 것이며 현재까지는 치료 전에 빔의 모니터 값과 물 팬텀에 전달된 선량을 교정한 후,

이 교정값을 기준으로 환부의 목표 선량값에 맞는 빔 모니터 값을 살피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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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환자를 치료하면서 실시간으로 직접 선량을 모니터 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

지 않다. 직접적인 선량 모니터를 위한 최근의 연구 주제로는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모니터가 있으며 강입자 암치료로 쓰이고 있는 양성자 빔이나 탄소빔이 표적 물

질에 조사되었을 때, 양전자를 방출하는 핵종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상용화된 PET/CT 장비를 활용하여 양성자 빔 치료시 발생하는 양전자 붕

괴 감마선을 동시 계수함으로써 치료빔이 환자와 반응하는 위치 및 강도를 측정하는 빔 측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베타붕괴 동위원소를 치료빔으로 활용하여 치료와 동시에 

환자를 모니터하는 기술을 연구 중에 있다.

그림 2.45. PET 장치를 활용하여 치료빔에 의해 생체에서 발생하는 

양전자 소멸 감마선을 측정하는 원리.

④ 콜리메이터 기능

콜리메이터는 대면적 조사 형태의 수동식 치료 방식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종양의 모양대로 

구멍을 낸 차폐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x-선 치료기에서도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환자마다 새롭게 제작하지 않고, 차폐체 구멍 형성의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다

중잎 콜리메이터가 적용되고 있으며 다중잎 콜리메이터는 여러 층의 판이 적층된 구조로 좌우

에 배치되어 각각의 잎이 모터에 의해 위치 조정되는 구조이다. 환자의 환부 위치가 시간에 따

라 움직이는 경우, 환부의 위치를 모니터한 신호와 다중잎 콜리미터의 위치를 동기화하여 실시

간으로 환부만 빔 조사에 개방되도록 하여, 위치 정밀도가 높은 치료가 가능하다.

가속기 부분에서는 소형화가 최대 이슈이며, 양성자 치료기의 경우는 IBA, Siemens,

Mitsubish 과 같은 가속기제작 기업이 컴팩트한 사이클로트론 모델로 상업적 판매를 하고 있

다. 탄소 치료기의 경우는 큰 에너지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싱크로트론 가속기가 먼저 

적용되었으나, 양성자치료기와 마찬가지로 컴팩트한 시스템을 추구하며 IBA와 국내 원자력의

학원이 각각 사이클로트론 기반의 치료기를 개발하고 있다. 조사시스템 부분은 넓은 빔을 활용

하는 수동식 빔 조사 노즐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양성자 치료기에서도 IBA 등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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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식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노즐 개발을 하고 있으며, 탄소치료기에서도 수동식 조사 

방식을 거쳐, 능동식 점 점주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노즐과 관련 소프트웨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회전식 겐트리 방식의 조사포트 또한 양성자 치료기에서는 이미 기술 

구현이 완료되어 실재 환자 치료에 적용되고 있지만, 탄소빔 치료기의 경우는 독일의 HIT가 

개발하고 있으며, 그 사양은 전체 무게가 670톤, 길이 25미터, 직경 13미터로 가속기 본체 규

모와 비슷하며 이 장치는 빔 조사 방향의 자유도를 높여줄 수 있으므로 보다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다.

그림 2.46. 다중잎 콜리메이터 (Varian).

(3) 암치료 기작 연구

암치료 기작이란 수술이외의 방법(화학요법, 양성자빔, 이온가속기, 방사능 등)으로 암의 치

료와 관련한 생물학적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암치료 기작 연구는 암의 치료과정에서 발생

하는 생물학적 반응을 세포 및 분자생물학적 방법과 실험동물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활

용하여 임상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확립하는 연구로서 이러한 연구의 근본적인 목표

는 치료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효율의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양성자빔 및 이온가속기에 의한 암치료관련 보고가 있으나 임상적인 현

상관찰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양성자빔 및 이온가속기를 이용한 치료관련 기작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치료용 양성자빔 및 이온가속기의 개발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치료

관련 기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부족하지만 양성자빔이 유방암의 개시/증폭 및 전이

관련 효소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양성자빔 조사에 따른 암세포의 사멸에 대한 분자

생물학적 기작 연구가 수행된 바 있고 미국은 물론, 유럽 및 일본 등을 중심으로 치료용 양성

자빔 및 이온가속기의 실용화를 위한 임상적용 사례 보고는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양성자빔 

및 이온가속기를 활용한 암의 치료법이 개발된 지 50년이 넘었으나 종양과 정상조직사이의 상

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초보 단계이다. 치료 기작연구를 통해 적용범위의 확대 및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의 수립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적 활용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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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가동중인 전 세계 입자 치료기 현황 (2011.5 월 기준, PTC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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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독일 HIT의 탄소빔 치료기용 갠트리.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한 분자생물학적 기전의 분석은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반드시 이루

어져야 할 필요조건으로 해외의 치료용 양성자빔 및 이온가속기 관련 기술과의 격차를 해소하

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PIRT

고에너지 하전입자-나노금속수용체간 Coulomb충돌반응 입자유도방사선 (Auger 전자, PIXE)

을 치료선량으로 활용하고, 종양의 성장양상에 따라 Bragg-peak모드를 조절하여 공간상의 선

량분포를 제어 활용하는 신개념 site-specific 입자유도방사선 치료기술로서 입자유도방사선을 

치료선량으로 활용하면 기존의 양성자 및 중입자치료에서 Tumor dose증강 효과가 유발되고,

선량분획법의 분획기간단축, 정상조직 피폭선량감소 등이 예상되며, 특히 침윤성 종양이나 국

소 침윤성 전이암등과 같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임상적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

성 종양에 새로운 치료기술로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하전입자빔-나노금속입자간 반응유발 입자유도방사선치료법을 in-vivo실험에서 확인하고 임

상적용연구를 세계최초로 제안하면서 PCT 국제특허출원, Nanotechnology 등 논문발표를 통해 

이 분야의 선도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단일 Bragg-peak modulation을 통한 입자유도방사선 

치료효능을 확인하고 표적성 나노금속입자개발과 PIR선량측정연구를 이용한 보다 정밀치료타

겟개발을 진행 중이며 프랑스CNRS/일본 KEK, 백금-중입자빔 선량증진연구 in-vitro DNA

strand breaks시험으로 Auger전자방출효과에 의한 DNA 추가손상에 대해 발표하였고 미국 

MD Anderson, 국내 개발자의 논문연구에 대한 재현성 연구 in vitro 결과 확인 및 

Monte-Carlo 전산 모사를 통한 다양한 크기의 금나노입자로부터 고에너지 양성자빔 유도 

Auger전자 방출 수율 계산 결과 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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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유도방사선(PIR)을 치료선량으로 실제 종양치료에 활용하려면, PIR선량 증강효과를 측

정, 제어하는 dosimetry를 수립해야 하며, 나노입자 원자와 양성자 또는 이온 입자 원자간 

Coulomb충돌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는 이론적 계산모델의 설립과 실제 Auger전자/PIXE을 검

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금속나노입자를 물리적 에너지로 activation시켜 유발되는 열, 또는 2

차 방사선을 치료에 활용하는 기술개발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금나노입자-레이저를 

이용한 광열치료(Photothermal therapy)는 임상시험 중이며, X-선에 의한 photon activation

therapy (PAT)는 선량증강 dosimetry 및 메카니즘 개발중으로, 방사광 단색광을 대체하는 기

기적 개발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금속나노입자의 테라노스틱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개발이 

표적성 연구와 더불어 지속될 전망이다.

3. 생명공학

(1) 방사선 생물학 연구

에너지선은 직접 작용에 의해 표적 분자에 직접 손상을 유발하거나(직접 작용), 혹은 세포 

내의 물 분자를 전리시켜 이로부터 발생한 라디칼에 의한 간접 작용에 의해 생체 내 분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인 전자기파 방사선은 주로 간접 작용에 의해 생체분자에 작용하나 

이온빔은 직접 작용의 역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사선의 세포 내 표

적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물질인 DNA로서, 단일 가닥 절단

(Single strand break, SSB), 이중 가닥 절단(double strand break, DBS), 염기의 손상 혹은 탈

락, 그리고 분자 내/분자 간 가교(cross-link)의 형성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밀집된 

손상(clustered damage)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단일 가닥에 나타난 손상은 상보적 가닥에 

보존된 염기서열의 정보를 통해 원상 복구가 가능하지만, DBS는 복구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방

사선 치료 과정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주요 메카니즘이 된다. 이상과 같은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은 방사선의 종류(이온 혹은 입자 빔의 경우 입자의 종류), 에너지, 선량, 표적 조직 주변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입자빔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photon beam과는 달리 조

직에 침투한 뒤 진행 거리에 따라 에너지를 방출하는 정도가 이온의 에너지에 역비례함으로써 

침투 범위의 거의 마지막에 가서 극대치를 이루는 소위 Bragg peak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이는 

암 치료에서 정상 조직 뒤에 존재하는 표적만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된다.

물질이 같은 정도의 선량을 흡수했다 하여도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작용이나 효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와 같이 비적을 따라 일어나는 전리 및 여기의 분포상태를 선형 에너지 전달

(LET, linear energy transfer)로 나타내게 되는데 엑스선과 감마선은 대표적인 저 LET 방사선

이고, 알파선과 중성자 및 중입자 등은 고 LET 방사선으로 간주되며, 양성자빔은 일반적으로 

저 LET 방사선으로 간주되지만 생체 분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LET 값이 큰 이온빔은 많은 에너지를 물질의 미소 부위에 부여할 수 있으므로 X-선이나 감마

선에 비해 피폭 세포에 대한 치사 효과(lethal effect) 또는 돌연변이 유발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에 있어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이온빔은 저 LET 방사선과 비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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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내의 좁은 공간에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특징이며, 생물학적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발생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감마선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수의 이온 입자가 세포를 통과하게 되므로 다른 유전적 특성에는 영향을 적게 미치면서 유용

한 돌연변이체를 발생시키는 특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온빔의 생물학적 영향 연구는 주로 암의 치료와 관련하여 이온과 조사 조건에 따른 생물

학적 영향의 차이, bystander effect, tissue hypoxya에 따르는 영향 등이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서 주로 임상적 응용에 대한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력은 

RBE로 수치화되는데, 물리적인 요인으로는 입자의 종류와 에너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repair capacity에 따라 달라짐. 최근에는 simulation 기법에 의해 이온빔 또는 이온화 방사선을 

세포에 조사할 때 DNA에 나타나는 손상의 정도를 strand break의 정도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

한 수준이지만, 아직 염기의 탈락 및 손상 정도를 예측하는 것은 실험적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림 2.49.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DNA의 손상. 염색체 수준에서는 translocation이나

dicentric과 같은 aberr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B, 같은 에너지의 양성자와 

탄소가 Bragg maximum 이후에서 나타내는 비적의 모식도. Radat. Environ.

Biophys. 1994, 33:91.

Hada와 Sutherland는 순수 분리한 용액 상태의 T7 DNA를 여러 종류의 방사선으로 조사한 

뒤 DNA 손상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효소를 이용하여 DNA의 절단 및 염기의 손실 정도를 

조사한 결과 LET가 증가함에 따라 손상 정도 역시 증가하였으며, 전자기파 방사선에 비해 입

자 방사선의 경우 염기의 탈락이나 손상보다 DBS의 비율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DBS는 복

구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세포의 사멸이나 돌연변이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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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미국 NASA Space Radiation Laboratory의 이온빔 조사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장시간의 우주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방사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양성자의 위험성에 대해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림 2.50. A. RBE(relative biological effect)의 정의. RBEkV X-선)의 dose의 비율로 표현함.

B, CHO 세포주에 대한 RBE와 LET의 관계. Biochi는 같은 수준의 생물학적 영향

(주로 세포 사멸)을 일으키기 위해 가해야 하는 기준 방사선 (220 m. Biophys.

Acta 2009, 1796:219.

(2) 유용 유전자원 개발

유전체학(genomics)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 생명체를 이루는 유전자 정보 청사진을 완전히 

해독하고,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생명 자원을 개량하여 유용성을 높이는 일은 생명

공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동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전체 정보의 해

독과 제어 및 대량 배양이 용이한 미생물에서는 의료․산업적으로 유용한 효소와 단백질 및 

일이차 대사산물, 또는 배양체(biomass)를 얻기 위해 이와 같은 고도화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의 육종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이 

아직까지도 중요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1927년 Muller가 초파리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방

사선이 생명체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히게 되었고, 1928년 Stadler가 엑

스선과 감마선에 의한 보리의 돌연변이 유발을 다시 확인한 이래 방사선은 식물 육종의 중요

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를 돌연변이 유발에 사용하려는 시도는 이미 20세기 

초반 X-선의 발견 직후 de Vries에 의해 제안되었고, 1945년 튤립이 X-선에 의해 유도되어 최

초로 상용화된 작물로 등장하였다. 화학적 돌연변이원의 사용은 이보다 더 늦은 1960년대에 비

로소 실용화되었다. FAO/IAEA의 Mutant Varieties and Genetic Stock Database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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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gs.iaea.org/)에 따르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3,100 여 돌연변이 품종 중에서 약 3/4가 감마

선 조사에 의해 유발된 것들이다. 현재 작물의 육종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돌연변이원은 감마선

과 EMS이다.

그림 2.51. Mutation frequency of chlorophyll mutants. 최대의 돌연변이체

발생 효율을 나타내는 최적의 dose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음.

Yamaguchi et al. (2009) Breeding Science 59:169-177.

미생물 분야의 경우 유용한 특성을 개량하거나 고부가가치 대사물 혹은 단백질 산물의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체 정보와 대사 공학에 이르는 고도의 시스템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으

며, Error-prone PCR이나 DNA shuffling에 의해 유전자의 다양성을 증대시킨 라이브러리를 

작성하여 대용량 스크리닝을 통해 반복적으로 우수한 돌연변이체를 선별하는 directed

evolution,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고려한 돌연변이체 설계, 다양한 유전자 조작 기술, 합성 

oligonucleotide를 유전체에 동시 다발적으로 삽입하여 다양성을 유발하는 방법뿐 아니라 실험 

데이터와 in silico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세포내의 대사경로 최적화를 통해 목적 산물을 최대 

수율로 생산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방사선 또는 이온빔 조사를 통한 돌연변이 유발 방법은 기본적으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변이에 의존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적한 생명 자원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

려우나 적용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일단 조사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표준화된 프로세스

에 의해 대량의 시료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며, 유전체 정보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개량

하고자 목적하는 형질과 연관된 유전자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유용하다. 특히 일

반적인 유전자 조작 방법과 같이 유전체 상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같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

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진화 과정과 유사한 변이를 유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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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가속기는 하전 입자의 종류, 하전 입자를 가속하는 방법과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빔의 에너지와 전류 및 통제 용이성 등의 특성이 모두 다르면 응용 분야도 

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된다. 수십 MeV로 가속된 입자는 핵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돌연

변이 육종이나 의료용 동위원소의 제조에 쓰이며, 이온 주입기에서 발생하는 수십 keV의 입자

는 물질 속에 주입되어 주로 재료의 표면 개질이나 반도체 도핑에 쓰이지만 식물과 미생물의 

육종 및 유전자의 전달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기

존의 전자기파 방사선에 비하여 이온빔을 이용한 돌연변이체 제작에 따르는 장점은 다음과 같

음. 첫 번째, 돌연변이의 발생 비율이 높으며, 두 번째, 발생하는 돌연변이의 종류가 다양하며

(broad mutation spectrum) 따라서 신규 돌연변이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는 돌연변이의 발생 효율이 높은 것인데, 이는 빔 조사 후 생존 개체수에 대한 변이체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특성은 유용한 돌연변이체를 선별하기 위해 빔을 조사하고 선별 작업을 거쳐야 하는 

개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됨을 의미한다. 특정 돌연변이원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effectiveness와 efficiency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Effectiveness는 단위 선량 

당 발생하는 돌연변이로, efficiency는 개체의 손상에 대한 특정 유용 변이 발생의 비율로 정의

된다.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유용 돌연변이체를 발생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dose를 결정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함. 감마선을 이용한 식물의 돌연변이 육종에서는 40~60%의 생존률(survival rate)

혹은 M1 seedling에서 30~50%의 성장 감소가 일어나는 선량을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유

전적인 배경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보다 낮은 선량을 조사하기도 한다.

① 이온빔을 이용한 식물 자원의 개량 현황 및 전망 – 해외

방사선을 이용한 육종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물에 치중되어 있으며, 아직까지는 감

마선을 이용한 전통적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20여년 간 국

가 차원의 대규모 이온 가속 장치가 건립되어 오면서 다양한 종류의 이온빔을 이용한 식물 품

종 개량 성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 방사광을 포함하여 X-선, 감마선 

및 전자선 등을 이용한 방사선 이용 연구와는 별도로 1987년 방사선첨단이용연구계획이 수립

되어 재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첨단 연구를 위해 이온빔 이용기술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가 

세계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1991년 일본 원자력연구소(JAERI)의 이온빔 조사 연구 시설인 

Takasaki Ion Accelerators for Advanced Radiation Application(TIARA)가 설립되면서 이온빔

에 의한 작물의 품종개량 및 생물학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이온빔을 이용한 생명공

학 연구를 세계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이화학연구소(RIKEN) 등 여러 곳에 이온

빔 조사장치를 건립하여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질병 저항성 

쌀과 UB-V 내성 애기장대, 화웨 식물의 개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중국과학원 플라스마 연구소를 중심으로 20여년 전부터 이온 주입기에서 발생되

는 저에너지 이온빔을 이용한 유전자원 개량 연구를 진행하여 왔는데, 1994년 이래 이온빔을 

이용하여 21종 이상의 신품종을 확보하였으며 아미노산과 유기산, 항생제, 효소 등의 생산 능

력이 개선된 미생물 균주를 개발하였으며, 이외에도 이온빔을 이용한 식물 세포로의 유전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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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최근 세계 각국은 식량 및 유전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으며, 생물 다양

성의 감소와 품종 로열티 강화에 따른 국산 종자 및 유전 자원의 지적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1992년에는 생물 다양성의 가치,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1992년 리우에서 지구환경 선언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 자원의 보호를 강화하면서 종자 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제법으로 보장

받고자 하였고 국제사회가 ‘자원 주권’을 인정하면서 토종 자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밝히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② 국내의 가속기 활용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현황 및 전망

국내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암 치료 및 연구 목적의 입자 가속기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

며, 반도체 제조 공정의 불순물 도핑(doping) 공정에 쓰이는 100 keV급 이온 주입기는 생산 

라인에 이미 많은 수가 보급되어 있으나 그러나 생명공학 분야, 특히 식물 자원 및 미생물 자

원의 개량 및 육종 분야에 이온빔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부터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가동되기 시작한 50 MeV급 사이클로트론인 MC-50이 최초라 할 수 있다. 현재에는 MC-50 이

외에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등에 다수의 입자 가속기와 이온 주입기가 설치·운용되고 있다.

그림 2.52.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의 역사와 연구 추세.

국내의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연구는 주로 감마선을 이용한 식량 작물과 화훼, 원예 및 산

업소재용 식물 개량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0년대 이후 고품질·고기능성 특

수미 개발에 주력하여 10개 품종의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한 바 있는데,

최근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연구소에서 감마선을 조사하여 아미노

산의 총함량을 76% 높인 신품종 벼 골드아미 1호(GoldAmi-1)를 개발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원예용 식물의 개발에도 주력하여 농진청 바이오그린21 사업의 지원으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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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클로버, 잎무늬 변이 난 등 30여 종의 식물 품종을 개량하고 17건의 특허 출원과 13

건의 품종보호권 출원을 출원한 바 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토종 유전 자원의 수집과 체계적 관리 및 과학적 근

거 축적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신품종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방사선을 이용한 농작

물 품종개량에 대한 투자 확대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 육종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 및 유용 기능성 돌연변이 유전자원의 확

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정읍방사선연구소에 방사선육종연구센터를 2013년 완공

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이온빔을 이용한 국내의 생명자원 개량 연구는 MC-50 사이클로트론의 활용이 본격화되고 

2002년 출범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가속기 개발 및 빔 이용 연구과제가 시작되면

서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통한 생명공학 분야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대장균을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대량 생산 균주의 개발이다. 한국

원자력연구원 김인규박사팀에서는 대장균에 양성자빔을 조사하여 유기산 생성이 억제된 돌연

변이 균주를 얻은 다음,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olyhydroxybutyrate

(PHB)를 체내에 99.5% 이상 축적함과 동시에 autolysis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중간 분리 공정을 

제거하고 생산 단가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양성자 빔을 배추 종자에 조사함으로써 품종 개량 시간을 전통적인 육종 방식보다 

40% 가량 줄일 수 있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돌연변이 유전자원 70종을 이용하여 신품종 배

추를 개발하여 기업에 이전하였는데, 이는 양성자빔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농작물 품종 개량 

연구 성과이기도 하다. 한편 양성자사업단과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의 프론티어사업

간 협력 연구과제로서 양성자빔 조사와 장기간의 계대배양을 통한  adaptive evolution을 병용

하여 대장균의 부탄올 내성을 증진하고, 이로부터 확립된 돌연변이체의 유전체 해독을 실시하

여 양성자빔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3) 마이크로빔

기존의 방사선 기초 영향연구에서는 주로 생물학 실험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핵과 같은 

세포내 소기관 수준의 단위 표적체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생물체와 방사선의 반응에 대한 이

론적 해석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세 조사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이크로빔은 저

선량 조사에 따른 생명체의 영향을 연구하는 기본 설비가 될 수 있고, 유전물질(DNA)이 들어

있는 핵만을 직접적으로 타격함으로서 방사선의 돌연변이 유발 메카니즘을 직접적으로 연구하

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방사선 이용 첨단 연구에서 마이크로빔 세포조사 기술의 개발 연구가 시작되던 1986년 경,

독일의 중이온연구소와 미국의 PNL(현재의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PNNL)에

서는 이미 저에너지 마이크로빔의 개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진척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다.

JAERI에서는 고에너지 중이온 빔의 크기를 10-20 μm까지 축소하여 생물시료를 조사하는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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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조사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방사미세수술(radiomicrosurgery) 기술을 사용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함으로써 생물의 발생·분화나 형태 형성 과정을 해석하는데 응용하였다.

 

그림 2.53. 양성자빔을 이용한 국내 생명자원 개량 성과 사례. (A) A Crape myrtle

(Lagerstroemia indica) variety with a characteristic flame-like reddish

circumference around the leaf; (B) two varieties of Chinese cabbage,

(upper, with improved flavor; lower, with disease resistance); (C)

Escherichia coli strain producing a large amount of polyhydroxybutyrate

(left), which eventually leads to autolysis (right, wild type control); (D)

growth profile of 1-butanol-resistant Escherichia coli strain PKH5000

upon the addition of 0.9% (v/v) butanol (marked by the arrow); and

(E) mutational pattern identified using high-coverage sequencing of

PKH5000. Kor. J. Microbiol. 2010, 38:235에서 발췌.

단일이온 조사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JAERI와 미국 컬럼비아대학 및 영국 그레이 암연구소

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의 마이크로빔 조사 장치는 오직 양자와 헬륨이온만

을 발생시키지만 JAERI는 중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다. 양자를 세포핵에는 아무리 많이 조사해

도 치사 효과가 생기지 않음이 알려져 있었으나 JAERI의 장치를 사용하여 중이온의 효과를 연

구한 결과 고 LET의 아르곤이온 1개로도 세포치사 효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

서 단일 이온의 영향 해석은 저선량 조사에서 생물이 받는 영향이나 장기 유인 우주비행에서 

우주선의 위해 평가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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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환경

(1) 나노촉매

광촉매인 TiO2는 촉매반응을 통해 폐수처리 및 환경정화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TiO2 촉매반응은 자외선 영역에서 반응하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 그 활용에 한계가 있어 가

시광선 영역에서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가 연구되고 있다.

그림 2.54. TiO2의 광촉매 반응

TiO2에 질소이온빔 처리를 통해 흡수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밴드갭을 제어하여 장파장대

에도 빛의 흡수가 일어남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시광선 영역으로의 확장하

려는 이온빔 도핑기술이 연구되고 있고 이외에도 양성자빔을 통해 백금, 금 은 나노입자를 생

산하여 촉매제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Pb와 같은 무거운 희토류 원소 등의 도

핑을 통해 광촉매 스펙트럼을 변화시키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 미세 환경 분석

PIXE(Particle Induced X-ray Emission)분석은 고감도의 다원소 동시분석이 가능하고, 비파

괴분석, 비교적 분석시간이 짧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환경시료를 

다수 분석할 필요가 있는, 환경오염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

한 전처리로 단시간에 많은 원소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적인 변화추적이나 지역적인 

특성을 조사하는 환경모니터링에 최적화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이온빔을 마이크론 단

위로 집속하여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미소영역의 국소분석을 해서 보다 더 미세한 원소의 

분포도를 미크론 단위의 공간분해능으로도 가능하다.

대기 중의 미립자의 분석에 의해 대기 중의 부유입자의 기원과 발생기기를 특정하는 시도,

산업폐기물로부터의 누설이나 공장 등으로부터의 배수에 관련해서 토양이나 하천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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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는 상수도에의 영향을 조사하는 등의 PIEX응용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어있는 비소오염에 관해서는 사람의 모발, 손톱의 분석이 보고되면서 동시에 환경오염지표로

서 유망한 물고기의 이석(耳石), 송사리의 내부장기중의 미량원소를 측정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3) 유기 태양전지 

유기 태양전지의 장점은 저가이며, 굽힘성이 좋고, 경량소재인 장점이 있으나, 광활성 전구

체의 광흡수율 향상, 접합층의 Junction특성 향상, High carrier mobility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림 2.55. 유기태양전지 소자구조.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해 PPV, PTV와 같은 p형 반도체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으며, 유기물 나

노구조체를 형성하여 TiO2 분말에 양성자빔으로 조사하여 제조한 메조다공성 TiO2 나노구조체

를 형성하여 광흡수율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양성자빔을 이용하여 제

조한 금나노입자, 은나노입자를 활용하여 광증폭용 나노입자로서 활용하려는 시도가 되고 있다.

5. 중성자원

(1) 저에너지 중성자원

수십 mA의 높은 전류에 10 MeV 정도의 낮은 에너지 양성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중성자를 

발생시키는 장치들은 Be target 물질에서 일어나는 p-n 반응을 이용하여 중성자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발생된 중성자를 solid methane이나 물을 이용한 감속재를 사용하여 냉/열중성자를 에

너지를 낮추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래 그림은 낮은 에너지 중성자원으로 대표적인 미국 

Indiana Univ.의 Low Energy Neutron Source (LENS)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LENS의 경우 13 MeV 에너지와 25 mA의 전류에 1% beam duty인 경우, 약 1 cm의 Be

target에서 약 ~ 1013 n/cm2/pulse가 나오게 되어서 medium flux 중성자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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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미국 Indiana Univ.의 LENS의 개념도와 SANS장치 설치도.

이런 저에너지 중성자원은 전세계적으로 현재 미국 Indiana Univ.의 LENS가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고 최근 중국 Tsinghua Univ.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저에너지 중성자원인 Compact

Pulsed Hadron Source (CPHS) 프로젝트가 있다. 먼저 LENS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13

MeV에 25 mA의 낮은 에너지 양성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저에너지 중성자를 발생시키고 현재 

나노 영역의 물질구조를 연구하는 소각산란장치(SANS)를 설치되어 있으며, 편극중성자를 사용

하여 고체와 액체에서 correlation을 측정하는 SESAME (Spin Echo Scattering Angle

Measurement) 장치를 2009년에 건설하였다. CPHS의 경우에는 13 MeV 에너지에 50 mA의 전

류를 가지면서 50 Hz의 양성자 가속기를 사용하여 Be target을 사용함. 감속재로는 상온의 물

과 20 K의 CH4를 사용하여 냉중성자와 열중성자를 모두 발생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림 2.57 CPHS의 장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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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HS는 청화대에서 주로 응용물리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핵공학과에 해당하는 Dept.

Engineering Physics에서 건설하고 있으며, 이 시설을 건설하는 주체는 The Hadron

Application & Technology Center로서 총 3년의 기간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2014년에 끝나

고 SANS, 분말회절장치, Imaging 장치를 건설할 예정이며 총 건설예산은 약 100억원 정도이

다.

앞에서 언급한 두 기관의 중성자원은 모두 낮은 선속을 가지는 중성자원으로서 핵파쇄중성

자원인 미국 SNS, 일본 J-PARC, 영국 ISIS 보다 훨씬 낮은 반면 이런 저에너지 중성자원은 상

대적으로 건설이 용이하고 소규모 시설로서 운영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LENS의 경우 운영비가 2008년 기준으로 약 15 M$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이들 장

치는 양성자 가속기 기반의 중성자원과 장치를 개발하는 인력을 훈련하고 또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거나 개발하는데 매우 좋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중성자 산

란을 이용한 재료연구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우주/항공

(1) 우주항공부품 내방사선 평가 및 부품개발

전자 기술의 발달로 인공위성이 소형화되면서 고에너지 우주 입자에 의해 위성 전자부품이 

받는 영향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입자들은 마이크로 칩을 순간적 혹은 영구적으로 손

상시키며(single event effect 및 total dose effect) 또한 위성에 탑재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명

령을 변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 폭풍 기간에는 인공위성이 운행되는 우주 공간의 

전자와 양이온의 수와 에너지가 증가하여 그 속을 운행하는 인공위성에 대전(帶電)현상이 발생

하고 우주고에너지 입자환경의 주요 성분은 밴 알렌 띠(Van Allen belts)에 붙잡힌 양성자와 

전자들, 고 에너지 우주선 및 태양 플레어로부터 오는 양성자와 중이온으로 구성된다. 그림 

2.58은 지구 자기권 밖의 행성 간 공간에 존재하는 방사선 입자들의 에너지 분포로써, keV 미

만의 저 에너지 입자들은 대부분 태양풍에서 비롯되고, keV에서 MeV에 이르는 영역의 입자들

은 태양의 플레어가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의 고 에너지 입자들(solar energetic

particles)은 태양 플레어에 의해서 발생되며 특히 양성자 이벤트(proton event)라는 대규모 플

레어 현상이 주된 발생 원인이며, 심한 태양 양성자 이벤트 발생 시 인공위성의 메모리 소자 

SEU(single event upset)의 발생률은 3배에서 30배에 일어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림 2.59에

는 태양활동에 따른 태양고에너지입자 분출 빈도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나 있

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활동이 활발해 지면 그에 따라 태양고에너지입자 방출의 발

생빈도도 증가하고, 그 플러스도 동반상승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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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8. 우주공간상에서의 고에너지 입자들의 상대적인 에너지 분포.

그림 2.59. 태양활동과 태양고에너지입자 분출의 연관성.

은하 우주선(Galactic Cosmic Ray)의 경우 플럭스는 작지만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

어 차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LET(Linear Energy Transfer)로 주어지는 전달 에너지양도 

커서 우주 전자부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은하 우주선의 구성은 85%의 양성자와 14%

의 He 원자핵 및 1% 미만의 중핵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에너지는 핵자당 수 십 MeV

로부터 수 백 GeV에 이르는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지구의 고 에너지 방사선대는 그림 

4.40에서 보듯이 방사선대는 안쪽의 양성자 벨트와 바깥쪽의 전자 벨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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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0. 지구의 고 에너지 방사선 벨트.

방사선대 포획입자의 근원은 태양풍, 이온층, 및 은하 우주선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양풍 입

자의 대부분은 지구 자기권을 돌아 나가지만, 일부는 자기권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며, 이들 입

자는 자기권 꼬리 부분에 쌓여 있다가 자기권 교란 시 가속되어 방사선대로 분출된다. 이러한 

다양한 고에너지 입자들은 위성체의 구조물을 침투하여 전자소자에 치명적인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크게 고에너지 입자 하나가 전자회로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전하에 의해 회로의 

정보나 연산, 급격한 전류 증가 등의 일시적/영구적인 오류인 단일사건효과(그림 2.61 참조)나,

장기간에 걸친 이온화에 의해 발생한 전자, 정공의 축적으로 전자부품의 영구적인 성능저하 및 

수명단축을 발생시키는 총이온화방사선 효과(그림 2.62 참조)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2.61. 단일사건효과(Single Event Effect) 발생 메커니즘.



- 54 -

그림 2.62. 총방사선량 효과(Total Ionizing Dose Effect) 발생 메커니즘.

우주에서는 주로 전하를 띤 양성자나 중이온에 의해 방사선효과가 발생하지만, 항공기의 경

우 우주에 비해 약하기는 하지만 고에너지 우주입자가 대기권까지 침투할 수 있는 극지방이나 

저위도 지방이라 하더라도 대기권으로 침투한 고에너지 입자와 대기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

된 중성자에 의한 단일 사건효과가 발생하며, 우주와는 다르게 다수의 인명과 안전에 관계되므

로 많은 연구와 대비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2.63. 우리별 1, 2호를 통해 측정한 우주방사선 분포 및 이에 의한 반도체 소자 영향.

항공우주분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사선 효과를 평가하거나, 우주입자환경을 관측하기 위

한 검출기 개발 및 검보정 등에 대한 입자가속기 활용이 필요하며, 항공우주분야의 신소재 개

발(저중량 고강도 물질) 등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항공기나 우주비행체 내의 승무원들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휴대용 방사선 검출기 

등을 개발하는데 있어, 입자가속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별,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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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성, 다목적위성 시리즈를 통해 우주방사선 환경에 대한 측정실험(그림 4.43 참조)을 수행

한 바 있으나,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 소자나 내방사선 소자 개발 분야에서는 아직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주항공부품의 내방사선 평가는 감마선, 양성자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등을 이

용하여 수행한다. 총방사선량효과의 경우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이온 가속기를 대

신하여, 사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며, 다양한 소자의 종

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압, 전류, 및 주요 성능 지표에 대한 특성을 측정한다. (그림 

2.64 참조)

그림 2.64.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총방사선량 효과측정.

그림 2.65. 고에너지 우주입자에 의한 발생하는 단일사건효과의 구분.

고에너지 우주입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단일사건효과는 크게 일시적인 오류로 다양한 방

법에 의해 복구가 가능한 경우를 Soft Error로 분류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구가 안 되는 경

우는 Hard Error로 분류하는데 (그림 2.65 참조) 각각의 현상에 따라 테스트 방법이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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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실제로 이들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전자소자의 구조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

온화에 의한 전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전자부품의 동작에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SEFI(Single Event Functional Interrupt)의 경우 일반적인 SEU와는 달리 메모리 셀 자체에

서 발생하는 오류가 아니고, 메모리의 동작과 자료처리에 관련된 컨트롤 로직 위치에서 발생한 

오동작을 의미하고 SEL(Single Event Latch-up)은 CMOS 구조상에 존재하는 p-n-p-n 구조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전하의 채널 생성으로 싸이리스터와 같은 기생회로가 발생하면서 전류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으로, 전류를 강제적으로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복구가 불가능한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2.66. 양성자 빔을 이용한 우주부품 내방사선 특성 지상실험.

이러한 우주입자에 의한 우주부품의 오작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양성자 가속기와 중

이온 입자가속기를 이용하여 지상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림 2.66 참조) 우주부품 

내방사선 특성 실험에 의하여 그림 2.67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단일 사건 효과에 대한 

cross-section을 유도하게 되며, 이를 입사하는 고에너지 입자에 따른 fluence와 곱하면 주어진 

시간동안 발생하는 오작동 이벤트의 횟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67. 양성자 빔과 중이온 입자가속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Hynix 256 DRAM의 

cross-sec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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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와 중이온 입자는 오동작을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양성자의 경우 

spallation, 중이온의 경우 direct ionization), 두 종류의 입자가속기를 모두 이용하여 각각의 

cross-section을 유도해야 하며 양성자 빔의 경우 양성자 에너지 범위 0 ~ 200 MeV 사이에서 

대략 10 MeV 간격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중이온 입자가속기의 경우 입자의 종류에 따라 

LET(linear energy transfer)가 달라지므로 이온의 종류를 변경해 가면서 마찬가지로 LET의 값

이 0 ~ 100 MeV㎠/mg 사이에서 7 ~ 8 개의 LET를 선택하여 실험을 수행. 특히, 중이온의 경

우 빔의 에너지가 10 MeV/u 이하일 경우 진공 중에서 실험하게 된다.

우주부품은 일반 상업용 부품과 달리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에서 사용되고, 우주방사선

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각별한 품질관리와 부품 디자인 및 제작 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

한 점 때문에 일반 부품에 비해 10~100배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부가가치 

부품 산업은 기초과학기술이 발전한 미국, 유럽, 일본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국가를 중심으

로 발전해 왔다. 양성자 및 중이온 입자가속기, 방사선 동위원소 등 관련시설이 모두 갖춰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국내 반도체 제조 관련기업들도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 및 부품 개발 분

야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입자가속기의 활용분야 중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7. 반도체/정보통신

(1) 전력반도체

전력반도체 소자는 전력 장치에 사용되는 소자로서 일반적인 소자에 비하여 고내압, 대전류 

처리, 고속 동작이 특징이며 그 종류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사이리스터 등이 있으며 트랜지

스터는 BJT(bipolar junction transistor), power MOSFET(metal oxide silicon field effect

transistor),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로 분류된다. 양성자 주입 기술의 전력 반도

체 응용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① 주입되는 양성자의 에너지 전달에 의한 결정 

결함 생성으로 반도체 소자 내의 소수캐리어 수명 제어를 통하여 쌍극성 반도체 소자의 스위

칭 특성 개선, ② 실리콘 내에 주입된 수소가 결정 결함과 조합하여 도너로 작용하는 효과를 

이용하여 반도체 소자 내 특정 부위의 도펀트 농도 제어를 들 수 있다. 전력용 고속 다이오드

인 FRD(fast recovery diode)의 역방향 회복시간 (reverse recovery time)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수 캐리어의 수명 단축 기술이 필요하고 중금속의 도핑이나 전자 빔 조사법은 소자 전체에 

재결합 센터가 생성되어 캐리어 수명이 단축되는 uniform lifetime reduction (ULR) 기술이며 

순방향 저항 및 누설 전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양성자나 헬륨 이온 등을 입사하면 소자 내 특정 부위에만 결정 결함을 생성하여 local

lifetime control (LLC)이 가능하여 부작용을 최소로 하며 소자의 스위칭 특성을 향상시키게 되

고 헬륨 이온을 이용하는 경우 수소도너 발생하지 않으므로 도핑농도 불변, 따라서 항복전압의 

저하 가능성이 배제되나 주입 에너지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소자는 power MOSFET의 고속 동작 특성과 BJT의 

대전류 처리 특성을 조합한 구조의 소자로서 시장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 쌍극성 특성으로 

인하여 스위칭 속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소자 구조의 개선이나 소수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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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수명 단축을 위한 재결합 센터의 형성 기술이 필요하다. 웨이퍼 표면에 MOSFET 구조가 

존재하므로 소자의 전면에서 입자를 주입하는 경우 문턱 전압의 변화 등 소자 동작 특성의 변

화가 일어 날 수 있으므로 소자 후면에서 입자를 주입하는 기술도 이용된다.

그림 2.68. IGBT 소자의 단면과 전자 빔 및 양성자 주입 후 결정 결함 분포.

재결합 센터 형성에 의한 소수 캐리어 수명 제어 기술의 약점은 소수 캐리어 수명이 온도의 

함수이므로 온도가 증가하면 스위칭 손실이 증가하는 문제점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FS(field stop) IGBT가 개발되었다.

FS IGBT는 웨이퍼의 후면에 위치하는 홀 이미터와 드리프트 영역 사이에 n-type 전도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PT-IGBT에서 사용하는 n-type의 buffer layer 보다 낮은 도핑 농도이며 5족 

불순물의 도핑이나 에피 성장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양성자 주입에 의한 수소 도너의 생성 현상

을 이용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그림 2.69. 전자 및 양성자 주입에 의한 소자의 스위칭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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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노 반도체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실리콘 집적회로 소자의 축소에 물성적 한계가 예측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구조의 소자나 신재료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차세대 집적회

로 기술로 CNT(carbon nano tube), graphene, nano wire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전자

빔이나 이온 빔을 이용하여 소자의 동작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보고되고 있다. 나노 수준의 소

자를 구현하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으며 특히 전자소자의 동작 특성을 결정하

는 중요한 공정이 도핑이 나노 소자에서는 용이하지 않다. 실리콘 집적회로의 한계가 임박함에 

따라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되고 있으며 나노 와이어 소자를 로직 및 

메모리 소자로 사용하기 위한 가능성이 모색 중이다. 나노 구조의 소자는 도핑 농도 제어가 용

이하지 않으며 문턱전압 제어를 위하여 양성자 주입 기술의 활용이 보고된 바 있다. 문턱전압

은 게이트 유전체 내부에 존재하는 산화막 전하 및 계면 전하에 의존하고 양성자 등의 방사선

이 입사되면 산화막 전하 밀도 및 계면 전하 밀도가 높아지고 소자의 문턱전압의 변화 발생하

게 된다.

전자 빔이나 양성자빔을 조사하여 나노 소자의 표면 개질, 전도 특성 제어, 밴드 구조 변화 

등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3) 집적회로 소자

양성자 주입 기술은 전력반도체와 나노 반도체 이외의 집적회로 소자 분야에도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화합물 반도체소자에서 소자 분리를 위하여 양성자 주입 기술을 응용한 사

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수소 이온 주입에 의한 기판 분리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SOI(silicon

on insulator) 웨이퍼 제조기술로 사용되고 있고, 중수소 이온을 주입하여 MOSFET 소자의 신

뢰성을 향상시킨 연구 사례도 보고되어 있다.

화합물 반도체 소자 제조에서 소자간의 전기적 분리를 위하여 양성자 이온을 주입 결정 결

함의 생성으로 반 절연 특성을 얻고 소자 분리를 구현하게 된다. 수소 이온 주입에 의한 기판 

분리 기술은 SOI 웨이퍼 제조에는 이미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실리콘 이외 화합물반도

체나 석영 웨이퍼 등 절연 박막 등의 다양한 박막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SOI 웨이퍼 

제조는 프랑스 CEA-LETI/SOITEC에서 개발에 성공하여 상용화하였으며 현재 기술 수준은 300

mm 웨이퍼에 10 nm 실리콘 박막을 0.5 nm 오차로 양산하는 수준이다. 초고집적 실리콘 집적

회로에 적용하기 위한 박막형 SOI 이외 수 마이크론 수준의 후막형 실리콘 박막이나 GaAs,

GaN, SiC 등의 화합물 반도체 혹은 quartz 등의 절연체 박막 형성을 위하여 기판 분리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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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 SOITEC에서 개발된 SOI 제조 공정.

8. 동위원소

(1) 신종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미국에서 안정 동위원소와 방사성 동위원소의 평화적 이용은 1940년 이래 지속적인 확장을 

유지 해오고 있으며 초기 산업적 이용은 식품조사, 의료 공급품의 살균 및 다양한 다른 응용에 

사용으로 급진적으로 증가 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년 간 수백만 건의 방사성 핵종을 이용

한 검진과 수십만 건의 치료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관련 연구의 급진적 증가는 고급화된 응

용을 위한 새로운 연구용 동위원소들의 연구․개발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미국 경제에서 중

요한 요소이며, 동위원소의 사용과 관련되어 수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수백만 이상의 일자리

를 제공에 기여하였다. 국내의 경우도 핵의학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동위원소 

들이 연구․개발․활용 중에 있으며 특히 사이클로트론, PET과 관련된 부분이 비약적인 발전

을 이루고 있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이용 분야는 국민보건복지, 다양한 기초/응용과학, 산업 

분야 및 향후 국가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반기술로 전략적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동위원소의 생산 및 공급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감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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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동위원소 생산 시설의 공동 연구/개발/

활용을 통해 기초․핵심 원천기술을 확보 하며 이를 통해 국산 점유율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발전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방사성동위원소의 활용 분야는 아래 표 2.8과 같고, 원자로, 사이클로트론 및 고에너지 선형 

가속기에서 생산 가능하다.

표 2.8. 방사성동위원소 및 활용 분야

분야 활용 동위원소

국민보건복지
- 의료 
- 약학 

Lu-177, Sc-47, Cs-131, Y-90, Re-186,

Re-188, Tc-99m, I-131, Ir-192, Sn-117m,

Y-86, Cu-67, I-125, C-14, I-123, I-124,

Pd-103, Tc-99m, Tc-94m, Ge-68, Zn-62,

Cu-64, Cu-67, Sr-82 등

기초/

응용과학

- 생명공학
- 핵물리학
- 우주과학 
- 연대학, 지질학, 환경공학

P-32/33, S-35, I-125, C-14, Co-57, In-111

등

산업 
- 추적자 기술
- 검․교정용 소스

Na-22, Mn-54 등

국가안보
- 핵물질 검출
- 핵연료 농축 측정 

Cd-109, Cf-252 등

국내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생산이 가능한 1기의 연구용 원자로가 있으며 37기

의 사이클로트론이 운영 중이다. (방사성동위원소 협회 자료 ; 2011)

현재 세계적으로 암진단 및 의약품 개발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PET용 방사성동위원

소는 F-18, C-11, O-15과 N-13으로 20 MeV 이하의 소형 가속기로 생산하고 있으며 반감기가 

매우 짧아 각 병원의 PET center에서 직접 생산하며 Tl-201, I-123 등 단일광자 방출 방사성동

위원소는 대개 30 MeV 가속기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회사들에 의하여 생산 

공급되고 있다.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사이클로트론은 최대 에너지가 50

MeV이며 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가속장치로는 100 MeV 선형 양성자가속장치가 유일하

며, 2012년 완공되어 2013년 하반기부터 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I-123은 갑상선 및 종양의 진단에 이용되는 매우 중요한 진단용 동위원소이나 국내 생산량

이 많지 않아서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실정이고 I-124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요오드 동위원

소로서 I-123을 대신하여 PET에 활용 가능하며 향후 바이오시밀러 테스트 및 갑상선암 임상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I-125, C-14, Co-57, In-111 등의 동위원소는 생명공학 기술 및 방사화학 

기술과 접목 되어 연구/개발용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위원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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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국내 사이클로트론 운영 현황

지역 허가구분 전압 단위 전류 단위 수량 제작사(국가) 모델명

제주 생산설비 12 MeV 60 ㎂ 1 Sumitomo(일본) HM-12

대구 생산설비 9.6 MeV 50 ㎂ 1 GE(미국) MiniTrace

인천 생산설비 11 MeV 120 ㎂ 1 Siemens(독일) HM-12S

경기 생산설비 11 MeV 80 ㎂ 1 Siemens(미국) HP eclipse

대전 생산설비 13 MeV 100 ㎂ 1 삼영유니텍(한국) KOTRON-13

서울 생산설비 11 MeV 60 ㎂ 1 Siemens(독일) RDS111

서울 생산설비 11 MeV 120 ㎂ 1 Siemens(독일) RDS eclipse

대구 생산설비 11 MeV 60 ㎂ 1 Siemens(독일) RDS eclipse

부산 생산설비 13 MeV 100 ㎂ 1 삼영유니텍(한국) KOTRON-13

경기 생산설비 13 MeV 100 ㎂ 1 삼영유니텍(한국) KOTRON-13

대전 생산설비 12 MeV 60 ㎂ 1 Sumitomo(일본) HM 12

인천 생산설비 12 MeV 60 ㎂ 1 Sumitomo(일본) HM 12

서울 생산설비 16 MeV 160 ㎂ 1 Sumitomo(일본) CYPRIS 235

강원 생산설비 13 MeV 50 ㎂ 1 삼영유니텍(한국) KIRAMS-13

부산 생산설비 13 MeV 50 ㎂ 1 원자력의학원(한국) KIRAMS-13

경기 생산설비 13 MeV 50 ㎂ 1 삼영유니텍(한국) KIRAMS-13

서울 생산설비 13 MeV 100 ㎂ 1 삼영유니텍(한국) KOTRON-13

전북 생산설비 13 MeV 50 ㎂ 1 삼영유니텍(한국) KIRAMS-13

제주 생산설비 13 MeV 50 ㎂ 1 삼영유니텍(한국) KIRAM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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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허가구분 전압 단위 전류 단위 수량 제작사(국가) 모델명

광주 생산설비 13 MeV 50 ㎂ 1 원자력의학원(한국) KIRAMS-13

서울 생산설비 13 MeV 50 ㎂ 1 원자력의학원(한국) KIRAMS-13

대구 RI생산허가 13 MeV 50 ㎂ 1 원자력의학원(한국) KIRAMS-13

서울 생산설비 16.5 MeV 80 ㎂ 1 GE(미국) PETrace

서울 생산설비 16.5 MeV 80 ㎂ 1 GE(미국) PETrace

서울 생산설비 16.5 MeV 80 ㎂ 1 GE(미국) PETrace

서울 생산설비 16.5 MeV 80 ㎂ 1 GE(미국) PETrace

부산 생산설비 16.5 MeV 80 ㎂ 1 GE(미국) PETrace

전남 생산설비 16.5 MeV 80 ㎂ 1 GE(미국) PETrace

서울 생산설비 18 MeV 80 ㎂ 1 IBA(벨기에) Cyclone 18/9

대전 생산설비 18 MeV 160 ㎂ 1 D.V.E MGC-20

부산 생산설비 18 MeV 80 ㎂ 1 IBA(벨기에) Cyclone 18/9

서울 생산설비 18 MeV 160 ㎂ 1 D.V.E MGC-20

서울 생산설비 18 MeV 80 ㎂ 1 IBA(벨기에) Cyclone 18/9

경기 생산설비 18 MeV 160 ㎂ 1 D.V.E MGC-20

전남 RI생산허가 18 MeV 160 ㎂ 1
SCANDITRONIX

(스웨덴)
MC-50

서울 생산설비 30 MeV 400 ㎂ 1 IBA(벨기에) Cyclone 30

서울 생산설비 50 MeV 60 ㎂ 1
SCANDITRONIX

(스웨덴)
MC-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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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177, Sc-47, Cu-67 등의 동위원소는 치료와 진단에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위원소이며 Pd-103, I-125, Cs-131 동위원소는 미국, 영국 및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많이 발

생되는 질병인 전립선암의 근접 치료에 주로 이용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의료기술의 발달

에 따른 수명연장 및 생활습관의 서구화에 따른 전립선암 발생율이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Y-90은 비호지킨스 림프종의 방사성면역치료제로 Zevalin(Y-90 표지 면역치료제)이 미국 

FDA로부터 승인 획득하였고, 이후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질환 표적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더불어 Y-90을 이용한 치료기구

(medical device) 개발이 차세대 기술로서 시도되고 있다.

핵의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원자로/사이클로트론/선형가속기 등에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

한 방사성동위원소 발생장치 (generator system)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의미가 있으며 세계적

으로 68Ge/68Ga, 62Zn/62Cu, 82Sr/82Rb, 188W/188Re 등이 연구용으로 많이 이용 된다. 방사성의약

품과 BT기술이 융합하여 난치성 질환 진단 영상 기술 및 신약 평가 기술에 응용되고 있으며 

방사면역 치료로 종양의 맞춤 치료가 산업화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Tc-99m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의 가동 중단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대체 동위원소 개발 및 대체 

생산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캐나다의 초크 리버 원자로의 정지, 네덜란드의 원자로의 

수리 및 프랑스, 남아공, 벨기에 원자로의 노후로 인한 Tc-99m의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 세계적

으로 문제가 발생 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국내에서도 문제 발생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북한 및 이란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핵물질과 관련한 우려

가 높아지고 있어 원료 물질인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분리/농축/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측정,

분석 할 수 있는 장비 및 이에 필요한 동위원소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하는 추세이다. 따라

서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비하고 국민 보건복지 증진, 과학기술 발전, 국가 안보와 관련된 동

위원소 관련 기술을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입의

존도가 높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방사성동위원소를 시작으로 국내 수요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 국립 암센터(NCI)에서는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핵영상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

다. 위에 언급된 동위원소 중 Sr-82, Ge-68, Na-22 및 Cu-67 등과 같은 동위원소는 의료 분야 

및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핵종이나 저에너지 가속기로는 충분한 양

을 확보할 수 없으며 소형가속기나 원자로로 생산이 힘든 핵종은 100MeV 이상의 고에너지 대

형 가속기의 핵파쇄 반응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100MeV 이상의 고에너지 양성자빔 발생이 가능한 양성자가속기의 보유기관

은 그리 많지 않으며, 따라서 동위원소 생산에 이용하고 있는 기관의 수도 제한적이다. 미국은 

미국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 주관으로 Isotope program을 운영 중에 있으며 

LANL (LosAlamos National Lab.), BNL (Brookhaven National Lab.), PNNL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 ORNL(Oak Ridge National Lab.) 등의 국립 연구소와 캐나다의 

MDS Nordion 社, 러시아의 INR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연구소 등이 동위원소의 생

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 유럽 국가에서는 가속 에너지가 수 MeV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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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 GeV에 이르는 다양한 가속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고전적 방법의 동위원소 

생산 기술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이들 연구소에서는 장․단 반감기의 원자로 핵종부터 가

속기 핵종 그리고 핵분열 생성물에 이르는 다양한 의료용․산업용 동위원소를 생산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들 동위원소를 판매․공급하고 있고 방사화된 부 생성물의 처리도 대리해 

주고 있으며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동위원소의 분리 및 동위원소 생산시 표적물질로서 부

가 가치가 높은 농축동위원소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100 MeV 선형가속기를 

이용하면 위 동위원소의 충분한 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stacked target을 이용하면 넓은 

범위 (10MeV~100 MeV) 의 양성자빔을 이용해 보다 다양한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

다.

고에너지 대전류 양성자빔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서는 국내 동위원소 생산시설 보

유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동위원소 분리, 정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과 고효율 표적의 개

발, 표적수송장치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의 DOE에서는 Los Alamos 의 LANSCE

(Los Alamos Neutron Science Center) accelerator facility에 100 MeV의 양성자 조사 시설을 

새롭게 갖추고 동위원소 생산 시설 (IPF, isotope production facility)을 2004년부터 운영 중이

며 이 100 MeV IPF에서는 평균전류 250 μA의 양성자 빔을 인출하여 높은 순도의 의료용, 산

업용 동위원소와 연구용 동위원소의 생산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높은 빔 에너지와 전류에 견

딜 수 있는 표적장치에 관한 연구도 수행 중에 있다.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 필요한 빔의 규격

은 아래 표 2.10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동위원소에 따라 90~70 / 65~45 / 30~10 MeV 정도로 

나뉠 수 있으며 30~10 MeV 영역은 일반적인 사이클로트론으로도 상보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표 2.10. IPF(LANL)의 동위원소 생산계획

Isotope
Target

Material
Half
Life

TTY
(μCi/μAh)

Production
Quantities

Energy Slot Occupation (%)

90-70
MeV

65-45
MeV

30-10
MeV

Sr-82 RbCl 25.5 d 230, 130 2.5 Ci every 4 weeks 7.1% 14.3% -

Ge-68 Ga 270 d 32 1.8 Ci every 4 weeks - - 84.7%

Cu-67 Zn 2.6 d 115 0.5 Ci every 2 weeks - 14.3% -

Re-186 W-186 3.2 d 50 0.25 Ci every 2 weeks - - 14.3%

V-48 Cr 16 d 1100 6 Ci every 4 weeks 7.1% - -

Zr-88 Nb 80.3 d 171 2.7 Ci every 4 weeks 14.3% - -

Na-22 Mg 83.4 d 235 1.4 Ci every 4 weeks - 71.4% -

As-73 Ge 2.7 y 24 1 Ci per year - - 1%

Si-32 NaCl 172 y 0.0003 160 μCi per year 71.4% - -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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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1.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시설.

그림 2.72.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용 핫셀

그림 2.73.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용 표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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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carrier

Steel

Proton Beam

그림 2.74. IPF의 표적 조사 시설과 중성자 차폐 시설.

 

그림 2.75. IPF의 3중 다중 표적.

그림 2.76. IPF 다중표적을 이용한 4 주간의 조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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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7. LANSCE IPF 와 작업용 핫셀.

9. 원자력

(1) 원자력 재료 시험

핵연료 제조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을 성형 가공하여 지르코늄 합금 튜브에 넣고 양쪽 

끝을 용접하여 밀봉한 후 이러한 봉을 다발로 조립하여 완성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핵연료 피

복재의 내부식, 내열성, 내마모도 향상을 위해 기존 재료의 분석과 재료 향상연구에 양성자 등

의 이온 입자를 사용한다.

- 핵연료 재료의 중성자 조사에 의한 핵연료 재료 열화를 모사하기 위한 양성자 조사

(Proton irradiation to simulate neutron-induced nuclear fuel material degradations)

* 연구에 사용될 소재: Zirlo, HANA 등 Zr 합금 핵연료 피복관, 세라믹 섬유 강화 복합재료 

(SiC-reinforced composite materials).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들과 이에 연관되는 부수적인 장치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인 부품의 성능평가와 기존의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운 재료반응 부분에서 양성자 또는 양성자

에 의해 발생하는 중성자를 이용하여 진일보된 평가 방법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In-situ neutron radiography investigations of hydrogen diffusion and absorption in

zirconium alloys

* 연료봉이 과열 시 원자로심으로 물을 재공급하여 사고 종결과정에서 증기발생에 따른 fuel

cladding이 발열반응으로 인한 산화 발생.

* → 수소기체는 metallic zirconium으로 흡수

* Ex-situ 는 샘플을 annealing하여 실험실크기로  수소 농도 확인 가능

* In-situ neutron radiography investigation으로 에서의 수소확산 파악 가능

* 증기로 산화된 수소화물 측정연구    

- Neutron radiography on tubular flow reactor for hydrothermal synthesis: In situ

monitoring of mixing behavior of supercritical water and room-temperature water

* 중성자는 수소원자에 의해 산란되고 Fe, Cr, Ni과 같은 무거운 원소에 대해 투과성이 높음

* neutron radiography를 통해 스테인레스 원자로 안에서의 물의 밀도차이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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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tron radiography를 통해 tubular flow에서 초임계 수열합성기와 초임계 물과 상온의 

물이 섞이는 과정을 파악 가능

* 현재 유사 실험은 1MW로 운전되는 Kyoto University Reactor에서 수행

* 이미지를 통해 초임계상태의 물과 상온의 물이 합쳐지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며 

nano입자에 대한 가시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Wavelength dependent neutron transmission and radiography investigations of the

temperature behavior of materials applied in nuclear fuel and control rod claddings

* neutron radiography 실험을 통해 샘플의 chemical composition과 다양한 물질들의 분포 

확인 가능

* Zr-4 가이드 튜브와 스테인레스 클래딩 사이에서의 공정반응으로 인한 local melting과 

leak formation을 찾는데 어려움은 존재하나 가능성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 가치 확보

- Neutron imaging of Zr-1% Nb fuel cladding material containing hydrogen

* cladding 재료로  Zr-2, Zr-4가 사용되고 있으나 완전한 특성 파악인 진행중 

* neutron radiography는 hydrogen distribution을 분석해내는데 중요한 역할가능.

10. 기초과학

(1) 양성자빔 조사 후 분자 구조 변화 연구 

고에너지 하전입자 및 방사선 조사를 통한 기능성 복합체의 물성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

한 물성분석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나노튜브의 수소저장과 탄소구조체의 자성유발 

및 양성자 전도체의 전도도 향상과 상전이 변화 등 기능성 복합재료의 물성 개선과 응용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수준에서 관련된 기작을 설명하기 위해 분광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또한 우주선 방사와 같은 초극한 환경에서의 기능성 복합재료 및 방사

선 조사에 의한 생체 물질에 대한 물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노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의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우주방사선의 효과에 대한 연구 

및 방사선 조사에 의한 생체단백질(DNA, 효소단백질, 생체 지질막 등)의 물성에 대한 연구가 

자기공명 방법을 비롯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기초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수소결합형 

물질에 대한 양성자 조사효과: 수소결합 시스템에 대한 양성자 조사 등 이온빔 조사는 수소결

합을 변형시킬 수 있고 수소의 운동성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수소결합형 양성자 전도물질은 수

소결합 거리와 양성자 전도도가 관련이 있으며 수소의 결함은 수소결합 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성자 전도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온빔 조사에 의해 수소결합 거리 및 양성

자전도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기초 및 응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KH2PO4(KDP)의 양성자 전도도 변화 연구: 중성자 산란 실험과 고해상도 NMR 실험을 통해 

양성자 조사에 의해 산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냈으며 이로 인해 

양성자 전도의 변화가 일어나며 양성자가 hopping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온도실험을 통해 연구하였다. 최근의 연구에 의해 양성자를 조사한 KDP 물질이 수소결합 길

이가 증가하면서 양성자 전도도가 향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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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H2PO4(LDP)의 높은 전기 전도도 특성이 두 개의 수소결합 중에서 긴 수소결합의 양성자 운

동에 의한 것임을 보였다.

MEH-PPV 기능성 고분자에 대하여 양성자 조사에 의한 발광 특성 변화: 작은 에너지의 많

은 양의 양성자를 조사하였을 때, 발광 특성이 현저하게 나빠지는 것을 알아냈음. 발광 특성의 

감소는 양성자 조사에 의한 체인의 절단과 형태의 변형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탄소구조체의 양성자 조사에 의한 자성연구: 여러 형태의 탄소물질에서 발견된 상온 강자성

은 수십 년간 추구되어 오던 비금속 경원소 자석의 발견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자석 소재의 발견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금속 경원소 자석의 형성과정과 원리는 현재

의 과학기술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이온빔 조사방법에 의한 자석의 제작은 

차세대 기술로 촉망받는 이온빔 리소그라피 기술과 결합하여 초경량 자기기록매체 제작 기술

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양성자 조사에 의한 Graphite의 강자성 원리 규명: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망간산화물

에서 나타나는 거대자기저항(colossal magnetoresistance, CMR)의 경우에는 돌아다니는 스핀들

이 매개하는 이중교환(double exchange)이 강자성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믿어지고 있으나 반

면에 전자상자성 공명 연구로 양성자 조사로 흑연에 유도되는 강자성의 경우에는 매개되지 않

는 국소화 스핀들 간의 고전적인 "Heisenberg 상호작용"이 그 원인임을 밝혔졌음.

Graphite에 양성자 조사로 인해 생기는 탄소구조체의 결함으로 절연성 자기구역에 의해 둘

러싸여 있는 metallic island가 생기는 것을 연구하여 양성자 조사된 탄소구조체 안에 세가지 

전기 자기적 구역이 생기는 상 분리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양성자 등 이온빔 조사를 통한 수소결합 제어를 통해 우수한 양성자 전도물질 개발을 기대

할 있으며, 수소결합형 양성자 전도물질에 대한 이온 빔 조사효과의 체계적 연구는 기초 및 응

용의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소결합 길이의 변화가 수소의 활성화 에너지와 양성자 전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

이는 연구는  양성자 전도도가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많이 관측되고 있음을 볼 때 생명과학 분

야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양성자 빔 활용분야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나노크기의 문양 인쇄 혹은 탄소나노튜브 자석 등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탄소물질이 자석

이 되는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재는 몇몇 탄소물질이 자석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

져 있을 뿐 원리적인 기반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전자상자성 공명 연구에 의한 자성 

원리에 대한 연구 결과는 기술적 응용과 순수 이론사이의 커다란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실증적

인 분석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탄소자석을 응용한 초경량 자기기록매체는 항공우주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서 획기적인 진

보를 기대하게 한다. 초경량 자기기록매체를 탑재한 각종 전자기기는 항공우주 산업에서 막대

한 비용절감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도 무게의 감소는 획기적인 변

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탄소나노튜브 자석과 같은 나노크기의 자석은 인체 내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나노크기의 치료기구로서 막대한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온빔에 조사된 여러 형태의 탄소물질에서 상온 강자성이 보고되었고, 마이크로 크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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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빔 조사기술도 이미 산업화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 따라서 초정밀 초경량의 탄소 자기

기록매체의 등장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닐 것이다. 현대 산업이 요구하는 나노과학기술에 부응하

기위해서는 탄소자석의 원리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를 확립하기 위한 세계적인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연구용으로 쓰이고 있는 HOPG (highly oriented

pyrolytic graphite)의 가격이 몇 년 사이에 50 % 가량 상승했는데 이는 우연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핵과학분야 

방사선 계측기술은 핵의학, 방사선 치료기술, 원자력 및 산업 분야의 방사선 계측 기술 등 

다양한 핵과학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원자력은 197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계측 기술은 원자력을 제어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원천 기

술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선 계측 기술은 핵물리학 실험의 계측 기술에 그 기

반을 두고 있지만, 반도체 검출기, 형광 및 섬광 물질 등 다양한 검출기 재료는 첨단 고체물리

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방사선 미세신호처리 기술과 초

고속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은 첨단 전자공학 및 컴퓨터 공학 기술에 그 기반을 두고 있어 

방사선물리학은 기초학문인 동시에 다양한 분야 기술이 융합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방사선 안전 

최근 첨단 방사선 계측 기반기술이 기초학문으로 적용되는 주요 분야는 양성자, 중성자, 중

이온 등 다양한 입자선 치료 기술 개발, 입자선 치료의 안전과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치료빔 

선량을 정밀 평가하는 기술, 빔이 유발하는 감마선을 측정하여 치료빔을 모니터링하는 방사선 

기술 등이 있다. 100 MeV 양성자빔은 양성자 치료 관련 다양한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사

선 의료기술 개발에 활용하는데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BNCT (Boron Neutron Capture Therapy)

BNCT는 베릴륨 타깃과 고속중성자 감속시설과 열중성자 치료빔 시설을 마련하여 보론 화

합물을 이용한 종양치료 활용하는 분야로 특히 말기 뇌종양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십 MeV수준의 대전류 양성자빔이 가장 적합하다. 중성자 제어에 어려움이 있고 적

용되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향후 악성 뇌종양 치료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

다.

- 양성자 핵반응 발생 이차입자 활용 진단

양성자는 수십 MeV 에너지 범위에서 핵반응단면적이 가장 크다. 100 MeV의 양성자빔을 종

양에 조사할 때 종양 부위에서 수십 MeV까지 적절히 감속되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와 동시에 

핵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감마선과 같은 이차입자를 측정함으로써 암치료 효과를 추적할 수 있

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성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

는 특정 질환에 관련된 표지화합물을 개발함으로써 치료와 동시에 치료 효과를 진단할 수 있

는 연구는 입자선치료의 정밀도를 높이는 첨단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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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 치료빔 선량 평가 기술

양성자, 중성자, 중이온 등 입자선 치료빔이 치료부위에 발생하는 선량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기술은 환자에 가장 적합한 치료빔을 설계하고 검증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다. 수 nA, 100

MeV 수준의 양성자빔은 치료빔이 유발하는 선량 분포를 삼차원적으로 검증하는 기술을 개발

하는데 적합하다. 지금까지 기존의 소형 이온 계수기와 물을 팬텀으로 활용하여 양성자 빔 선

량을 시뮬레이션하여 검증하였으나, 보다 효과적인 빠르게 진동하는 raster scan이나 pixel 빔

과 같은 동적 치료빔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동적 치료빔을 효과적으로 측정 검증

하기 위해서 선량검출장치 자체가 치료부위(planned treatment volume; PTV)와 동등한 팬텀 

역할을 하여 조사되는 치료빔을 실시간으로 삼차원적으로 측정하는 기능을 갖는 다중겹 섬광

섬유나 기체검출기로 구성하고 수 ms 단위로 선량 데이터를 도출하여 치료빔을 분석할 수 있

는 기능이 요구된다. 입자선 치료빔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은 향후 입자선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연구로 인식되고 있다.

- 입자선 PET 카메라

양전자단층촬영기술(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을 이용하여 입자선 치료시 핵반응

에 의해 발생하는 양전자 소멸 511 keV 두 감마선을 동시계수함으로써 치료부위 내에서의 치

료빔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양성자는 PTV 내에서 

Bragg peak 위치에 가까워짐에 따라 수십 MeV까지 감속되고 특히 치료빔을 Spread-Out

Bragg Peak(SOBP) 형태로 가공하여 특정 환자의 종양 치료에 적합하도록 조사할 때 양전자 

소멸 감마선 쌍이 종양 부위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할 수 있다. 기존에 정립된 PET

기술과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PET 장치를 활용하여 다양한 임상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즉발감마선 치료빔 측정 기술

단일감마선촬영기술(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r tomography; SPECT) 또는 컴프턴 카

메라(Compton camera) 기술을 적용하여 입자선 치료시 발생하는 즉발감마선(prompt gamma

rays)를 측정함으로써 치료빔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

입자선 PET 카메라와 달리 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PECT는 인체에 생화학적 

추적자인 표지화합물을 환자에 주사하여 표지화합물에 포함된 방사선 동위원소가 붕괴할 때 

발생하는 감마선을 영상화함으로써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위를 파악하거나 그 부위에서 약물

의 생리학적 변화를 추적하는 분자영상의학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컴프턴 카메라는 방사

선 동위원소로부터 발생하는 감마선을 컴프턴 산란을 통해 궤적을 추적하는 기술로서 SPECT

에 비해 보다 한 단계 진보된 감마선 영상화 기술이며 컴프턴 카메라는 SPECT에 비해 감마선 

추적효율이 좋은 장점을 갖는 반면에 영상 기법(computerized tomography)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즉발감마선을 측정하여 입자선 치료빔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방사선 치료의 안

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향후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 및 위치 분

해능이 매우 높은 반도체 검출기인 CdZT를 이용한 SPECT와 CdT 검출기를 활용한 컴프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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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높은 단가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무기섬광검출기

인 LaBr3:Ce가 정밀한 컴프턴 카메라를 개발하는데 좋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② 보안 검색

양성자 빔 유발 감마선과 중성자를 이용하여 분실 방사선 동위원소, 불법 핵물질, 및 폭발물 

탐색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ome land security 분야). 수십 

MeV 양성자빔을 타깃에 조사하여 발생한 즉발감마선과 중성자를 활용하여 정밀 컴프턴 카메

라 연구, 불법핵물질 및 폭발물 탐색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밀 컴프턴 카메라 기술 산업적 응용

최근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서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방사선 동위원소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체에서 비파괴검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감마선 방출 고

준위 동위원소를 분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컴프턴 카메라 기술

이 연구되고 있다. 컴프턴 산란을 방사선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목적의 컴프턴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검출효율과 에너지 분해능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널리 사용

해온 게르마늄 검출기는 비파괴검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137Cs의 662 keV 감마선에 대해서 

검출효율이 매우 낮고 높은 위치분해능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CdT와 CdZT를 활용

한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

- 폭발물 탐색 PGNAA

최근 중성자 유발 즉발감마선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폭발물과 같은 불법 반입물질을 탐지하

는 중성자 유발 즉발감마선 분석법(prompt gamma neutron activation analysis)이 개발되고 있

다. 지금까지 중성자원으로서 252Cf 동위원소가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장

치가 연구되고 있으나 즉발감마선 분석에 사용하기 에는 중성자 선속이 낮고 방향성이 없어 

집속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100 μA 수준의 50 MeV 양성자빔을 베릴륨 타깃에 조사할 경우 

1010 pps 수준의 고속중성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집속된 중성자 빔을 이용하여 핵물질과 폭

발물 탐색 장치 연구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불법 핵물질 탐색

핵확산 억제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fission 붕괴에 의해 고속중성자를 방출

하는 우라늄, 플루토늄 핵물질 반입을 탐색하는 중성자 카메라(neutron camera) 기술이 연구되

고 있다. 중성자 카메라 기술은 수소원자가 많이 포함된 플라스틱검출기 또는 액체섬광검출기

를 기본 검출기로 사용하는 중성자 추적 기술이며 np 탄성산란을 이용하여 중성자 궤적을 추

적한다는 점에서 감마선 궤적을 추적하는 컴프턴 카메라와 유사하다. 양성자 빔 유도 중성자 

빔을 사용하여 핵물질 탐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 핵물리

(1) 입자, 핵 및 방사선 검출기 테스트

고에너지물리학의 주된 연구 목표로는 새로운 입자존재 규명과 표준모형의 정밀 검증, 우주

의 기원에 관한 연구들이 있고, 핵물리학은 원자핵에서부터 초기우주, 소립자의 세계까지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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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걸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의 근본 이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물리는 원자핵과 원자핵을 이루는 핵자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이런 근본입자를 통해 이

해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규명하기위해서 현재까지는 가장 높은 에너지

에서의 실험인 유럽입자물리공동연구소 (CERN)의 14.0 TeV 양성자-양성자 충돌 가속기를 이

용한 LHC (Large Hardron Collider)에서 CMS, ATLAS, ALICE 및 LHCb 실험이 있고, 전자-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으로 일본 KEK의 Belle실험, 미국의 CLEO실험, 중국의 BES실험 

등이 있다.

쿼크 글루온 플라즈마 연구를 위한 중입자 실험으로는 미국의 브룩헤븐 연구소의 RHIC 가

속기를 이용한 실험으로 PHENIX, STAR, BRAHMS 및 PHOBOS 실험이 있으며, 미국의 제퍼

슨 가속기 연구소에 고에너지 전자를 이용한 핵실험이 있다.

핵의 구조, 대칭성 및 희귀핵 연구를 위하여 양성자 및 희귀 핵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 유

럽 및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고에너지 천체물리 연구를 위하여, 깊은 지

하실험, 대면적 지상실험 및 기구, 인공위성 및 우주정거장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이 있다.

국내 연구진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고에너지 및 핵물리, 고에너지 천체물리 실험

에 참여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음.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검출기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국내에서 다양한 검출기를 개발하여 실험에 사용하고 있고, 방사선 및 

의료영상 장비용으로 다양한 검출기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개발한 검출기의 성능 테스

트 및 방사선 내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국내 빔 이용시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는 검출기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주요 기관은 원자력의학원으로 50 MeV까지 양성자빔을 

사용할 수 있다.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의 100MeV 선형 양성자가속기를 사용하면 양성자 빔에

너지를 100 MeV까지 에너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검출기 테스트에 가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의 대학, 연구소등에서 검출기를 개발할 때 검출기 성능 테스트는 필수 조건이

고, 방사선 환경에 노출될 때 방사선 내성 테스트가 필수이다.

성능이 향상된 검출기, 또는 새로운 검출기 개발은 해당된 분야에서 새로운 물리현상을 발

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핵, 입자, 고에너지 천체물리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연구

진은 다양한 검출기 개발을 해왔고, 새로운 검출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검출, 의료영상 및 핵물질 탐지를 위하여 개발되는 검출기는 많은 시장성에 대한 전망을 가지

고 있다. 이렇게 개발되는 검출기의 성능테스트 및 방사선 내성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를 위하여서는 다양한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 시설이 필요하다.

(2) 핵물리 실험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원자핵과 원자핵을 이루는 핵자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핵물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핵의 구조, 대칭성 및 희귀핵 연구를 위하여 양성자 및 희귀 핵이

온을 이용하여 미국, 일본, 유럽에서 양성자 및 중이온 가속기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고전류 및 20, 100 MeV의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하여 

핵물리, 입자물리 및 천체핵물리 등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앞으로 건설될 중이온가

속기의 전신 실험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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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를 이용한 핵물리 연구는 TRIUMP, PSI, Tohoku 대학 및 인디에나 대학 등에서 

Cyclotron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음. 국내에 건설된 양성자 시설을 이용하여, 이 분야의 

심화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다른 실험 시설보다 우수한 펄스 빔 및 고 전류의 특성을 이용

하여 희귀핵 반응 또는 붕괴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독창적인 물리 연구를 할 수 있으

리라 기대된다.

100MeV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해 가능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핵 반응 연구 

다양한 핵타켓을 이용한 양성자-핵 반응 연구 : 총 반응 산란 단면적, 각 산란단면적,

exclusive 반응 단면적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방사화된 표적의 핵 붕괴에 의한 감마 

및 베타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  

1) Elastic scattering

2) Exclusive reaction :(p,p Ng), (p,Nn), (p,Nt) (p, Nt).. 등 (N =1,3)

3) Gamow-Teller (GT) strength : (p,n) 반응을 이용하여 다양한 핵종의 GT측정 

4) Polarization : 양성자 및 타겟을 편극화 시켜 다양한 핵의 스핀-아이소스핀 성질 연구

5) Exotic reaction

- 불안정 핵 붕괴 현상 연구  

다양한 타켓을 이용하여 생성된 불안정한 핵 붕괴 연구 : 양성자와 표적의 핵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불안정한 핵의 붕괴 현상을 감마, 베타 및 알파 분광법에 의하여 붕괴율, 에너지 측정 

연구로 핵 구조 이해.

- 희귀 핵반응 및 붕괴 현상 연구  

다양한 핵타켓을 이용하여 희귀 핵반응 및 희귀 붕괴 연구 : 고전류 및 펄스빔의 특성 이용

1) Double Gamow-Teller strength 반응 연구: Double beta decay, double electron capture

2) p p -> d e+ neutrino 등 연구

3) 희귀 Exotic 핵 생성 및 붕괴 현상 연구

4) 불안정한 핵 희귀 붕괴 모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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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이용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 3단계 이용자 프로그램 기획

(가) 2단계 성과분석 및 3단계 기획

빔 이용 분야의 2단계 성과 분석 및 3단계 기획을 통해 2단계에 수행되었던 세부과제들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분석도 함께 이루어졌다. 전문성

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3의 컨설팅 전문기관인 (주)날리지웍스에 기획연구용역을 의뢰해 수

행되었다. 최근의 연구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① 물리/기초과학/우주, ② 의학/생명공학/동위

원소, ③ 에너지/환경/국방, ④ 재료/나노/정보통신, ⑤ 장치응용의 5개 소분과로 기획위원회

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단계 세부과제 각각의 성과분석을 위해 과제현황분석을 토대로 세부과제에 대한 기술검토

와 경제/사회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기술검토는 기술환경 검토와 연구실적 분석으로 구성되며 

기술환경의 우호도와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실적은 세부과제 내용 및 성과에 

대해 용역팀의 개별 인터뷰 실시, 소분과별 기획위원의 기술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경제/사회성 검토는 기술에 대한 수요와 미래 예상매출액을 추정하여 과제의 추진타당성을 포

괄적으로 평가하였고, 용역팀이 이를 수행한 후 소분과별 기획위원의 검토를 거쳐 수행되었다.

이후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환경, 연구실적, 경제사회성에 대한 개별점수를 도출하고 이를 

상대 비교하여 세부과제 진행에 대한 권고사항을 도출하였다. 성과분석 항목 및 평가기준은 표 

3.1에 나열하였다.

점수화

현황진단

기술성 검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검토

• 외부 환경
• 내부 여건

목표도달 가능성
주요 실적
과제 관리

사회적 니즈
경제적 니즈

매출 예상

기술환경 개별 실적
사회경제적

니즈
예상 매출액

기술환경, 실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평
가/분석

권고사항

그림 3.1. 2단계 성과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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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성과분석 평가 영역별 평가 주안점

평가 영역 평가 주안점

기술환경

외부 환경

기술적 니즈
•기술적 니즈 
•양성자 가속기의 적합한 이용

경쟁/대체 기술 

대비 우위

•기술적 우수성
•가격경쟁력
•기술수명주기를 고려한 기술 실용화 정도

내적 조건

기술적 애로사항
•핵심 문제
•해결방법 유무

인프라 구축 여부
•관련 산업 구축 여부
•인력, 지식 구축 여부 

실적의 

우수성

핵심 실적
•목표 대비 달성
•SCI 논문 등 지적 재산권
•과제 관리

파급효과

•타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효과
•기술격차 완화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사회경제적 니즈
•사회적 니즈
•경제적 니즈

예상 매출 기여액 •2012년, 2020년의 예상 매출액

2단계 성과분석결과를 도표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3.2와 같다. 각 과제별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와 기술환경, 실적을 각각의 축으로 하여 표현하였다.

종료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종료

30

0

15.5

43.4 100

동위원소개발 (64,20, 75)

우주부품.(45,9, 72)생분해성플라스틱
(23,9, 51)

이온 컷 (50,17, 59)

양성자 세라피
(48,17, 61)

고속전력반도체 .   
(42,17, 61)

신품종(32,20,53)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술환경

지속 또는 획대

니치 마켓 탐색 및
전략적 위치 이동

61

실적

기술 이전, 민간 참여 등의
대안 마련

100

그림 3.2. 2단계 소과제별 성과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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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성과분석과 3단계 기획을 통해 표 3.2와 같이 2단계에 수행된 7개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는 별도의 세부과제화하여 추진하고 3개 과제는 종료, 나머지 3개 과제는 이용자프로그램

으로 흡수하여 추진함을 권고받았으며, 이용자 프로그램은 3단계에 확대하여 추진함을 권고받

았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자 프로그램의 3단계 기획에 반영하였다.

표 3.2. 2단계 성과분석에 따른 3단계 추진 방안

과 제 명
연구
기관

전문기관 권고사항 3단계 추진 계획 비고

고속스위칭 
전력반도체 

개발

위덕
대학교

- 기술환경 및 시장환경 매우 
우호적이며 수요증대도 예상됨

- R&D 내부여건 및 인프라도 
일정 부분 확보

- 사업단은 희망하는 기업으로의 
개발된 기술 이전 방안 고려 
가능 

- 개발 기술 활용해 대전력 전력 
반도체 생산 희망업체 주관으로 
실용화 과제 3단계 과제 추진

- 기업체의 개발 계획과 가속기 건설 
일정 등을 고려하여 3단계 3차년도 
착수

- 기업체 50% 연구비 부담

재추진
세부
과제

Ion-cut에 
의한 GOI

웨이퍼 제조
기술 개발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

- Ion-Cut 기술의 원천특허는 
SOITECH에 귀속되며 대체 
기술의 대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고집적 고효율 전자 
장비의 확산에 따라 SOI시장 
수요는 빠른 속도로 성장중

- R&D 내부여건 및 인프라 
지질자원연구원에 확보

- 현재 사업단의 전략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대량생산부분임. 따라서 원천 
지재권을 피할 수 있는 
틈새시장 개척이 중요

- 원천특허문제를 회피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 또는 
디바이스 연구개발로 
과제초점의 변경 및 타 
R&D펀드로의 이관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SOITECH 보유 원천특허 회피와 
양산 가능한 기술 개발 제안됨

- 일차적으로 특허정보원의 검토 
결과 긍정적 답변 얻음

- 이후 세부 검토결과 유사 원천 
특허 이미 출원되었음을 확인

- 참여기업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해 
과제 참여 및 실용화 추진 가능성 
및 의지 약화

- 3단계 추진 보류, 일시 중지 후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개발 
가능성 확보되면 추진 검토

- 개발된 기술 및 인프라는 현재 
수행 중인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자 
개발과 같은 소자나 제품 제조 
등에 적극 활용

종료

양성자 이온
빔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유용 유전
자원 개발

한국
원자력
연구원

- PLA의 선점과 가격경쟁력 
열위는 PHB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진입 방해요인

- 대량생산 조건 확립은 위한 
연구 및 난제 해결은 사업단이 
아닌 fermentation
연구개발자들 역할임

- 타 R&D그룹(ex: KRIMM)에서 
본 과제를 지속하기를 희망 
하면 사업단은 타 연구 개발 
그룹의 fermentation 및 대량 
생산 연구 조력해 결과 도출 

- 양성자빔의 이용 필요성 없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관심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 양산을 
위한 후속 공정 추진

- 종료 후 후속조치 및 관리를 통해 
기술이전 희망업체 또는 연구기관 
지속적 물색 

- 지역연구개발모델과의 부합도 큰 
과제임을 감안하면 배양 공정 상의 
문제는 필요한 경우, top-down
소과제 형태로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 가능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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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연구
기관

전문기관 권고사항 3단계 추진 계획 비고

양성자빔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화훼류 및 
채소류 

신품종 개발
과 변이체

해석

(주)
현대
종묘
기술

연구소

- 국가적 차원의 종자산업 재건 
노력과 주요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대체 시도 기대됨

- 양성자 빔 조사의 전체기술에 
대한 비중이 매우 낮고 연구 
개발 성과 확보에 장기간 소요

- 농림부 등의 타 R&D 펀드로 
이관 바람직

- 생육주기가 짧은 종을 선정해 
다양한 돌연변이를 시도하여 
상업화 하는 방안도 모색 가능

- 돌연변이 메커니즘 등의 
연구보다는 반복적인 공정에 
의지한 과제 수행

- 3단계 수행시 가속기 활용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성과 도출에 
추가적인 장기간 소요 예상됨

- 참여기업으로의 기술이전 후 
참여기업에서 지속적 산업화 및 
품종 개발 추진

- 위탁과제는 검토 후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 수행 

종료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기술
개발 연구

KAIST

- 기술환경 및 시장환경 
우호적이며 수요 증가 예상 

- R&D 내부여건 및 수요는 
충분하나, 부품의 단순 시험은 
타 R&D수행기관(ex: KARI
또는 NSF)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PEFP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우주부품 및 장비에 
대한 인증기관화를 모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시험 시설 개발과 이용 기술 
개발로 나누어 추진

- 시험시설은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인터페이스 시스템과 인증기관화 
함께 추진

- 소자나 부품의 내방사선 시험 및 
특성 연구는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로 수행

이용자
프로그
램에서 
흡수

고에너지 
대전류 

양성자빔을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개발

한국
원자력
의학원

- 기술환경 및 시장환경 
우호적이며 수요 증가 기대

- R&D 내부여건 및 
기반인프라가 매우 뛰어남

- 사업단은 방사성 동위원소 
산업의 기반구축에 핵심역할을 
수행 필요 있음. 전용 빔라인 
배정하고 추가적인 투자 시행 
필요 있음

- 동위원소 생산과 판매를 위한 
사업단과 민간기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시설 구축 및 대전류용 표적 개발 
과제와 신종 동위원소 개발 과제로 
나누어 추진

- 시설 구축은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동위원소 개발은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로 추진

- 동위원소 표적 조사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업단에서 구축

- 동위원소 분리시설 등은 동위원소 
개발과제 수행기관 활용

이용자
프로그
램에서 
흡수

저에너지 
양성자 
세라피
시스템
개발

한국
원자력
의학원

- 100 MeV 수준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환자의 폭이 제한적.
보조장치에 막대한 투자 
필요성이 약점

- 국민 건강과 복지에 매우 
중요한 기술임

- 의학적 적용이 아닌 
연구전용설비 또는 동물실험 
전용장비로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저에너지 양성자 세라피 장치 개발 
기초 연구와 의학적 연구로 나누어 
추진

- 장치 개발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세부기술별로 점진적 
확보

- 의학적 이용 연구는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로 추진

- 임상실험이 아닌 기초실험과 
동물실험을 위한 연구시설로 
개발하고 운영

이용자
프로그
램에서 
흡수

양성자
가속기
이용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단

- 이용자프로그램은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분야에서 높은 성과

-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 연구개발 범위와 과제별 
지원연구비 규모 확대

-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 지원 규모 
확대

- 세부과제화 이전 단계의 모든 
연구는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 
형태로 추진

- 기술성숙도에 따라 기초/응용,
산업화 사전연구, 실용화 등으로 
나누어 추진

- 하향식과 상향식 병행하여 과제 
공모

세부
과제

(계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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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용자 프로그램 3단계 기획

이용자 프로그램의 3단계 기획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1건의 기술수요 

조사서가 접수되었다 (그림 3.3). 기술수요조사 결과로 수집된 연구개발 아이디어는 총 71개이

며, 주로 대학(60%)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본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개발 아이

디어,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양성자 빔 요구조건에 대한 내용이 구축되었으며, 중점 추진 과

제 도출시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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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10 15 20 25

물리/기초과학/우주

장치응용

생명과학/의학/동위원소

재료/나노/정보통신

에너지/환경/국방

산 학 연

그림 3.3 3단계 기획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 결과

제안된 기술수요 조사서 중 12개 중점 추진 소과제 후보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표 3.3에 나타

내었다.

12개의 중점 소과제 후보과제들 중 ‘양성자빔 진단장치 개발’, ‘20MeV 양성자를 이용한 박

층 방사화법(TLA) 이용 기술 개발’,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 태양전지 제조 

기술 개발’, ‘이온빔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 파쇄 중성자

원 연구시설 기초 연구’ 과제를 당해연도 추진 중점 소과제로 선정하고 이들 중점소과제별 

RFP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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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중점과제 소분과 연구목표
기간

(년)

예산

(억원)

기업

참여
3단계 추진계획(안) 비고

1. 양성자를 이용한 

고속스위칭 

대전력 소자 

개발

재료
1000V 급 대전력 

소자 개발
4

8.0

(50%)
○

- 참여기업의 

계획에 따라 

3단계 

3차년도부터 착수

세부

2.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100MeV 양성자 

빔 조사시설 및 

표적 개발

생명

공학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100MeV 양성자빔 

조사시설 및 

표적개발

4 50.0

- 예산 범위 초과

- 가속기개발 

분야에서 최소의 

조사시설 구축

사전

연구

3. 양성자빔 

진단장치 개발 

연구

물리

이용자 제공 

20/100MeV

양성자빔의 성능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검출기 및 

신호처리 장치의 

개발 및 적용

4 6.0

- 세부과제 선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 하향식 

공모 과제로 추진

중점

소과제

4. 20MeV 양성자를 

이용한 

박층방사화법 

(TLA) 이용기술 

개발

에너지
박층방사화법 이용 

기술 기반 구축
2

3.0

(40%)
○

- 이용자 프로그램 

하향식 공모과제 

(산업화사전연구)

로 추진

중점

소과제

5. 양성자빔 치료의 

기반연구를 위한 

전용 빔포트 및 

특성화된 

조사시설의 건설

생명

공학

양성자빔 치료의 

기반 연구를 위한 

전용 빔포트 및 

특성화된 

조사시설의 건설

4 20.0

- 현재 예산 

범위로는 지원 

불가능

- 장기적 기술 확보 

방안 수립 후 

추진

사전

연구

6. 저선량 

이온주입과 

플라즈마 수소화 

공정을 융합한 

대면적  SOI

기판

재료

저선량 이온주입과 

플라즈마 수소화 

공정을 융합한 

대면적 SOI 기판

2
5.0

(40%)
○

- 수행 조건 불만족

(특허, 기업의 

의지 및 능력)

보류

표 3.3. 3단계 기획을 통해 제안된 12개 중점 추진 소과제 후보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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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 중점과제 소분과 연구목표
기간

(년)

예산

(억원)

기업

참여

3단계 

추진계획(안)
비고

7. 양성자/이온빔 

이용 생체 

돌연변이 연구를 

통한 허브 구축

생명

공학

양성자/이온빔을 

이용한 생체 

돌연변이 연구를 

통한 허브 구축

4
6.0

(50%)
○

- 세부과제화 추진 

(미생물사업단과

의 공동 투자)

세부

8. 양성자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 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에너지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 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2 2.5

- 기술의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시 

파급효과가 큼

- 이용자프로그램 

하향식 

공모과제로 추진

중점

소과제

9. 파쇄 중성자원 

연구시설
물리

100MeV 양성자 

이용하는 중성자원 

연구시설의 개발,

설치 및 시운전

4 50.0

- 예산 범위 초과

- 기초 타당성 

연구 선행

사전

연구

10. 양성자빔에 

의한 우주 

방사선 효과 

시험 시설 개발

물리

양성자빔을 이용한 

우주방사선 

시험시설 개발 및 

표준절차 수립

4 20.0

- 사업단의 빔 

이용 시설 

구축에 포함시켜 

최소한으로 진행

-

11. 이온빔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에너지

이온빔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2 2.7

- 지역발전 

모델과의 부합도 

큰 과제

- 이용자 프로그램 

하향식 소과제 

추진

중점

소과제

12. 양성자 조사에 

의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 

균주개량 연구

에너지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바이오에너지 

생산 균주 개량 

연구

2+2 8.0

- 이용자 프로그램 

상향식 소과제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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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점소과제별 RFP

①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 RFP Code : B31-A

과제명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연구 기간(연) 2008.4 ~ 2010.3 (2년)

연구개발의 목표
o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 태양 전지 제조기술 개발

    - 수명 >4,500 h,   - 제조 면적 >10 cm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양성자 조사를 위한 전구체 합성기술 개발 

Ÿ 유기반도체 전구물질 합성기술 개발

Ÿ 광활성 물질 전구체 합성기술 개발

   - 다양한 유기반도체 전구물질과 탄소나노튜브 복합체 제조

- 다양한 유기반도체 전구물질과 플러렌(C60) 복합체 제조

       Ÿ 박막 전구체층 제조 

o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광활성 물질 개발

Ÿ 다양한 박막 전구체층에 양성자 조사실험

Ÿ 양성자 조사 조건에 따른 유기반도체 특성 평가

- 발광 특성 측정 및 분석,

- 전류-전압 특성 측정 및 분석

Ÿ 양성자 조사 조건에 따른 광활성층의 광 특성 평가

- 태양광 흡수도 측정 및 분석

- 광기전력 특성 측정 및 분석

Ÿ 양성자 조사조건 최적화 

o Mock-up 유기 태양전지 제조 및 성능평가

   Ÿ Mock-up 유기 태양전지 제조

- 단일셀 유기태양전지 제조  - 제조면적 >10 cm2

   Ÿ 유기 태양전지 수명 평가

- 광안정성 측정 및 분석     

- 산화 안정성 측정 및 분석 

예상 성과/산출물
o SCI 논문 게재: 2편 이상

o 특허 출원: 2편 이상

표 3.4. 중점소과제 RFP : B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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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MeV 양성자를 이용한 박층방사화법(TLA) 이용 기술 개발

- RFP Code : B31-B

과제명 20MeV 양성자를 이용한 박층방사화법(TLA) 이용 기술 개발

연구 기간(연) 2008. 4 - 2010. 3 (총 2년)

연구개발의 목표 o 박층방사화법(TLA) 이용 기술 기반 구축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TLA용 보정곡선 생산

  - TLA 대상 주요 금속재료 선정 및 방사화 특성 분석

  - 최신 양성자 방사화 반응 자료 입수

  - MCNPX 코드 모사를 통한 표면손실-방사선량 변화 보정곡선

(Scaling Curve) 생산

o TLA용 보정곡선 검증

  - TLA 조사시험 가능시설 파악

  - TLA 시험용 양성자 빔 특성(빔 전류 세기 면적 등) 결정

  - TLA 조사시험을 통한 보정곡선 검증

  - 20MeV 양성자용 표준 보정곡선 결정

o TLA 실증실험 수행

  - TLA 실증실험을 위한 산업체 선정

  - 극미소 단위 표면손실에 대한 정밀 측정 수행

  - TLA 이용 기술 보완

예상 성과/산출물
o TLA를 통한 표면손실의 정밀 측정 기초자료(보정곡선)

o 양성자 방사화 반응 단면적 검증 자료

특이사항

o TLA의 산업적 이용도 제고를 위해, 산업체와 연계하여 연구개발수행 

필요함

o Matching fund (40%)

표 3.5. 중점소과제 RFP : B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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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성자 빔 진단 장치개발 연구

- RFP Code : B31-C

과제명 양성자 빔 진단 장치개발 연구

연구 기간(연) 2008 . 4 - 2012. 3 (총 4년)

연구개발의 목표

o 20/100 MeV 양성자 빔으로부터 이용자 그룹별로 제공되는 빔 성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검출기 및 신호처리 전자장비의 개발 및 

이용자 프로그램에 활용 및 적용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양성자 빔의 성능 모니터링 파라미터들을 만족하는 빔 진단장치를 개발

- 빔 프로파일 : coverage size 20cm x 20cm 이상

- 빔 플럭스 : (1) counting mode: 10-106/sec

                    (2) integration mode: 0.1nA~10uA beam current

- 빔 에너지분포 : <5% 에너지 분해능 

o 고속중성자 플럭스 모니터링- 중성자 에너지 >1MeV

- 10/sec <중성자 플럭스 <106/sec    

o 빔 진단용 검출기의 시뮬레이션, 설계 및 제작

o 빔 진단용 신호처리 전자장비 개발

o 시제작품을 이용한 20 MeV 양성자 빔 성능 검사

o 빔 성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장치의 최적화

o 최종적으로 빔 진단장치의 개발을 통한 활용 및 적용

o 100 MeV 양성자빔 대비 진단장치의 업그레이드 실시 

예상 성과/산출물

o 20/100 MeV 양성자 빔 성능 모니터링 제공

o 20/100 MeV 빔 진단장치 시제품 

o 연구개발 관련 SCI 논문 (2편 이상/년)

특이사항 o 이용자 라인별 빔 진단장치의 최적화 작업이 필요  

표 3.6. 중점소과제 RFP : B3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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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온빔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 RFP Code : B31-D

과제명 이온빔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연구 기간(연) 2008.  4. 1 ~ 2011. 3. 31 (3년)

연구개발의 목표
o 이온 빔을 이용한 중저온에서도 사용가능한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중저온에서 사용 가능한 SOFC용 전해질의 제조 및 특성 평가

o 이온 빔 조사에 의한 전해질의 개질 및 특성 평가

o 이온 빔 조사에 의한 전해질의 전도도 향상 (≥10%)

o 작동 온도에 따른 전해질의 특성 평가

o 이온 빔 조사에 의한 고효율의 전극 개발

예상 성과/산출물 o 이온 빔을 이용한 논문 4편/특허 2건

특이사항  

표 3.7. 중점소과제 RFP : B31-D

⑤ 파쇄중성자원 표적 시설 개발 사전 개념 연구

- RFP Code : B31-E

과제명 파쇄중성자원 표적 시설 개발 사전 개념 연구

연구 기간(연) 2008.  4. 1 ~ 2011. 3. 31 (3년)

연구개발의 목표
o 경주 양성자 가속기에 설치할 수 있는 파쇄 중성자원 표적 시설의 예

비 개념 연구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파쇄중성자 이용 연구 시설 예비 개념 연구

o 파쇄중성자 이용자 워크숍 개최

o 파쇄중성자 이용 장치 후보 선정 및 예비 개념 연구

o 파쇄중성자원 표적 시설 건설 및 운영 비용 분석

예상 성과/산출물 o 파쇄중성자원 표적 시설 예비 개념 연구 보고서

특이사항  

표 3.8. 중점소과제 RFP : B3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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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단계 1차년도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방법 및 전략 수립

(가) 빔이용 기획/심사평가 위원회 구성

3단계 착수와 함께 실시된 공모에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빔 이용 연구가 제안되었으며 이

러한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16명으로 심사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

였다. 특히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된 과제의 제안이 새로이 추가되거나 증가되어 연료전지와 에

너지/환경 관련 전문가들을 추가적으로 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

였다. 심사평가 위원 명단은 표 3.9에 나타내었다.

구분 성명 소속 분야

위원장 김무한 포항공대 연료전지

사업단장 최병호 양성자사업단 -

위원 이정용 KAIST 나노/재료

위원 김종대 ETRI 정보통신/반도체/우주소자

위원 예성준 서울대 의학/LEPT

위원 성백린 연세대 바이오

위원 한현수 KAERI 동위원소

위원 우형주 지질자원연 나노/재료

위원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 에너지/환경

위원 노승정 단국대 응용물리

위원 박환배 경북대 핵물리/검출기

위원 박승일 한국원자력연 중성자원

위원 장종화 한국원자력연 환경/원자력

위원 황용석 서울대 장치응용

위원 홍완 한국지질자원연 핵물리

위원 김덕룡 경상대 바이오/의학

위원 김인규 한국원자력연 바이오/에너지

표 3.9. 심사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나) 과제 선정/평가기준 보완

3단계 기획을 통해 권유된 빔이용 기술 개발 과제의 평가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빔 이용 및 장치응용 분야 목표 달성에의 기여도’ 의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1. 비이용 

원천 기술 개발, 2.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3. 가속기 활용도 증대 및 이용자 확보, 4.

지역에의 기여 이며, 두 번째 평가기준으로는 ‘연구과제와 사업단 목표의 부합도’ 이며 세부적

으로 1. 가속기 활용도 (빔타임, 이용빈도), 2. 인프라로서의 활용 가능성 (이용자수), 3. 산업화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4. 지역발전 모델과의 부합성 (지역에의 기여도), 대전류 양성자가속

기와의 부합도 (특성화) 이다.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기존의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와 나누어 작성되었으며,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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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의 경우, 과제 수행 기간 동안 제시 목표의 달성도, 성과 및 업적 분석, 보유 시설 및 연

구 환경, 사업단에의 기여도 등에 대한 사업단의 고유 평가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타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중점 소과제의 RFP와의 부합여부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기존 참여자와 신규참여자의 연구개발 계획 평가 기준은 아래 표 3.10,

3.11과 같다.

평가항목 가중치

1.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① 최종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과 적절성 1

② 연구내용의 사업단 사업목표와의 부합도 1

2. 연구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1

3. 예상 연구결과

① 연구결과물의 구체성 및 질적 수준 2

② 연구결과의 활용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등)

1

③ 연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가속장치의 활용도 증대)

1

4. 연구원의 전문성 및 
연구인력 양성 가능성

① 연구책임자와 연구팀의 전문성 및 구성의 
적절성

1

② 양성자 빔 이용 연구인력 양성에의 기여도 1

5. 기술의 핵심성

① 기술의 핵심성 
(핵심요소기술여부, 특허확보가능성)

1

② 타 학제와의 연관성 또는 파급효과 1

6. 연구비
① 연구비의 적정성 2

② 기업참여분의 기여도(※) 1

소  계 14

7. 사업단 고유 평가항목 

① 과거 사업단 수행과제의 제시목표 달성도 2

② 과거 사업단 수행과제의 성과 및 업적 분석 2

③ 보유 연구 시설 및 연구 환경 1

④ 사업단에의 기여도 1

소  계 6

합  계 20

표 3.10. 기존참여자용 연구개발계획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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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가중치

1.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① 최종목표 및 내용의 구체성과 적절성 2

② 연구내용의 사업단 사업목표와의 부합도 1

2. 연구추진전략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1

3. 예상 연구결과

① 연구결과물의 구체성 및 질적 수준 3

② 연구결과의 활용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등)

2

③ 연구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가속장치의 활용도 증대)

2

④ 연구결과의 지역에의 기여도 1

4. 연구원의 전문성 및 
연구인력 양성 가능성

① 연구책임자와 연구팀의 전문성 및 구성의 
적절성

1

② 양성자 빔 이용 연구인력 양성에의 기여도 1

5. 기술의 핵심성

① 기술의 핵심성 
(핵심요소기술여부, 특허확보가능성)

2

② 타 학제와의 연관성 또는 파급효과 1

6. 연구비 
① 연구비의 적정성 2

② 기업참여분의 기여도(※) 1

합 계 20

표 3.11. 신규참여자용 연구개발계획 평가 기준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의 평가기준에 따른 선정 평가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림 3.4.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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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과제 공모, 평가 및 선정

① 소과제 공모, 평가 및 선정 

3단계 소과제 공모는 공모 방식에 따라 중점 소과제(하향식), 자유제안소과제(상향식)으로 

구분이 되며 NT, BT, IT, ST, RT 의학, 물리, 화학, 원자력, 재료 등 전 분야에서의 양성자빔 

및 저에너지 이온빔을 활용한 기술 개발 과제로 소과제를 공모하였다. 과제당 3천만원 내외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중점소과제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토록 하였다.

분 류 추     진     방     향

자

유

공

모

중점
소과제

• RFP에 따른 과제 공모

자유
제안
소과제

•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한 과제

<이용분야별 세부기술 예시>
- NT : 나노 가공, 나노 패터닝, 나노 튜브 개발 등

- BT : 방사선 생물학, 방사선 미생물학, 바이오 신물질/소자

(Membrane, 진단칩, 생체적합성 박막 등) 개발 등

- IT : 자기저장 매체 개발, 반도체 소자/공정 개발 등

- ST : 위성용 소재 및 소자 개발 등

- 의학 : 양성자 암치료/진단 기초 연구 등

- ET : 연료전지 등의 친환경 소재/물질 개발 등

- 물리/화학 : 검출기 개발, 핵물리 기초 연구, 파쇄 중성자원 기술 연구 등

- 원자력 : 원자력 재료 시험/개발 등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발생기술, 수소정제 멤브레인 개발 등

- 국방 : 핵무기 방사선 효과 모사장치 개발, 에너지 생성량 측정기술 등

- 재료 : 고기능성 포장재 필름 제조기술, Proton Sensor 개발 등

- 기타 : 빔 이용 보안 기술, MEMS, 빔 이용 접합기술 등

※ 사업 2단계에 수행되었던 지역협력프로그램 소과제는 사업 3단계 

이용자프로그램 

소과제에 통합되어 운영함

표 3.12. 소과제 공모 추진방향 

② 공모 결과

총 55개 (중점 6개, 자유공모 49개)의 과제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이들 중 21건은 기존의 

참여자들로부터 나머지 28건은 신규 참여자들로부터 제안되었다. 자유제안 소과제의 경우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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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용자들로부터 제안된 신규 참여과제들의 비율이 약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래 표 3.13 ~ 3.15는 공모에 참여한 과제계획서 내역이다.

번호 소과제명 기관명

1 양성자 빔 및 고속중성자 진단 장치개발 고려대학교

2 양성자 빔 진단장치 개발 연구 경북대학교

3 파쇄중성자원 표적 시설 개발 사전 개념 연구 KIST

4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KIST

5 KAIST

6 이온빔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동국대학교

표 3.13. 중점소과제 공모 참여 과제계획서

번호 소과제명 기관명

1 양성자 조사에 의한 나노소자 및 논리소자에 대한 연구 광주과기원

2 양성자빔을 이용한 경주시 국립공원 대기 중 나노입자에 의한 문화재 영향 조사 경주대학교

3 이온빔을 이용한 고효율 무기질 박막형 태양전지의 차세대물질 개발 경주대학교

4 양성자 주입을 이용한 SOI 웨이퍼의 내방사선 특성 분석 위덕대학교

5 양성자 빔 조사가 한국인 다발성 암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6
수소 후속 열처리 (PMA)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저에너지 중수소 이온 주입법의 
개발

위덕대학교

7 양성자 마이크로빔의 형성 및 측정기술 개발 국립암센터

8 양성자 가속 장치를 이용한 질화 갈륨 반도체 소자 특성 개선 서울대학교

9 양성자 빔을 이용한 천연물 유래 기능성 화장품 개발 연구 동국대학교

10 양성자빔 이용에 의한 유채의 신품종 개발 전북대학교

11 외부 인출 미세단면적 양성자 빔에 의한 PIXE 활용 연구 서울대학교

12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개질된 고분자 저항막을 이용한 나노구조물  제작 및 
나노바이오 물질의 선택적 흡착

한양대학교

13 양성자빔을 조사한 전이구조체의 계면활성화와 다기능소자로서의 활용 한양대학교

14 양성자 빔을 이용한 광대역 에너지 밴드갭 나노박막의 특성연구 단국대학교

15 양성자빔을 이용한 우주용 하이브리드 탄소나노튜브 케이블 연구 서울대학교

16 고에너지 양성자 이용 나노구조분석용 22Na 방사성동위원소 선원개발 한국원자력의학원

17 나노소자 응용을 위한 나노구조체의 도핑 기술개발 전북대학교

18 재료 및 생체계의 수소결합에 대한 양성자 조사 효과 고려대학교

19 혈관성 질환 치료에 대한 양성자빔 효용성 연구 경북대학교

20 고출력 양성자빔 이용 산업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성 단면적 측정 경북대학교

21 양성자 빔조사를 이용한 고품위 단결정 나노구조체 형성 연구 동국대학교

표 3.14. 자유제안소과제 공모참여 과제계획서(기존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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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기관명

1
양성자빔을 이용한 알러지 유발인자 (집먼지진드기 및 저장식품진드기)의 방제를 위한 
바이오 살비소재 및 표시자 개발 전북대학교

2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위한 양성자 빔 처리 공정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3 양성자 조사에 의한 초미세 구조 변형된 Solid-Acid계 연료전해질 개발 제주대학교

4 양성자 빔을 이용한 발광성 고분자나노튜브 개발 경상대학교

5 양성자빔의 선량측정을 위한 선량계 개발 명지대학교

6
양성자 빔 처리기법을 이용한 유기성 폐자원의 zero emission system 구축과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 생산기술 개발 전북대학교

7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금속나노입자의 합성 순천대학교

8 저에너지 이온빔을 이용한 산화아연 나노선의 광학적 특성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9 저에너지 이온 주입에 의한 산화물 나노 입자의 발광 특성 연구 인하대학교

10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탄소나노막대 제조와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11 고속 양성자 조사에 따른 핵융합 플라즈마 접촉 물질의 특성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12 양성자빔에 의한 암 세포사멸의 분자생물학적 기작 연구 서강대학교

13 전산모사를 이용한 100 MeV 양성자 치료용 노즐 설계 연구 국립암센터

14 양성자 방사선 측정용 투명하고 휠수있는 나노와이어 전자센서 개발 경기대학교

15 FPGA 기반 디지털 회로의 내방사선 설계 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16 PIXE를 이용한 초상자성 나노입자의 x-선활성 전이암치료 전구약물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17 이온빔기술을 이용한 고효율 고분자/고분자태양전지 개발 경북대학교

18 양성자빔 조사에 따른 금속 및 산화물 자성체의 자성특성 연구 충북대학교

19
양성자선 피폭환자 및 치료환자의 인체 장해 경감을 위한 방사선 방호 약제 개발 
연구 경북대학교

20 파쇄 중성자의 동특성과 가속기구동 미임계로 효율 연구 서울대학교

21 탄소구조물의 양성자조사효과 연구 단국대학교

22 양성자 빔을 이용한 비휘발성 나노 부유 게이트 메모리 소자 제작 연구 홍익대학교

23 양성자빔 전처리에 의한 목재 섬유질의 효소적 분해 증진 효과 검정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4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품종 조경수의 돌연변이 육종 화이젠㈜

25 양성자 빔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처리와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 개발 고려대학교

26 배열형 섬광 검출기 제작을 통한 인체내 양성자 빔 비정 측정 한양대학교

27 Cu-67을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한 리간드 합성 기술 개발 경북대학교

28 이온빔을 이용한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의 윤활, 마모특성 향상에 관한 연구 항공대학교

표 3.15. 자유제안소과제 공모참여 과제계획서 (신규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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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과제 평가

3단계 1차년도 수행 소과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 중점소과제 (6개) : 발표평가

- 자유제안소과제 (49개) : 서면평가

기존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분야별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

하여 제안된 과제별 선도평가위원 선정, 평가회의에서 서면 평가 결과 종합 및 분야별 안배 고

려해 우선순위 결정하여 평가하였다.

④ 소과제 선정

중점 소과제 3개, 자유제안소과제 16개로 총 19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자유제안소과제는 기

존참여자와 신규참여자의 비율이 1:1로 나타났다. 중점소과제인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

도체 및 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과제의 경우 선정된 1개 이외에 나머지 1개 과제를 경

쟁 지원과제로 선정하여 소과제 규모로 지원하였다.

“이온빔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과제는 기술적 성공 가

능성 타진을 위해 1차년도에서 가능성 확인 위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과제 규모 축소하여 

지원하였다.

분야별 소과제 분포는 그림 3.5에 나타내었다.

그림. 3.5. 분야별 소과제 분포

총 지원 예산은 67,500만원으로 중점소과제는 22,000만원 (32.6%)이며 자유제안소과제는 

45,500만원(67.4%)으로 평균 2,84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연구기간은 3단계 사업 착수를 고려하

여 9개월 (2008. 06.01 ~ 2009. 3. 31)로 결정하였으며 1년 단위로 계약,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최종 선정된 소과제 목록은 아래 표 3.16 ~3.18 에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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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 분 소과제명 주관기관명

과제
책임자

비  고

1 RFP A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KAIST 조성오

2 RFP C 양성자 빔 진단장치 개발 연구 경북대학교 김홍주

3 RFP D
이온빔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동국대학교 이인자

표. 3.16 중점소과제 목록   
(단위 : 만원)

번호 구 분 소과제명 주관기관명
과제

책임자
비  고

1
양성자 조사에 의한 나노소자 및 논리소자에 
대한 연구

광주과기원 이탁희

2
재료 및 생체계의 수소결합에 대한 양성자 조사 
효과

고려대학교 이철의

3
나노소자 응용을 위한 나노구조체의 도핑 
기술개발

전북대학교 한상욱

4
양성자 빔을 이용한 천연물 유래 기능성 화장품 
개발 연구

동국대학교 이갑득

5
혈관성질환 치료에 대한 양성자빔의 효용성 
연구

경북대학교 이유미

6
양성자 가속 장치를 이용한 질화 갈륨 반도체 
소자 특성 개선

서울대학교 한민구

7
기업
참여

이온빔을 이용한 고효율 무기질 박막형 
태양전지의 차세대물질 개발

경주대학교 이경호

8
수소 후속 열처리 (PMA)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저에너지 중수소 이온 주입법의 개발

위덕대학교 이재성

표. 3.17 기존참여자 자유제안소과제 목록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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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 분 소과제명 기관명
과제

책임자
비  고

1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KIST 김경곤
중점과제
경쟁지원

2 기업참여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품종 조경수의 돌연변이 
육종

화이젠㈜ 권혜진

3
양성자빔에 의한 암 세포사멸의 분자생물학적 
기작 연구

서강대학교 주봉건

4
PIXE를 이용한 초상자성 나노입자의 x-선활성 
전이암치료 전구약물 연구

대구가톨릭
대학교 김종기

5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탄소나노막대 제조와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곤호

6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금속나노입자의 합성 순천대학교 송재희

7
배열형 섬광 검출기 제작을 통한 인체내 
양성자 빔 비정 측정

한양대학교 김찬형

8
양성자 빔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처리와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 개발

고려대학교 김승욱

표. 3.18 신규참여자 자유제안소과제 목록 

(단위 : 만원)

(라) 소과제 수행 

① 소과제 수행 연구 내용 및 주요 성과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중점
1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 조성오(KAIST)

•다양한 박막 
전구체층 제조

•비 전도성 고분자, 전도성 
고분자 및 정공 수송용 
고분자물질 (polymeric hole
transport materials) 등 
다양한 고분자를 이용하여 
박막 전구체층 제조 PS에 양성자빔조사후 변화

P1VN에 양성자빔조사후 변화

PS+PCBM 복합체에조사후변화

•박막 전구체층에 
양성자 조사실험

•제조된 박막 전구체층에 
다양한 조건으로 양성자 
조사 실시

•양성자 조사조건에 
따른 유기반도체 
제조 및 특성 평가

•양성자조사 후 전구물질의 
형광특성, 흡수도, 광학적 
밴드갭 변화 측정

•양성자 조사 조건 
최적화

•복적인 실험을 통해 
유기반도체 물질을 제조하는 
적합한 양성자 조건 도출

표. 3.19 소과제 연구 내용 및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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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중점
2

양성자 빔 
진단장치 개발 
연구 

- 김홍주(경북대)

•GEANT4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내방사선 검출기 최적화

LYSO 섬광검출기 특성

Counting 및 Integration 모드 

전자회로

이온챔버 이용 빔 측정

•내방사선 (>107rad)
섬광검출기 제작 

•내방사선 LYSO 섬광검출기 
제작 및 양성자 빔을 이용한 
검증

•감마 및 양성자 
이용한 검출기 
특성조사 

•개발된 LYSO 섬광검출기,
1채널 이온 챔버, 개발된 
전자회로 및 중성자 
검출기의 원자력의학원 
빔테스트를 통한 검출기 
특성조사 및 빔 모니터링,
중성자/감마 선속조사

•0-107개/초 및 
0.1nA이상을 
측정할수 있는 
전자회로 개발 

•LYSO 섬광검출기를 위한 
counting모드 전자회로 개발,
0.1 nA이상의 전류를 
측정할수 있는 intergration
전자회로 개발

•채널 이온챔버 설계  
•1채널 이온 챔버 설계 및 
제작, 원자력의학원에서 
테스트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중점
3

이온빔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 이인자(동국대)

•fluorite 계 시료의 
특성에 미치는 
이온빔의 영향 

•이온빔의 조사 
: 8YSZ의 발색 
•주입깊이 : 35nm (Xe),

650 nm (H)
•XRD : 주입 전후 변화 없음
•SEM : 단면에 성상 구분됨.
•임피던스 : 빔 조사 전후에 
큰 변화 없음.

120keV Xe 빔 조사된 YSZ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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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빔 fluence의 함수로 
측정한 8YSZ의 흡수 스펙트럼

•이온빔의 조사 조건 
결정 

•H+ 또는 Xe+, 120 keV,
실온, 1*1015~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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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

양성자 조사에 
의한 나노소자 
및 논리소자에 
대한 연구 

- 이탁희

(광주과기원)

•기판에 띄운 ZnO
나노선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제작 

•나노선과 유전체의 계면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 
트랩(interface trap)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소자구조를 갖는 ZnO
나노선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제작 완성

Flexible 나노와이어 FET 제작

Flexible 나노와이어 FET의 
전류-전압 특성

Suspended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의 SEM 이미지

하이브리드형 상보성 
인버터 회로에 양성자 빔을 

조사하는 모식도

•기판 위에 제작된 
나노선 소자와 
기판에 띄운 나노선 
소자에 대하여 
양성자 조사에 의한 
전기적 특성 변화 
분석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ZnO
나노선 트랜지스터의 
intrinsic properties를 
분석하고,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나노선 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진행

•양성자 조사에 의한 
ZnO 나노선 
소자에서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메카니즘 규명 

•양성자 조사에 의한 ZnO
나노선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 제어와 메카니즘 
규명 

•n형 반도체 
나노와이어 및 p형 
반도체 
카본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인버터 
소자 제작

•n형 나노와이어와 p형 
탄소나노튜브 소자를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논리회로의 
제작과, 양성자 빔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나노논리회로의 동작전압 
제어 방법 특허출원 및 
연구논문 제출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2

재료 및 
생체계의 
수소결합에 대한 
양성자 조사 
효과 

- 이철의

(고려대학교)

•양성자 조사를 통한 
전도율의 변화 측정 

•수소결합형 양성자 
전도물질인 KH2PO4에 대한 
양성자 조사에 의한 전도도 
변화 연구

•중성자 회절 실험 
및 NMR 결과 비교 
를 통해 미시적모델 
해석 시도

•KH2PO4시료에 대한 중성자 
회절 실험 및 NMR 결과 
비교를 통해 양성자 조사 
효과에 의한 수소결합의 
변화 연구

•완화시간 측정을 
통한 활성화 에너지 
변화 연구

•1H NMR 완화시간 (T1)
측정을 통한 활성화 에너지 
변화 연구

•차년도 연구에 활용 
용할 squaric acid
단결정 성장

•Squaric acid 단결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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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3

나노소자 응용을 
위한 
나노구조체의 
도핑 기술개발 

- 한상욱

(전북대학교)

•MOCVD등 
나노성장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판에 나노구조체,
나노하이브리드 
구조체 제작  

•MOCVD를 이용하여 ZnO
나노막대를 사파이어, ZnO
homo-buffer layer, Ti 및 Ni
기판 위에 성공적으로 
성장시킴.

ZnO 나노막대에 질소 
이온을 주입 전후 
SEM 및 TEM 사진

질소 이온이 주입된 
ZnO 나노 막대에 관한 

XAFS 분석 결과

질소 이온이주입된 ZnO 
나노막대의 다양한 

온도에서 PL 측정한 결과

양성자가주입된 ZnO 
나노막대의 다양한 

온도에서 PL 측정한 결과

•방사광 가속기 
엑스선을 이용한 
XAFS 실험을 통한 
양성자 및 이온이 
주입된 나노구조체의 
미세구조분석 

•방사선 XAFS 기법을 
이용하여 양성자 및 질소 
이온이 주입된 ZnO
나노막대의 미세구조를 
분석함.

•TEM을 이용한 
양성자 및 이온이 
주입된 나노구조체의 
미세구조연구 

•SEM 및 TEM을 통하여 
양성자 및 질소 이온의 
주입에 때른 미세구조를 
분석함.

•열처리를 통하여 
주입된 양성자 및 
이온의 거동 연구 

•양성자 및 질소 이온 주입후 
열처리를 통하여 구조 및 
광특성 변화를 연구함.

•PL. CL, EL 측정을 
통하여 양성자 및 
이온이 주입된 
나노구조체의 광특성 
평가 

•PL 측정을 통하여 양성자 
및 질소 이온의 주입에 따른 
광특성 변화를 평가함.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4

양성자 빔을 
이용한 천연물 
유래 기능성 
화장품 개발 
연구 

- 이갑득

(동국대학교)

•화장품 내에서의 
효능검정 

•천연물 추출 및 미백제 배합
- 항산화 효과측정
- 미백효과 측정
- 항균효과 측정
- 항 염증효과 측정 0

20

40

60

80

100

62.5ppm 125ppm 250ppm 500ppm 1000ppm

0Kgray 1Kgray BHA

전자공여도측정 결과

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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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62.5ppm 125ppm 250ppm 500ppm 1000ppm

0Kgray 1Kgray Vit.C

항염증 효과 측정 결과

Human Patch Test

•화장품 내에서의 
안정성 및 안전성 
검정 

•pH 측정 
•점도 측정,
•온도순환 (Cycle chamber)
에 따른 안정성 시험법
•냉․해동순환 (Freeze &

Thaw cycling)에 따른 
안정성 시험법 
•patch test를 이용한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

•화장품 내에서의 
세포독성 규명 

•MT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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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5

혈관성질환 
치료에 대한 
양성자빔의 
효용성 연구 

- 이유미

(경북대학교)

•양성자의 zebrafish
혈관형성저해효과가 
분자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확인 

•양성자조사에 의한 
zebrafish의 
혈관형성저해기전을 확인함

제브라피쉬 배아에서 양성자 
빔의 세포사멸 효과 관찰

•양성자조사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사멸기전의 규명 

•양성자조사에 의한 
혈관내피세포의 
세포사멸기전과 이를 
방어할수 있는 약물의 
효과검증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6

양성자 가속 
장치를 이용한 
질화 갈륨 
반도체 소자 
특성 개선 

- 한민구

(서울대학교)

•항복 전압 720 V
이상 

•As+ 이온빔 조사후 1400 V
양성자빔 2월 12일 조사 
예정 

As 이온빔 조사후 항복전압의 
증가 경향

•순방향 전류 400
mA/mm

•양성자빔 조사전 433.6
mA/mm
•양성자빔 조사 후 어닐링 
예정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7

이온빔을 이용한 
고효율 무기질 
박막형 
태양전지의 
차세대물질 개발 

- 이경호

(경주대학교)

•계획수립 및 
문헌조사

•국내외 문헌 특허 조사

질소이온빔 조사 후 TiO2 
박막의 SEM/EDS 분석 결과

질소이온빔 조사 후 CdTe 
박막의 SEM/EDS 분석 결과

•태양전지 반도체 
물질 조사 

•태양전지 반도체식 물질 
문헌조사 

•반도체 비결정성 
물질합성 

•반도체식 물질 합성

•이온빔 시물레이션 •이온빔 조사 후 특성 연구 

•이온빔을 조사 전·후 
특성연구 및 보고서 
작성 

•국내학술대회 발표 및 
보고서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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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8

수소 후속 
열처리 (PMA)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저에너지 중수소 
이온 주입법의 
개발 

- 이재성

(위덕대학교)

•커패시터의 절연 
파괴 분석

•중수소 주입된 MOS
커패시터에서 절연파괴가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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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3 nm

V TH
 of

 D+  im
p. 

de
vic

e (
mV

)

VTH of normal device (mV)

중수소이온빔 조사 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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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MOSFET의 스트레스 
게이트 전압에 따른 역방향 
포화전류와 문턱 전압 변화

•Input/Output
트랜지스터 
(MOSFET)의 
절연파괴 및 열화 
특성 분석

•Input/Output용 
MOSFET에서 중수소가 
주입됨으로서 전기적 특성의 
열화가 억제되었음.

•Input/Output
트랜지스터(MOSFET
)의 NBTI 열화 특성 
분석

•중수소 주입된 
Input/Output MOSFET의 
NBTI 수명은 core
MOSFET와 유사하게 
나타남.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9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 김경곤(KIST)

•양성자 조사로 개발 
가능한 유, 무기 
전구체 문헌 조사 및 
전구체 선택 

•문헌조사를 통하여 전구체 
선택

이온빔 조사된 P3HT를 이용한 
태양전지의 특성

이온빔 
에너지

Voc Jsc FF Eff

10 kv 0.22 0.46 0.34 0.03 

10 kv 0.25 0.32 0.34 0.03 

30 kv 0.30 0.06 0.19 0.00 

50 kv 0.36 0.13 0.22 0.01 

50 kv 0.35 0.14 0.22 0.01 

70 kv 0.30 1.71 0.38 0.20 

70 kv 0.32 1.84 0.39 0.23 

•선택된 전구체를 
사용하여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무기 광활성 소재 
개발 가능성 조사 

•선택된 전구체를 이용하여 
Ar 이온빔 조사를 통한 
공액고분자 합성시도

•기존 P3HT 고분자에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특성 개질연구 
및 태양전지에 응용 

•Ar이온빔이 조사된 P3HT를 
홀전도체로 사용함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0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품종 
조경수의 
돌연변이 육종 

- 권혜진

(화이젠㈜)

•돌연변이 유기에 
대한 선량 규명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발아율 및 식물절편의 
감수성 평가

Principle ingredient analysis

•품종 가능성 평가 
•양성자 빔 처리 초기세대 
평가

•엽색, 화색, 왜성 등 
형질 및 생리적 
특성의 변화 조사  
및 germplasm 확보 

•조경수의 형질 및 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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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1

양성자빔에 의한 
암 세포사멸의 
분자생물학적 
기작 연구 

- 주봉건

(서강대학교)

•H2AX 돌연변이 
제작 및 H2AX/JNK
interaction 조사 

•암세포사멸시 H2AX와 JNK
상호작용 확인

세포 사멸 특이적 gamma 
H2AX의 whole nuclei 염색

Transglutaminase2를 
Knockdown한 세포에서의 핵내 

H2AX 염색 저해

•양성자빔 조사선량 
결정 및 H2AX/JNK
인산화 조사

•암세포 사멸시 H2AX, JNK
인산화 확인

•Cofactor 정제 및 
cofactor 기능 조사 

•암세포사멸시 H2AX의 
cofactor 동정 및 일부 기능 
조사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2

PIXE를 이용한 
초상자성 
나노입자의 
x-선활성 
전이암치료 
전구약물 연구 

- 김종기

(대구가톨릭

대학교)

•산화철 나노 
초상자성입자의 
종양세포 및 
뇌종양조직내 축적 

•분산처리된 나노상자성체가 
C6-뇌종양세포주 안에 
uptake되고(6시간 배양후) 핵 
주변에 분포함이 확인됨
•신경교종암의 rat brain내에 

orthotopic model제작 
MRI촬영 확인
•뇌종양내 축적조사 2009-2월 
수행중

분산된 나노자성체 
TEM 사진

세포핵 주변에 
나노자성체가 분포한 

현미경영상

PIXE 스펙트럼

나노자성체+양성자처리군에서 
apoptosis세포손상의 빈도가 

높은 모습

•1의 시료에 양성자 
빔 조사후 세포 및 
조직 독성 효능평가 

•25-100 Gy양성자 빔조사후 
나노산화철 PIXE효과로 
세포주의 cytotoxicity가 
대조군 대비 30%-40%
증가함 (학계 최초로 PIXE에 
의한 치료효과 타진함)

•나노자성입자 cell
suspension에서 
양성자 빔 조사후 
Fe Kα x-선 
발생평가

•나노자성체가 uptaken된 
세포주에서 산화철의 PIXE
spectrum 측정

•필요 양성자 빔 
configuration 제안:
에너지/입사조건 등 

•현재 원자력의학원 45MeV
양성자는 in vitro실험만 
가능함 8-10 Gy/sec
•향후 60-100 MeV 양성자 
가속기에서 in vivo PIXE-
유도 종양치료 시험이 가능
•45 MeV빔으로 동물스킨에 
이식된 
미세종양조직으로(5mm)
2월중-3월초에 시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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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3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탄소나노막대 
제조와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 김곤호

(서울대학교)

•멤브레인 필터 등의 
여과 장치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판 
제작 

•분말 형태의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여과장치를 
이용하여 양성자 조사 및 
전도도 측정에 적합하도록 
가로 13 mm, 세로 5 mm,
두께 약 100 ㎛ 및 수십 nm
이하의 판 형태로 제작함.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브판

(b)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SEM 

이미지. (c) 다발 형태의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TEM 이미지.

7.6×1014 /cm2의 조사량 조건하에서 
(a) 20 eV Ar 이온, (b) 90 eV Ar, 

(c) 7.5 keV Ar  조사에 의한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표면 

손상 비결정질화.

(a) 7.6×1014 /cm2 조사량의 Ar 
이온 조사 에너지 증가에 따른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판의 전도도 감소. (b) 10 MeV 
양성자 조사 후 탄소나노튜브 

판의 전도도 향상

조사량에 따른 10 MeV 
양성자 조사 후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TEM 이미지..

•제작된 탄소나노 
튜브 판을 대상으로 
조사 에너지, 조사 
량 조건을 변화시키 
면서 양성자 조사 

•탄소나노튜브 판을 대상으로 
에너지 10 MeV, 조사량 2.0
~ 8.0 × 1014 cm-2 조건의 
양성자 조사.

•전자현미경 및 라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탄소나노 
튜브의 변형,
탄소나노막대의 형성 
및 접합 형성 분석 

•10 MeV 양성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브 다발의 
접합(welding)현상 관찰.
•수십 eV, 수 keV Ar 이온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브의 
변형과 비교 분석.

•양성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브의 
변형, 탄소나노막대 
형성 및 접합 형성이 
저항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 MeV 양성자 조사 후 
다발형 탄소나노튜브 판의 
전도도 변화 측정
•수십 eV, 수 keV Ar 이온 
조사 후 탄소나노튜브 판의 
전도도 변화와 비교 분석.
•10 MeV 양성자 조사의 
경우 탄소나노튜브 판의 
전도도 향상 관찰

• 전자 소자에 응용 
가능한 나노 스케일 
배선으로의 적용 
가능성 검토 

• 전자 소자의 배선 혹은 
투명 전도성 필름 제작에 
적용 가능성 확립을 위한 
추가 연구 필요.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4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금속나노입자의 
합성 

- 송재희

(순천대학교)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금 입자의 
조절된 모양 및 크기 
합성 최적조건 확인 

•24 MeV, 1.09 Gy/s 의 
흡수선량율을 가지는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금 
나노입자를 합성

함성된 금 나노입자 TEM 사진

함성된 은 나노입자 TEM 사진

꽃모양 은 나노입자 SEM 사진

•은 나노입자 
형성조건 탐색 

•10 mM 질산은(AgNO3)
수용액, 10 mL 5.0%
폴리비닐알코올 수용액,
0.18g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혼합하고 혼합 수용액에 24
MeV, 1.09 Gy/s 의 
흡수선량율을 가지는 양성자 
빔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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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5

배열형 섬광 
검출기 제작을 
통한 인체내 
양성자 빔 비정 
측정 

-
김찬형(한양대학
교)

•즉발 및 중성자 
포획 감마선 기초 
핵자료 수집 및 분석 

•양성자 빔의 핵반응으로 
부터 발생되는 즉발 감마선 
및 중성자 포획 감마선의 
핵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음

양성자 빔 비정 측정 장치

Background Subtraction 
기법을 위한 검출기 및 팬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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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발감마선 및 배경감마선 분포

•몬테칼로 전산모사 
기반 배열형 양성자 
빔 비정 측정 장치 
설계 및 Background
Subtraction
모사연구 

•MCNPX 코드를 사용하여 
양성자 빔 비정 측정 장치를 
설계 하였으며, Background
Subtraction 모사연구를 
수행하였음

•배열형 양성자 빔 
비정 측정 실증장치 
제작 

•Multi-slit형 집속장치,
CsI(Tl) 섬광체 검출기, DAQ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양성자 빔 비정 측정 실증 
장치를 제작하였음

•실제 양성자 빔을 
사용한 측정, 분석 
및 Background
Subtraction
실측연구 

•제작한 실증 장치를 이용해 
원자력의학원의 45 MeV
양성자 빔의 비정 측정 및 
Background Subtraction
연구를 수행하였음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6

양성자 빔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처리와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 
개발 

- 김승욱

(고려대학교)

•리그노셀룰로오스 
전처리방법 확립 

•당화율의 가시적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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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한 셀룰로오스의 당화 
결과(좌)와 전처리하지 않은 
셀룰로오스의 당화결과(우)

전처리를 하지 않은 셀룰로오스 
샘플(좌)과 양성자전처리를 한 

샘플(우)의 비교 SEM사진

•홍조류 전처리 방법 
확립

•당화실험 라이브러리 작성중

•바이오 매스의 분석 
방법 확립 

•HPLC를 이용한 당화량 
측정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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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과제 주요 성과물

번호 소과제명
논문게재 학술발표 특허출원 특허등록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중점
1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 조성오(KAIST)
- - 2 1 (1) - - -

중점
2

양성자 빔 진단장치 개발 연구 

- 김홍주(경북대)
-

3

(5)
2 13 - - - -

중점
3

이온빔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 이인자(동국대) - (1) 2 - - - - -

자유

1

양성자 조사에 의한 나노소자 및 논리소자에 
대한 연구 - 이탁희(광주과기원) -

5

(4)
2 11 1 - - -

자유

2

재료 및 생체계의 수소결합에 대한 양성자 
조사 효과 - 이철의(고려대학교) 2

4

(1)
7 11 1 - - -

자유

3

나노소자 응용을 위한 나노구조체의 도핑 
기술개발 - 한상욱(전북대학교)

4

(2)
(4) 8 16 (2) - - -

자유

4

양성자 빔을 이용한 천연물 유래 기능성 
화장품 개발 연구 - 이갑득(동국대학교) - - - - - - 1 -

자유

5

혈관성질환 치료에 대한 양성자빔의 효용성 
연구 - 이유미(경북대학교)

1

(1)
(1) 3 - - - - -

자유

6

양성자 가속 장치를 이용한 질화 갈륨 
반도체 소자 특성 개선 

- 한민구(서울대학교)
- - - 2 - - - -

자유

7

이온빔을 이용한 고효율 무기질 박막형 
태양전지의 차세대물질 개발 

- 이경호(경주대학교)
(1) - 2 - - - - -

자유

8

수소 후속 열처리 (PMA)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저에너지 중수소 이온 주입법의 개발 

- 이재성(위덕대학교)
(1) - - 1 1 - - -

자유

9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 김경곤(KIST)
(1) - - - (1) - - -

자유

10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품종 조경수의 
돌연변이 육종 - 권혜진(화이젠㈜) (1) - 1 - - - - -

자유
11

양성자빔에 의한 암 세포사멸의 분자 
생물학적 기작 연구 - 주봉건(서강대학교) - - 1 - - - - -

자유

12

PIXE를 이용한 초상자성 나노입자의 
x-선활성 전이암치료 전구약물 연구 

- 김종기(대구가톨릭대학교)
(2) (1) - - - - - -

자유 
13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탄소나노막대 제조와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 김곤호(서울대학교)
- - - 9 - - - -

자유

14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금속나노입자의 합성 
- 송재희(순천대학교) -

1

(1)
4 -

1

(1)
- - -

자유

15

배열형 섬광 검출기 제작을 통한 인체내 
양성자 빔 비정 측정 - 김찬형(한양대학교) 1 - 2 1 - - - -

자유 
16

양성자 빔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처리와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 개발 

- 김승욱(고려대학교)
- - 1 - (1) - - -

표. 3.20 소과제 주요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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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과제 수행 지원 및 관리 

① 이용자 간담회 개최 및 빔 이용 기초 교육 실시

2008년 7월 25일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교육훈련센터에서 소과제 과제 책임자 및 사업단 관

계자 40여명이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시 소과제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진척율 입

력, 성과물 업로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과제 수행시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였다. 특히 생

명공학 분야에 대해서는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 및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8~9월에 예정되어 있는 주관기관 방문시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림. 3.6. 이용자 간담회 그림. 3.7. 시설 투어 모습

② 주관기관 방문

2008년 9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15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소과제 연구 수행 현황, 연

구시설 및 환경, 과제 수행 관련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였다. 또한 사업단과 소과제 

주관기관과의 협력 등 기타 과제 수행 관련 협의 사항을 논의하였다.

③ 소과제 수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 및 기술 상담

○ 중저온용 SOFC 전해질 개발 

그린에너지 포럼 등에 참석하여 전 세계적 연료전지 기술 개발 동향 파악하며 국내 SOFC

전문가 3인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술적 세부사항과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자문 얻음.

2009년 1월 주관기관인 동국대 이인자교수 연구실을 방문하여 결과 검토 후 실험 수행방법 및 

향후 추진 전략 협의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사업단의 저에너지 이온빔 조사시설 활용 

지원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였다.

○ MC-50 사이클로트론실 생명공학 실험시설 구축

생명공학 분야 의학원 실험실에의 기초 전후처리 시설의 구축의 요구 반영해 의학원에   

생명공학 기초실험시설 구축하였다. 미생물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현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기

초 전후처리 실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수 설비를 의학원에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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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모델 제조사 기본 특징 가격 사진 용 도

1
CO2
Incu-
bator

Innova
CO-48

NBS,
미국

- 48 L 급 incubator
- 0.1℃ 단위로 온도 조절
가능

- 0.1% 단위로 CO2 농도 
조절 가능

- 진동을 최소화하여 
세포성장에 방해가 없음

7,590 동물 세포 배양

2
Clean
Bench

NB-WS
2L

엔바이
오텍,
국산

- 크기:870x790x1950mm
- 풍량을 조절할 수 있음
- 소음이 적음
- UV 살균으로 작업외 
시간 멸균상태 유지가능

2,750
동물 세포 실험시 
미생물에 의한 오염
을 방지

3
Centri-

fuger

MIKRO
-17R

한일,
국산

- 용량24x1.5ml
- Max : 17,000 rpm
- 냉장 가능

3,850

1.5 ml tube용

냉장 원심분리기

냉장기능으로 시료
의 분해 방지

4
Shaking
Incu-
bator

NB-205
엔바이
오텍,
국산

- Plate type B/L DC
motor 사용으로 저소음 
지원.

- 일반적인 사양
- Bench top 모델

1,870

미생물 액체배지에
서 배양시 적정 온
도 유지와 원활하게 
산소를 유지시켜줌

표. 3.21. 의학원 설치 생명공학 분야 실험 장비 목록

(단위 : 천원)

(3) 3단계 2차년도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방법 및 전략 수립

(가) 3단계 2차년도 소과제 공모

2009년 2월 27일 소과제 공모 공고를 게시하고 2009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소과제 계

획서를 접수하였다. 소과제는 과제당 약 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중점소과제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 특기사항으로 전년도 수행기관 및 과제책임자 미선정 과제였던 1

개 중점소과제, “파쇄중성자원 표적 시설 개발 사전 개념 연구” 와 3단계 기획 시 제안되었던 

“100MeV 양성자빔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타당성 조사 및 기초 연구” 에 대한 RFP 제시와 

과제 공모가 실시되었다.

(나) 소과제 공모 결과

총 33개의 과제 계획서가 접수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점소과제에 4개 (계속 2, 신규 

2), 자유제안 소과제에서 29개(계속 16, 신규 13)가 접수되어 계속:신규의 비율이 55:45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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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중점소과제 중 “이온빔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평가” 과제가 

차년도 과제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과제의 경우, 자유제안 소과제로 수행되었던 소과제를 포함하여 2개 과제를 함

께 평가하였다.

○ 공모 참여 소과제 내역

번호 구분 소과제명 기관명

1
신규

파쇄중성자원 표적시설 사전 연구 KIST

2 100MeV 양성자빔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타당성 조사 및 기초 연구 동국대학교

3
계속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유기반도체 및 유기태양전지 제조기술 개발 KAIST

4 양성자빔 진단장치 개발연구 경북대학교

표. 3.22. 3단계 2차년도 공모 참여 중점 소과제 목록

번호 소과제명 기관명

1 양성자 조사에  의한 나노소자 및 논리소자에 대한 연구 GIST

2 재료 및 생체계의 수소결합에 대한 양성자 조사 효과 고려대학교

3 배열형 섬광 검출기 제작을 통한 인체내 양성자 빔 비정 측정 한양대학고

4 유기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양성자 빔이용 연구 KIST

5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탄소나노막대 제조와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6 혈관성질환 치료에 대한 양성자빔의 효용성 연구 경북대학교

7 양성자빔에 의한 암 세포사멸의 분자생물학적 기작 연구 서강대학교

8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금속나노입자의 합성 순천대학교

9 PIXE 이용한 초상자성 나노입자의 x선활성 전이암치료 전구약물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10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품종 조경수의 돌연변이 육종 화이젠연구소

11 나노소자 응용을 위한 나노구조체의 도핑 기술개발 전북대학교

12
수소후속열처리(PMA)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저에너지 중수소 이온 주입법

의 개발
위덕대학교

13 이온빔을 이용한 고효율 무기질 박막형 태양전지의 차세대물질 개발 경주대학교

표. 3.23. 3단계 2차년도 공모 참여 자유제안 소과제 목록 (기존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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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과제명 기관명

1 Ion Implantation에 의한 TiO2 나노튜브의 가시광 촉매 특성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2 양성자빔을 이용한 질환모델동물 개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고효율 연료 전해질 개발 제주대학교

4 양성자빔을 이용한 인공위성용 전자부품의 방사선 효과 연구 KAIST

5 이온빔 조사를 이용한 고성능 방열판의 나노스케일 열접촉저항 제어 연구 서울대학교

6 대체에너지원개발을 위한 복합금속재 양성자빔 표면처리 효과 한양대학교

7 고에너지 중성자 검출 시스템 개발 부산대학교

8 양성자 조사에 의한 FePt L10 상의 규칙화 연구 연세대학교

9 양성자 빔 조사가 한국인 다발성 암의 전이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10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유방암의 개시 및 증폭 효소계의 변화 동국대학교

11 양성자 빔을 이용한 영상의 양성자 치료에서의 적용에 대한 연구 서울아산병원

12 중저온 산화물 연료전지 개발을 위한 이온빔의 전해질 이온 전도 특성 개선 
연구 홍익대학교

13 양성자 빔조사를 이용한 고품위 단결정 나노구조체 형성 연구 동국대학교

표. 3.24. 3단계 2차년도 공모 참여 자유제안 소과제 목록 (신규참여자)

(다) 소과제 평가

중점소과제의 경우 과제 계획 발표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년도 3개의 수행 소과제에 대한 

결과 평가와 2차년도 신청 소과제 4개에 대한 계획을 평가하였다. 전년도 수행과제 중 ‘이온빔

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는 당해연도 소과제 수행을 포기

하였다. 자유제안소과제는 계속과제와 신규과제를 분리하여 평가를 하였다. 계속과제는 전년도 

수행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발표평가를 수행하였고 신규과제는 서면평가를 실시하였다. 종합

적으로 살펴보면, 중점소과제 4개와 자유제안소과제 27개를 대상으로 2차년도 소과제 선정 평

가 실시하였다.

또한, 2차년도 소과제 공모 참여 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응용물리, 정보통신, 반도체, 우주

소자, 의학, LEPT, 나노/재료, 핵물리/검출기, 바이오, 에너지, 중성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 9명 (외부 8명, 내부 1명)으로 빔이용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히, 신규 중점소

과제 분야인 중성자원과 동위원소 전문가 2인을 추가하였다.

사업확장 등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지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100MeV 양성자 가속기 

뿐만 아니라 추후 확장계획을 위해서라도 이용자 육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지원 연구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소과제당 지원 규모를 상향하며 계속 과제의 경우 

지원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서의 양식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과제 평가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평가 절차 간소화 검토,

지역에 대한 예산 규모 별도 확보 등 요청하였다.



- 109 -

분야 성명 소속 선도평가분야 비고

위원장 노승정 단국대학교 응용물리

사업단장 최병호 양성자사업단 -

위원 김종대 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 반도체, 우주소자

위원 예성준 서울대학교 의학, LEPT

위원 우형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나노/재료

위원 홍  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핵물리/검출기

위원 김인규 한국원자력연구원 바이오, 에너지

위원 정재호 고려대학교 중성자원
신규 중점소과제 

선도 평가

위원 최선주 한국원자력연구원 동위원소
신규 중점소과제 

선도 평가

표. 3.25. 3단계 2차년도 소과제 심사 평가 위원 명단

(라) 소과제 선정

소과제 선정 평가 결과 중점소과제 4개, 자유제안소과제 15개로 총 19개의 과제가 선정이 

되었다. 주관기관별로 살펴보면 대학이 13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1개의 민간기업, 1개의 

정부출연연구소로 분포되었다. 의학/생명공학 분야가 8개 과제로 가장 많았으며 에너지/환경,

NT 분야가 각각 4개씩, 핵물리/기초과학 분야 과제가 3개로 나타났다.

그림 3.8. 소과제 분야별 분포

총 58,27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었으며 중점소과제가 20,500만원으로 약 35.2%를 차지하며 

자유제안소과제는 37,770만원으로 과제당 평균적으로 2,518만원이 지원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

된 소과제 목록을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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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3단계 2차년도 중점소과제 목록

구 분 번호 소과제명 주관기관명
과제 

책임자 비 고

중점

1 양성자 빔 진단장치 개발연구 경북대학교 김홍주

2 유기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양성자 빔 이용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경곤

3
100 MeV 양성자빔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타당성 조사 및 기초 연구 동국대학교 유국현

4 파쇄중성자원 표적 시설 개발 사전 개념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만호

(단위: 천원)

구 분 번호 소과제명 주관기관명
과제 

책임자
비 고

자유

1
양성자 조사에 의한 나노소자 및 논리소자에 대한 연
구

광주과학기술원 이탁희

2 재료 및 생체계의 수소결합에 대한 양성자 조사 효과 고려대학교 이철의

3
배열형 섬광 검출기 제작을 통한 인체내 양성자 빔 
비정 측정

한양대학교 김찬형

4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탄소나노막대 제조와 특성 변
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곤호

5
혈관성질환 치료에 대한 양성자빔 및 혈관신생억제제 
처리의 효용성 연구

경북대학교 이유미

6
양성자빔에 의한 암 세포사멸의 분자생물학적 기작 
연구

서강대학교 주봉건

7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금속 나노입자의 합성 순천대학교 송재희

8
x선-유도 양성자치료를 위한 high-Z 금속나노수용체
의 표재성 종양모델에서 PIXE효과 연구

대구가톨릭의대 김종기

9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품종 조경수의 돌연변이 육종 (주)화이젠 임재홍 기업주관

10 나노소자 응용을 위한 나노구조체의 도핑 기술개발 전북대학교 한상욱

11
수소 후속 열처리 (PMA)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저
에너지 중수소 이온 주입법의 개발

위덕대학교 이재성

12
이온빔을 이용한 고효율 무기질 박막형 태양전지의 
차세대물질 개발

경주대학교 이경호 기업참여

13
양성자 빔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처리와 당화효소 
고생성 균주 개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승욱

14 양성자빔을 이용한 질환모델동물 개발
한국생명공학연

구원
남기환

15 양성자빔 조사 유방암 개시증폭 및 전이효소계 변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남경수

표 3.27. 3단계 2차년도 자유제안과제 목록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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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점소과제 추가 추진 (동위원소, 중성자원)

동위원소 및 중성자원 연구를 위해 중점소과제가 추가적으로 추진되었다. 세부적인 RFP는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 RFP-2009-01

과제명 파쇄중성자원 표적 시설 개발 사전 연구

연구 기간(연) 2009.  4. ~ 2011. 3. (2년)

표 3.28. 파쇄중성자원 표적 시설 개발 사전 연구 RFP

연구개발의 목표
경주 양성자 가속기에 설치할 수 있는 파쇄 중성자원 표적 시설의 
예비  개념 연구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파쇄중성자 이용 연구 시설 예비 개념 연구

- 파쇄중성자 이용자 워크숍 개최

- 파쇄중성자 이용 장치 후보 선정 및 개념 연구

- 파쇄중성자원 표적 시설 건설 및 운영 비용 분석

- 펄스형 중성자원과 연속형 중성자원의 차별성과 상보성 연구

예상 성과/산출물 - 파쇄중성자원 표적 시설 예비 개념 연구 보고서

특이사항  

- RFP-2009-02

과제명 100MeV 양성자빔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타당성 조사 및 기초 연구

연구 기간(연) 2009. 4 - 2011. 3 (총 2년)

표 3.29. 100MeV 양성자빔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타당성 조사 및 기초 연구 RFP

연구개발의 목표
고에너지 대전류 양성자 빔을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관련 타당성 
연구 및 기초 개념 연구/설계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용 100 MeV 양성자 빔 이용 생산 가능 
동위원소 조사 및 주요 핵반응 연구

-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빔 조사 조건 제시
- 조사 후 동위원소 이송 용기 및 방법 개발
- 방사성동위원소 연구개발/생산에 필요한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 동위원소 생산 연구 네트워크 구축 

예상 성과/산출물

- 고에너지 대전류 양성자빔을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타당성 
조사 결과 

- 조사 후 표적 이송 용기 및 방법
- 주요 대상 핵종 생산 계획 수립

특이사항 - 인력양성프로그램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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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과제 수행 및 관리

① 중점 소과제 및 자유제안 소과제 수행

소과제 수행 연구 내용 및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중점
1

양성자 빔 
진단장치 개발 
연구 
- 김홍주(경북대)

•섬광검출기를 
이용한 빔 프로파일 
및 에너지 모니터링 
수행 

•LYSO 결정 섬광 검출기를 
이용한 빔 프로파일 
모니터링 수행 및 에너지 
모니터링 수행

 x 축 방향 선속 분포

 y 축 방향 선속 분포

 빔 전류 증가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

•32채널 적분형 극저 
전하 민감형 
전자회로 개발

•전자회로 제작 및 
이온챔버와 섬광검출기를 
이용한 테스트 수행

•펄스 양성자 빔 
측정을 위한 1채널 
검출기 개발

•Gas 섬광 검출기를 이용한 
1채널 펄스 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수행

•고속 중성자 
모니터링 수행

•Stillbene을 이용한 중성자 
검출기 개발 및 테스트 수행

표 3.30. 3단계 2차년도 소과제 성과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중점
2

유기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양성자 빔 이용 
연구
- 김경곤(KAIST)

•양성자/이온빔 
조사를 통한 
홀전도체 개발

•이온빔 조사를 통한 P3HT
홀전도체 개발
•이온빔 조사된 P3HT
홀전도체의 전도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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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eV irradiated ion-P3HT
 50keV irradiated ion-P3HT
 70keV irradiated ion-P3HT

이온빔 조사된 ITO와 P3HT가 

코팅된 ITP의 투명도 분석

P3HT가 코팅된 ITO를 이용한 

폴리머 태양전지 소자 구조

양성자/이온빔 조사를 이용하여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대전극 개발

•양성자/이온빔 
조사를 이용한 
폴리머 태양전지 
개발

•이온빔 조사된 P3HT
홀전도체를 이용한 폴리머 
태양전지 제작 및 특성 평가

•양성자/이온빔 
조사를 이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대전극 개발

•이온빔 조사를 통한 Pt
나노입자 제작 및 이를 
대전극으로 이용하여 
염료감응 태양 전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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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중점
3

100MeV
양성자빔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타당성 조사 
및 기초 연구
- 유국현(동국대)

•동위원소 생산 기초 
기술 개발

•자료조사 및 검토를 통한 
생산 핵종 선정
•선정된 대표 핵종의 핵반응 
연구
•표적의 열해석을 통한 조사 
조건 확립
•표적시스템 개념 확립
•화학처리 프로세스 검토

빔라인의 끝단에 설치되는 

고체 타겟 설치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계략도 그

제작된 동위원소 생성율 

계산 코드.

•동위원소 이송 용기 
개발

•MCNP code에 의한 source
term 계산 및 차폐계산

•동위원소 생산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

•생산 시설 규머 산정

•동위원소 생산 연구 
네트워크 구축

•기존 연구그룹과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도출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중점
4

파쇄중성자원 
표적 시설 개발 
사전 개념 연구
- 김만호(KIST)

•대용량 선형 양성자 
가속기 시설에서 2차 
에너지원으로 
생성되는 
파쇄중성자원에 
적합한 중성자 
표적시설의 개념을 
연구

•중성자, 중성자원, 표적시설 
소개
•펄스형 중성자원과 연속형 
중성자원의 차별성과 
상호보완성에 대한 연구
•파쇄 중성자원의 에너지 
크기 및 파워 크기별 중성자 
유량 비교
•중성자 유량별 표적시설 
조사
•100MeV와 1~2GeV
양성자빔을 파쇄중성자 
todd성에 응용할 경우의 
제반사항 예상 및 결과 도출
•국내 중성자이용자그룹의 
파쇄중성자에 대한 의견 
반영 및 장기적인 전망 제시
•파쇄중성자 해외전문가 참여 
및 해외기관과의 협력

 13th ICABU conference에서 
중성자 세션을 만들고 발표

•국내 파쇄중성자 
전문가 및 기타 
중성자 전문가 의견 
수렴
•미국 Ian

Anderson(ORNL
SNS), John
Carpenter(ANL
IPNS)가 advisor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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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

양성자 조사에 
의한 나노소자 및 
논리소자에 대한 
연구
- 이탁희(고려대)

•기판에 띄운 ZnO
나노와이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제작

•나노와이어와 유전체의 
계면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 
트랩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소자구조를 갖는 ZnO
나노와이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제작 완료

하이브리드형 상보성 
인버터 회로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동작전압과 스위칭특성 

변화

Suspended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의 SEM이미지와 

전기적 특성 곡선 

•기판 위에 제작된 
나노와이어 소자와 
기판에 띄운 
나노와이어 소자에 
대하여 양성자 
조사에 의한 전기적 
특성 변화 분석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ZnO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의 
intrinsic properties를 분석,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나노와이어 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 원인 규명 연구 
진행

•양성자 조사에 의한 
ZnO 나노와이어 
소자에서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메카니즘 규명

•양성자 조사에 의한 ZnO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의 
문턱전압 제어와 메카니즘 
규명

•n형 반도체 
나노와이어 및 p형 
반도체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인버터 
소자 제작

•n형 나노와이어와 p형 
탄소나노튜브 소자를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논리회로의 
제작
•양성자 빔을 이용한 
하이브리드형 
나노논리회로의 동작전압 
제어 방법 특허출원 및 
연구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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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2

재료 및 생체계의 
수소결합에 대한 
양성자 조사 효과
- 이철의(고려대)

•양성자 전도물질의 
모델시스템인 
KH2PO4(KDP)
물질에 대하여 
결정방향을 달리하여 
어네지와 조사량에 
따른 양성자 조사 
효과 연구

•KDP 단결정에 대하여 
결정방향을 달리 하고 
조사에너지와 조사량을 
변화시켜 양성자를 조사한 
후에 전도도를 측정하여 
양성자 전도물질에 대한 
양성자 조사효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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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ic acid 시료에 대한 
DSC 실험 결과

•Squaric acid의 
domain 관련 연구

•Squaric acid에 대한 열분석 
기초연구 및 domain 관련 
연구

•높은 양성자 
전도물질 
LiH2PO4(LDP) 관련 
연구

•높은 전도도의 양성자 
전도물질 LDP에 대한 
전도도 및 중성자회절 연구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3

배열형 섬광 
검출기 제작을 
통한 인체내 
양성자 빔 비정 
측정
- 김찬영(한양대)

• 실제 치료용 
양성자 빔 및 
직육면체 팬텀을 
사용한 배열형 
즉발감마선 측정 
장치의 성능 평가

• 150MeV의 치료용 양성자 
빔을 사용하여 즉발감마선 
측정 장치의 성능을 평가,
배경감마선을 줄이기 위해 
검출기의 차폐 보강

배열형 즉발감마선 측정 장치
- 차폐보완전(상), 차폐보완후 

(하)

MCNPX 코드를 기반으로 계산된 
인체 전산모델 내의 양성자 

선량분포와 배열형 측정 장치에 
의해서 측정된 즉발감마선 분포

• 양성자 치료 
연구용 인체 
전산모델 제작 및 
즉발감마선 분포 
측정을 위한 
전산모사 수행

• 물리적 인형 모의 피폭체의 
CT영상을 기반으로 양성자 
치료 연구용 인체 전산모델 
제작완료
• MCNPX 코드를 사용하여 
인체 전산모델을 기반으로 
측정 모사연구

• 물리적 인형 모의 
피폭체를 사용한 
즉발 감마선 분포 
측정 및 양성자 
비정과의 상관관계 
분석

• 국립암센터의 치료용 
양성자 빔을 물리적 인형 
모의피폭체에 전다하고 
발생된 즉발감마선의 분포를 
배열형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
• 양성자 빔의 에너지 
변화(80-220MeV)에 따른 
즉발 감마선의 분포와 
양성자 선량분포의 
상관관계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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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4

양성자 조사를 
이용한 
탄소나노막대 
제조와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
- 김곤호(서울대)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투명 전도성 
판 제작

•스프레이 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양성자 조사 및 
전도도 측정에 적합하도록 
18 x 25mm 유리기판위에 
탄소나노튜브 판을 형성
•비율이 고정된 
탄소나노튜브와 메탄올 
혼합액의 분사량을 늘려가며 
분사량에 따른 투명 
탄소나노튜브 판의 면 저항 
및 투과도 조절

(a) 양성자 조사 대상인 투명 
탄소나노튜브 판. (b) 

탄소나노튜브 분말과 메탄올 
혼합액의 분사량에 따른 투명 
탄소나노튜브 판의 면저항 및 

투과도.

10 MeV 양성자 조사 후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의 

전자주사현미경 이미지. (a) 
조사전. (b) 조사량 8 × 1013 
cm-2. (c) 조사량 2 × 1014 
cm-2. (d) 조사량 8 × 1014 
cm-2. (e) 조사량 2 × 1015 

cm-2.

•투명 탄소나노튜브 
네트워크 판으로의 
양성자 조사에 의한 
변형 관찰

•10MeV 양성자 조사에 의한 
탄소나노튜브 다발의 
구조관찰

•양성자 조사에 의한 
변형된 투명 
탄소나노튜브 
네트워크의 전기 
전도도 변화 분석

•10MeV 양성자 조사 후 
유리 기판 위 탄소나노튜브 
판의 면저항 변화 측정
•10MeV 양성자 조사 후 
유리 기판 투명도 변화 측정
•투명 전도성 필름 제작에 
적용 가능성 확립을 위한 
양성자 조사 조건 도출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5

혈관성질환 
치료에 대한 
양성자빔 및 
혈관신생억제제 
처리의 효용성 
연구
- 이유미(경북대)

•암세포에서 
혈관신생억제제의 
동시 또는 전처리시 
양성자빔 조사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 민감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 개발

•여러 종류의 암세포에서 
혈관신생 억제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 양성자빔 
조사와의 병용투여시 세포 
효과와 그 기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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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6

양성자빔에 의한 
암 세포사멸의 
분자생물학적 
기작 연구
- 주봉건(서강대)

•양성자빔과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암세포주의 세포사멸 
유도 조건 비교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세포 
사멸 증가 확인

양성자빔과 감마선의 세포 
사멸 효과 비교

양성자와 감마선 조사에 
따른 유전자 발현량 차이

•양성자빔과 감마선 
조사량에 의한 
JNK와 히스톤 
H2AZ 인산화 정도 
파악

•양성자빔과 감마선 조사량에 
의한 JNK, H2AX
인산화정도 차이 없음

•H2AX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의 기능 동정

•H2AX 상호작용하는 단백질 
기능 동정 
(trnasglutaminase2)

•양성자빔과 
감마선에 의한 
H2AX 상호작용하는 
단백질의 기능 차이 
확인

•양성자빔과 감마선 조사시 
transglutaminase2에 의한 
세포 사멸 차이 없음

•양성자빔과 
감마선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사

•양성자빔과 감마선에 의한 
유전자 발현 차이 확인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7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금속 
나노입자의 합성
- 송재희(순천대)

•금속 나노입자의 
합성

•은 나노입자의 합성 성공
양성자빔을 조사하여 합성된 은 

나노입자의 TEM 사진

EDS의 line profile

CNT-은 
나노복합체 
TEM사진

•CNT-금속 나노 
입자의 복합체 합성

•CNT-은 나노입자의 복합체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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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8

x선-유도 
양성자치료를 
위한 high-Z 금속 
나노수용체의 
표재성 
종양모델에서 
PIXE효과 연구

•금나노입자의 종양 
축적도

•ICP법으로 종양조직 
축적농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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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조사 후 나노입자에 
의한 암 성장 그래프

•high-Z 금속입자의 
PIXE효과

•금나노입자의 PIXE효과를 
철나노입자에 의한 
PIXe-MTT 상대치 측정

•표재성 
종양모델에서 
PIXE효과

•CT-26 마우스 종양모델에서 
금 및 철 나노입자의 PIXE
효과를 종양 
regression평가에 의해 
측정함

•PIXE/bragg peak
상대적 효과치

•SOBP-단일처리군 대비 
PIXE+BP효과를 비교하여 
dose enhancement를 측정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9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품종 
조경수의 
돌연변이 육종 
- 임재홍

(화이젠㈜)

•양성자빔 유도 
돌연변이체 특성 
평가

•배롱나무 변이체 형질 고정 
부 평가
•쥐똥나무 변이체 특성 평가

쥐똥나무 돌연변이 계통간 
주성분분석

배롱나무잎 단풍 사진

•양성자빔 유도 
돌연변이의 자연 
발아율 및 
환경적응성 평가

•1차년도 빔 처리 조경수 
종자 발아율 및 생육평가

•배롱나무 변이체 
품종화 가능성 평가

•영양생장 지속 변이체의 
형질 고정 확인

•배롱나무 품종개발 
기반 구축

•배롱나무 번식 기술 평가



- 119 -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0

나노소자 응용을 
위한 
나노구조체의 
도핑 기술 개발
- 한상욱(전북대)

•MOCVD등 
나노성장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기판에 나노구조체,
나노하이브리드 
구조체 제작

•MOCVD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판 위에 ZnO 나노막대 및 
하이브리드 구조체를 제작함

(오른쪽)ZnO 기판위에 성장된 
ZnO 나노막대. (왼쪽)초기 

나노막대 성장 모습

그림 171 (a) Ti 버퍼츨 위에 
성장된 ZnO 나노막대 (b) 

계면에서의 TEM 사진. (c)-(f) 
계면 근처에서 각 원소의 분포.

그림 172 (a) N+ ion implanted 
ZnO nanorods, (b) TEM image 
from the ZnO nanorod and fast 
Fourier transform, (c)-(e) Zn, 

O, and N distributions, 
respectively.

I-V characteristic curves of 
N+ implanted ZnO 

nanorods. 

•방사광 가속기 
엑스선을 이용한 
XAFS실험을 통한 
양성자 및 이온이 
주입된 나노구조체의 
미세구조분석

•방사광 엑스선을 이용하여 
이온이 주입된 ZnO
나노막대의 구조적인 특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TEM을 이용한 
양성자 및 이온이 
주입된 나노구조체의 
미세구조연구

•TEM 측정을 통하여 이온이 
주입된 ZnO 나노막대의 
미세구조 변화를 평가함

•열처리를 통하여 
주입된 양성자 및 
이온의 거동 연구

•다양한 온도에서 이온이 
주입된 ZnO 나노막대의 
열처리를 통하여 전기적인 
특성을 평가함

•PL, CL. EL 측정을 
통하여 양성자 및 
이온이 주입된 
나노구조체의 광특성 
평가

•PL 및 EL 측정을 통하여 
이온이 주입된 ZnO
나노막대의 광특성을 분석함

•IV 특성 평가를 
통한 P-N 결합 특성 
연구

•I-V 특성 측정을 통하여 
이온이 주입된 ZnO
나노막대의 전기적인 특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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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1

수소 후속 
열처리(PMA)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저에너지 
중수소 이온 
주입법의 개발
- 이재성(위덕대)

•소자제조 및 중수소 
이온 주입

•소자 설계를 통한 산업체에 
의뢰하여 아날로그 소자를 
제조. 중수소 이온 주입은 
사업단에 의뢰하여 수행 400℃ 30분 열처리

400℃ 60분 열처리

400℃ 90분 열처리

-3 -2 -1 0 1 2 3
100

101

102

103

104

NMOSFET
Tox= 3 nm
W/L=32/32 mm

Votage stress at Vg=-3.8V
: control device  
: 1015/cm, 30KeV
: 1014/cm, 45KeV
: 1015/cm, 60KeV
: 1014/cm, 80KeV

I g-I
g,

in
iti

al
/I g,

in
iti

al
 (%

)

Gate Voltage (V)

디지털용 MOSFET에서 중수소 
주입 후 stress-induced 

leakage current 특성 

•소자의 전기적 특성 
측정 및 분석

•여러 종류의 소자에 대한 
전기적 특성 분석 및 열화 
특성을 분석함

•소자의 열화 모델 
분석

•중수소가 주입됨에 따른 각 
소자내부의 화학적 물성 
변화에 대한 모델을 정립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2

이온빔을 이용한 
고효율 무기질 
박막형 
태양전지의 
차세대물질 개발
- 이경호(경주대)

•계획수립 및 
문헌조사

•국내외 문헌 특허 조사

태양전지의 모식도

이온빔 조사후 
SEM사진 

-N(상), Ar(중), Fe(하)

•1차년도 합성물질의 
feed back 및 
최적조건 도출

•이온빔 조사 후 특성 연구

•이온빔 조사 및 
태양전지 셀로써 
특성 연구

•셀에 이온빔 조사 후 특성 
연구

•태양전지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작품 제작

•태양전지의 디자인

•태양전지의 효율성 
및 전기적 광학적 
특성 연구

•태양전지의 효율과 전기 
광학적 특성

•성능평가 및 보고서 
작성

•국내학술대회 발표 및 
보고서 작성



- 121 -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3

양성자 빔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처리와 
당화효소 고생성 
균주 개발
- 김승욱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성자 가속기 이용 
celulase 고생산성 
균주 육종

•빔 조사량에 따른 균주의 
감수성 조사와 고생산성 
균주 선별 방법 확립으로 
cellulase 고생산성 균주 
선별

cellulose 선별배지에서 halo 
사진

CMC 선별배지에서 clear zone 
사진

선별균주의 액체배양 사진

•양성자 가속기 이용 
Hemicellulose
고생산성 균주 육종

•빔 조사량에 따른 균주의 
감수성 조사와 고생산성 
균주 선별 방법 확립으로 
hemicellulase 고생산성 균주 
선별

•육종된 균주의 특성 
분석

•선별된 당화효소 고생산성 
균주의 생리적, 배양학적 
특성 규명

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4

양성자빔을 
이용한 
질환모델동물 
개발
-남기환(KRIBB)

•양성자빔 조사 조건 
설정

•유전자변이 유발을 위한 
효율적인 양성자빔 조사 
조건 확립
•1세포기의 마우스 수정란에 
양성자빔을 조사하여 태어난 
마우스에 유전자돌연변이를 
유발하기 위한 빔조사량은 
1.5Gy~2.5Gy에서 높은 
효율의 마우스 분만과 높은 
유전자 돌연변이 유발율을 
보임
•3~5Gy를 초과한 양성자빔 
조사는 마우스 수정란의 
초기발생에는 영향이 적으나 
착상과 임신유지 등 과정에 
영향이 있음
•10~15Gy를 넘는 양성자빔 
조사는 2세포기 이후의 
발생과정에 큰 영향을 미침
• 1Gy이하의 양성자빔 
조사는 마우스 수정란에 
돌연변이 유발비율이 낮을 
것으로 사료됨

양성자빔 조사량에 른 
마우스 수정란의 초기 발생

1.5Gy 와 2Gy를 조사한 
수정란으로부터 발생한 마우스 

산자 중 일부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발된 

비정상마우스(화살표)가 태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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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과제명 연구목표 연구성과 주요성과

자유 
15

양성자빔 조사 
유방암 개시증폭 
및 전이효소계 
변화
- 남경수(동국대)

•유방암 발생과정의 
initiation과 
promotion/progressi
on에 미치는 영향

•Quinone reductase(QR)
생성 측정
•QR mRNA 발현의 

RT-PCR분석
•세포내 GST 생성량 측정
•Western blot 분석에 의한 

GST발현, COX-2 활성 측정
•Western blot 분석에 의한 

COX-2발현, ODC활성 측정
•Western blot 분석에 의한 

ODC발현 측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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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조사후 MCF-7 세포의 
침투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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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과제 주요 성과물

번호 소과제명

논문게재 학술발표 특허출원 특허등록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중점1 양성자 빔 진단장치 개발  연구-김홍주(경북대) 7 2 3 - 2 - - -

중점2
유기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양성자 빔이용 
연구-김경곤(KIST)

(1) (1) 1 1 1(1) - - -

중점3
100MeV 양성자빔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타당성 조사 및 기초 연구-유국현(동국대)

- - - - - - - -

중점4
파쇄중성자원 표적시설 사전  연구 -

김만호(KIST)
(1) - 1 - - - - -

자유1
양성자 조사에 의한  나노소자 및 논리소자에 
대한 연구-이탁희(GIST)

-
5

(4)
9 2 - - - -

자유2
재료 및 생체계의  수소결합에 대한 양성자 
조사효과-이철의(고려대)

5
11

(2)
30 1 1 - 1 -

자유3
배열형 섬광 검출기  제작을 통한 인체내 
양성자빔 비정 측정-김찬형(한양대)

- 1 2 3 - - - -

자유4
양성자조사를 이용한  탄소나노막대 제조와 
특성변화에 대한연구-김곤호(서울대)

- - 8 5 - - - -

자유5
혈관성 질환 치료에 대한  양성자빔의 효용성 
연구-이유미(경북대)

1 - - - 1 - - -

자유6
양성자빔에 의한 암세포  사멸의 분자 생물학적 
기작 연구-주봉건(서강대)

- - 4 - - - - -

자유7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금속나노입자의 
합성-송재희(순천대)

1(1) 1 8 3 - - - -

자유8

X-선유도양성자치료를위한high-Z금속나노수용체
의표재성 
종양모델에서PIXE연구-김종기(대구카톨릭대)

- (2) 1 (2) 1(1) - (1) -

자유9
양성자 빔을 이용한 신품종  조경수의 돌연변이 
육종-임재홍(화이젠)

- - 1 - - - - -

자유10
나노소자 응용을 위한  나노구조체의 도핑기술 
개발-한상욱(전북대)

2(1) 3(4) 10 4 (2)　 -　 -　 -　

자유11
수소후속열처리(PMA)공정을대체할수있는저에너
지중수소 이온주입법의개발-이재성(위덕대)

(2) (1) 4 - - - - -

자유12
이온빔을 이용한 고효율  무기질 박막형 
태양전지의 차세대 물질개발-이경호(경주대)

1(1) - 3 - - - - -

자유13
양성자빔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전처리와 
당화효소 고생성 균주개발-김승욱(고려대)

- - 3 1 1 - - -

자유14
양성자빔을 이용한  질환모델동물 
개발-남기환(생명공학연구원)

(1) - 1 - - - - -

자유15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유방암의 개시증폭 및 
전이효소계의 변화-남경수(동국대)

(1) (1) 2 - - - - -

　계
16

(9)

23

(15)
102

19

(2)

9

(2)
- 2 -

표 3.31. 3단계 2차년도 소과제 주요 성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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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빔 이용 및 가속기 이용 활성화

(1) 이용자 네트워크 구축

(가) 이용자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이용자들간의 빔 이용 정보 공유 및 이용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7회의 초청 세미나 및

15회의 초청 강연발표, 학술회의를 7회 개최하였다. 세부 목록은 표 3.32∼표 3.34에 나타내었

다.

일시 제목 연사 비 고

2008. 11. 28.

SOFC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세미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기술 개발 현황

- Materials for SOFC

- SOFC 전해질의 전기전도도

송락현박사 (KIER)

이종호박사 (KIST)

최경만교수 (포항공대)

2008. 12. 8.
Irradiation 방법 이용한 연료전지 촉매제조 
및 분석결과

민명기 박사
(삼성 SDI)

2009. 2. 11. HPGe Gamma Spectroscopy System 소개
김상용 팀장

(네오시스 코퍼레이션)

2009. 2. 17. Fast Neutron 검출 
김홍주 교수

(경북대)

J-PARC 전문가 초청 및 협혁회의

Yuiiro Ikeda

(일본 J-PARC 부소장)

Yoshimi Kasugai

(일본 J-PARC)

2011.02.09 카톨릭의대와의 사업단간의 공동 세미나
김용식(가톨릭의대)

이재상(KAERI)

김계령(KAERI)

표 3.32. 초청 세미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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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발표자 초청기관 발표제목 비고

2008. 5. 30. 김계령 KIST Status of Beam
Utilization at the PEFP

The 1st Int'l Workshop
on MV Ion Accelerator

2008. 6. 4. 김계령 한양대학교 양성자빔의 
공학분야에서의 활용

2008. 6.12. 김계령 원자력의학원 양성자가속기 개발 및 빔 
이용 연구 현황

2008. 6. 30. 김계령 경북 TP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협력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 공동 
설명회

2008. 7. 1. 김계령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양성자가속기 개발 및 
의학적 활용 연구 현황

2008. 7. 3. 김계령 KAPRA
PEFP의 빔 이용 연구 및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3단계 계획

KAPRA/KPS Joint
Workshop

2008.12.19. 김계령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양성자가속기 이용자 
프로그램 개발 현황 및 
계획

2010. 4. 20. 김계령 한국전자통신연 양성자가속기 및 
빔이용기술 현황

2010. 6. 20. 김계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양성자가속기 및 
빔이용기술 개발 현황

서울대학교 의대대학
방사선생명공학과 
대학원생 연구원 방문

2010. 8. 17. 김계령 UCANS The Status and Future
Plan of the PEFP

The inaugural Workshop
UCANS-1

2010. 10. 28. 김계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의학연
구소

양성자가속기의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 활용
(Bio-Medical Applications
of Proton Beam)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의학연구소
연례세미나
"방사선의학에서 
다학제간 융합연구"

2011. 2. 2. 김계령 원자력의학원 양성자빔 이용 현황
싸이클로트론 이용연구
SCHOOL

2011. 2. 22. 김계령 백북스틀럽 가속기와 양성자빔 이용 208차 백북스클럽 
정기모임

2010. 11. 29. 김계령 JAAWS
Development Plan of
Intense Neutron Sources
for PEFP/KAERI

The 2nd Joint Asian
Accelerator Workshop

2011. 09. 08 정명환 IPAC'11
Metal nano-particle
synthesis by proton
beam irradiation

International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2011

표 3.33. 초청 강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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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연도별 빔 조사실험 지원 건수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13th ICABU 중성자원 경주

13th ICABU 생명공학/의학 경주

13th ICABU 동위원소 경주

양성자가속기의 

첨단의료분야 

심포지움 대최

의학/동위원소

/생명공학
중국 200-300 2010. 2. 19. 대구 600

중성자원 워크샵 중성자원 2010. 3. 12. 서울

14th ICABU 생명공학/의학 2010.10.7~10.8 경주

15th ICABU
Hadron

이용연구

2011.9.

29~9.30
경주

표 3.34. 학술대회 개최 실적

(나) 이용자 DB 업데이트 및 관리

지난 2002∼2012년 동안 768명 누적 이용자 수를 확보하였다. 2002년 초기 100명에서 2012

년 76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소속기관수로는 142개 기관이 등록되었다. 분야별로는 생명공학분

야가 14.1%로 가장많았으며 나노, 의학, 반도체, 장치응용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산학연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이 과반수 이상(58.5%)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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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분야별 이용자 분포

산업체
(17.4%) 

학계
(58.5%)

연구계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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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185

이용자
산학연 분포
(142개기관)

그림 3.12. 이용자 산학연 분포

(2) 지역 이용 활성화 및 기여도 증대 방안 연구

(가) 지역 빔 이용 연구 지원

3단계 1차년도 소과제 19개 과제 중 경주 지역 소재 대학에서 수행한 과제가 4개, 대구, 경

북지역에서 수행한 과제를 포함하면 총 7개의 소과제가 수행되었다.

번호 구 분 소과제명 주관기관명
과제
책임자

비  고

1 중점 양성자 빔 진단장치 개발 연구 경북대학교 김홍주

2 중점
이온빔을 이용한 중저온 작동 SOFC용 
전해질 개발 및 특성 평가 동국대학교 이인자

3 자유제안
양성자 빔을 이용한 천연물 유래 기능성 
화장품 개발 연구 동국대학교 이갑득 지역

4 자유제안
혈관성질환 치료에 대한 양성자빔의 
효용성 연구 경북대학교 이유미

5 자유제안
이온빔을 이용한 고효율 무기질 박막형 
태양전지의 차세대물질 개발 경주대학교 이경호 지역

6 자유제안
수소 후속 열처리 (PMA)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저에너지 중수소 이온 주입법의 
개발

위덕대학교 이재성

7 자유제안
PIXE를 이용한 초상자성 나노입자의 
x-선활성 전이암치료 전구약물 연구

대구가톨릭
대학교 김종기

표 3.35. 지역 빔 이용 연구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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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협력 프로그램 소과제 지원 방안 검토

2단계에 추진되었던 지역협력 프로그램 개발 과제가 종료됨에 따라 지역협력 프로그램 소과

제에서 수행되었던 소과제들은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로 전환하여 평가하고 선정하였음. 총 4

개 과제 중 2개 과제가 지역 협력 프로그램 소과제로 선정되어 지원, 수행되었다.

(다) 지역 경제발전 모델 부합 과제 도출 및 지원 

경주를 포함한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 발전 모델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이오, 그린에너

지,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과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과제들이 수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저온용 SOFC 연료전지 전해질 개발 과제의 경우,

중점 소과제로 추진되었다.

(라) 각종 관련 세미나 등 참석 및 정보 수집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협력을 위한 산학연관 연계 공동연구 워크샵, 월드 그린 에너

지 포럼 등의 참석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 모델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 및 과제 도출을 위해 

각종 관련 세미나 참석 및 정보를 수집하였다.

(마) 지역 이용 활성화 및 기여도 증대 방안 연구

① 지역의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② 지역 기반 빔이

용 연구 과제 개발, ③ 지역 대학 소과제 지원 : 3개 소과제 (동국대, 경주대, 위덕대)으로 지역 

이용 활성화 및 기여도를 증대하였다.

(3) 빔이용 지원 및 빔이용 연구 활성화

(가) 국가대형 연구개발프로그램과의 연계

① 방사선 의학 R&D 기획

방사선 의학 기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주관으로 

각 4개의 분과로 위원들을 구성하여 추진되었음. 방사성동위원소분야에 참여하여 방사선 의학 

분야 R&D 기획에 사업단 역할 명시하고 향후 계획 반영하였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기간 : 2010. 3. 30. ~ 7. 30.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

- 기획위원 : 4개 분과 22명의 기획위원 참여

- 추진 배경 : 방사선의학 기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방법 및 중점 영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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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방사선의학 기획위원회 구성도

표 3.36. 각 분야별로 선정된 중점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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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eV 
양성자빔을

이용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기반 확보

표적 물질 선정 및 표적 제작

양성자빔 조사 실험

다중 표적 설계 및 제작

현재 1단계 2단계

고에너지 가속기 활용 기술

측정 시스템 구축 및 파쇄 반응 단면적 측정

핵반응단면적 측정/분석 기술
표적/동위원소 화학처리 기술
표적 시스템 설계/제작 기술

원자로 동위원소 발생장치 및 68Ge/68Ga 발생장치 기술과 연계

Sr-82 동위원소 제조기술 기초연구

Ge-68 동위원소 제조기술 개발

다중 표적 시험

다중 표적 이용양성자빔균일조사방법 개발

생산연구

그림 3.14. 방사성 동위원소 로드맵.

이외에도 방사선기기 분과에 “컴팩트 양성자 치료기기 원친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사업단

에서 구상 중인 컴팩트 양성자 암치료기 개발 및 암치료 기작연구 내용 포함되었다.

② 한국 J-PARC 이용연구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 주관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일본 J-PARC 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사업단 구성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구분 : 과학기술국제화사업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과

- 사업명 : 한국 J-PARC 이용연구지원사업

- 기간 : 2010. 5. 1. 2013. 4. 30. (3년간) / 계속

- 예산 : 5억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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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일본의 신규 대용량 가속기 기반 복합연구시설인 J-PARC의 이용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

내 기초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양성자 가속기 관련 장치기술 확보하며 세계적 선두연구그

룹 육성 및 한국 기초과학의 질적 도약 도모

- 연구내용

⑴ 한-J-PARC 간의 국제협력 체계 구축

• J-PARC 시설을 이용하는 재료과학, 중성미자, 핵물리, 가속기 및 중성자원 등 연구

그룹을 통합한 국내 J-PARC 지원 사업단 구성

•일본 J-PARC, 일본고에너지연구소(KEK) 및 일본원자력연구소(JAEA)와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지속

⑵ 대용량 양성자가속기, 중성미자 빔 시설 등 J-PARC 시설 활용

•J-PARC의 선형 가속기, 싱크로트론 가속기 및 기타부대 시설 활용을 통해 핵물리,

입자물리, 물성과학, 생명과학, 원자력 기술 등 첨단 분야 연구수행 활동 지원

⑶ 인력 및 정보 교류

•J-PARC을 이용한 공동 활용 및 연구를 통해 학연산, 학제간 지속적인 인력 및 정보 

교류

⑷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역할 : 가속기 분야 전략과제 수행을 통해 J-PARC 협력

• 선형 및 원형 가속기 개발 및 운전

• 파쇄 중성자원 개발 및 이용

• 가속기 및 중성자원 운전 관련 방사선 안전 

그림 3.15 PEFP와 J-PARC 간의 협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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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J-PARC 협력 부서

③ 국내 RI 수급 관리방안 정책 수립

국내 RI 수급 관리방안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였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구과제명 : 해외 비발전 분야 동향 조사 및 국내 방사성 동위원소 수급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0. 12. 16. ~ 2011. 6. 15. (6개월)

- 주관기관 : 한국동위원소협회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

- 연구과제책임자 : 박정근부장 (한국동위원소협회)

- 연구참여자 : 연구원(7명), 방사선 분야 전문가

- 연구목표 

• 해외 비발전분야 동향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정보전달 서비스 체계구축

• 방사선 이용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방사성성동위원소의 효율적 국가수급 방안 구축

- 연구내용 

• 방사선관련 해외기술 및 시장동향 전달

• 방사선이용분야 국제 특허 및 실용신안 분석 기반 구축

• 국내 의료 및 연구용  핵종별 수급현황 및 전망

•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분배 등 국내외 수급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수립

- 사업단의 역할

• 100MeV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동위원소 개발, 생산 및 수급 관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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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과부 가속기기초인력 양성

양성자가속기 이용자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용자들의 빔이용 연구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안, 2011년도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2012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신규로 제안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명 : 양성자가속기 이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총사업비 : ‘12 ~ ’16년 (5년) / 총 90억원

ㅇ 2012년도 요구예산 : 15억원

• 양성자가속기 이용시설 운영 및 융합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 4억원

• 양성자가속기 활용 전문 이용자 및 인력양성 : 4억원 

• 양성자가속기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기반 확충: 7억원

- 사업 목적

ㅇ 가속기 발전/진흥을 위한 가속기 연구기반 확충과 지원 고급 전문인력 육성 

ㅇ 가속기 연구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신규 전문 이용자 연구 활성화 및 전문 연구자 

육성

- 사업 추진 필요성

ㅇ 100MeV 양성자가속기의 완공이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국내 중입자치료기와 중이

온가속기 등의 가속기 관련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ㅇ 장기간 대규모 연구비 투자를 통해 건설되는 가속기의 활용은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사

안임

ㅇ 대형 가속기들의 완공 후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완공 예정인 100MeV 양성자가속

기를 중심으로 가속기 운영 및 빔이용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함

ㅇ 완공후 활용도 제고 위해 신기술 발전 동향에 맞추어 지속적인 전문 인력과 이용자 양

성이 필요, 다양한 기술개발과 이용기반 확충이 매우 중요함

- 기대 효과

ㅇ 현재 건설 중인 국내 여러 대형 가속기들의 활용도를 제고

ㅇ 빔 이용시설 관련 기술과 운영/지원 전문인력은 국내 중이온가속기와 중입자치료기 등

의 대형 가속기 시설에서 공동으로 활용가능

ㅇ 확보된 원천기술과 전문 인력은 과학비지니스벨트의 기초과학연구원의 활성화에 기여

⑤ 외부과제 수탁 (ETRI와의 협력)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협력으로 원자력과 IT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

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간의 기술교류 회의(2010. 3. 5.) 개최하였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

국원자력연구원간 2010년 10월 20일 MOU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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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MOU 체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지경부의 지원으로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양성자 암치료기를 개발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OCT를 이용한 안구암 치료 전후 비교”에 연구를 수탁 받았으며 센

서 SoC용 극소형 전원 기술 과제에서 베타소스 원료 기술에 관련하여 과제를 수탁받았다.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모과제명

양성자 조사 후 
종양조직 변화에 

대한 연구

2010. 08.16 ~
2011.01.31 (5.5개월)

88,200,000원
극한기술 기반 IT 융합 
양성자 치료기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베타소스 원료기술 
연구

2010. 08.1 ~
2011.01.31 (6개월)

50,000,000원
센서 SoC용 극소형 

전원기술 

표 3.37. ETRI 수탁과제 수행 실적 

먼저 “양성자 조사 후 종양조직 변화에 대한 연구” 는 총 5.5개월(2010. 08.16 ~ 2011.01.31)

연구기간으로 연구비는 88,200천원이다. 100MeV 급 양성자 치료기의 주 타겟인 안구암의 치료 

조건을 확립하고 OCT (Optical Coherent Tomography)의 안구암 진단 가능성 연구하는 과제

로, 세부 내용으로는 안구암 발생 마우스 계통 유지 관리 및 부유세포의 양성자빔 조사 방법 

확립 및 흡수 선량에 따른 생존율 비교, 암조직 및 정상조직의 OCT상의 이미지 비교 분석하

여 OCT 안구암 진단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로는 미국 MMRRC(Mutant Mouse Regional Resource Center)에서 안구암 마우스

를 도입하여 유전자 타이핑을 이용하여 계통을 관리하였다 (그림 3.17 ~ 그림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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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안구암 발생 마우스 

사육장치 

그림 3.18. 안구암 발생 마우스 

(LHβTag mouse)

그림 3.19. F1 세대 (Birthday :

2010.01.03)

그림3.20. 안구암이 발생된 마우스

Forward Backward size

β-actin 5’-CTAAGGCCAACCGTGAAAAG-3’ 5’-GAGACATFCAAGGAGTGCAA-3’ 400bp

T-antigen 5’-AAAGTGGCATTGCTTTGCTT-3’ 5’-AAATGAGCCTTGGGACTGTG-3 305bp

t-antigen 5’-CTGACTTTGGAGGCTTCTGG-3 5’-GCAGTAGCAATCAACCCACA-3’ 206bp

표 3.38. 유전자 타이핑에 사용한 primer 정보

암세포에 대한 생존율을 측정하기 위해 Y-79(retinoblastoma), SNU-16(Gastric cancer),

MOLT-4(leukemia), U-937(Histiocytic llymphoma) 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

과 방사선에 의한 저항성은 상피세포가 뛰어나며 혈액세포의 경우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낮

다고 알려진바와 같이 위암세포인 SNU-16 세포가 양성자빔에 의한 저항성이 가장 뛰어났으며

혈액암세포인 MOLT-4 세포의 생존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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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양성자빔 조사후 24시간 경과   

세포 생존율(MTT assay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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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양성자빔 조사후 96시간 경과 

세포 생존율 (MTT assay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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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양성자빔 조사 후 콜로니 형성율 

(Soft agar colony formation assay 결과)

암조직 및 정상 조직의 OCT 상의 이미지 차이를 분석하여 안구암 진단에 활용하고자 누드

마우스의 ear 부위에 미세한 암을 발생시켰다. 암세포 주입후 3일 후에 OCT를 이용하여 촬영

하였다. 분석 결과 암조직의 경우 혈관이 무질서하게 생성된 부위와 세포가 빽빽하게 성장하여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부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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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m

1.3mm

지방층 (Fat)

Blood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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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vessel

밀도가 높은 tumor 조직

정상 조직

암 조직

8mm

1.3mm

지방층 (Fat)

Blood vessel 

8mm

1.3mm

지방층 (Fat)

Blood vessel 

1.3mm

Micro vessel

밀도가 높은 tumor 조직

1.3mm

Micro vessel

밀도가 높은 tumor 조직

정상 조직

암 조직

그림 3.24. 암과 정상조직을 절개한 후 촬영한 OCT 이미지

(위) 정상조직 이미지 (아래) 암조직 이미지

skin
fat

connective tissue
mussel

TumorNormal Normal
1.3mm

X 40 배율

skin
fat

connective tissue
mussel

TumorNormal Normal
1.3mm

X 40 배율

그림 3.25. (위) 귓바퀴에 발생시킨 암 및 정상조직 OCT 이미지.

(아래) 조직 H&E 염색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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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구를 통해 부유세포, 안구암 발생 마우스, OCT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확

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사업단의 양성자 암치료기 연구 및 기작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베타소스 원료기술 연구” 과제는 총 연구기간 6개월 (2010. 8. 1. ∼ 2011. 1. 31)

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탁받아 수행되었다. (모과제명 : 센서 SoC용 극소형 전원기술) 총 연

구비는 5 천만원으로 베타소스 원료인 방사성동위원소 재료 확보 및 물성 특성 연구를 최종

목표로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베타소스 원료인 방사성 동위원소 대상물질 조사 (베타선 에너지 스펙트럼, 반감기 등)

• 베타소스 종류에 따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조사 (투과깊이 등)

• 베타소스의 선정 및 확보 (수입 또는 국내 소스 재활용)

• 제작된 소자에 베타선원을 적용한 전지 특성 시험 지원

• 제작된 극소형 전지의 차폐 및 누설 방사선량 측정 (서베이미터 이용)

Parent
Nucleus

GS
Q-value

[keV]

Half
Life

Decay
Mode

Daughter
Nucleus

Average
Energy
[keV]

End point
energy
[keV]

Intensity
[%]

63Ni 66.94 101.2 y β- :100% 63Cu 17.425 66.945 100

90Sr 546.01 28.79 y β- :100% 90Y 195.8 546.0 100

90Y 2280.1 64.00 h β- :100% 90Zr
25.0

185.6
933.7

93.8
519.4

2280.1

1.4E-6
0.012

99.988

147Pm 224.6 2.623 y β- :100% 147Sm
7.08

27.07
61.93

27.3
103.4
224.6

4.4E-7
0.0057
99.99

표 3.39. 실험한 사용한 베타선원의 특성

과제 수행을 위해 특수동 237호실 내 동위원소 실험실을 구축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림 3.26. 구축한 동위원소 실험실 (특수동 237호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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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선과 물질의 상호작용과 에너지 전달효과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법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도록 개발된 Casino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3mm 

2.2MeV β-

그림. 3.27 MeV Y-90 베타선의 Si 에서의 이동 평균 비정 및 이동경로

표 3.39-1. 베타선의 Si 에서의 투과 깊이

Nuclide Eav [keV] Depth Emax [keV] Depth

63Ni 17.425 3.1 μm 66.945 34 μm

90Sr 195.8 200 μm 546.0 960 μm

90Y 933.7 1.9 mm 2280.1 5.4 mm

147Pm 61.93 31 μm 224.6 240 μm

베타선원을 이용한 원자력전지 시험은 시험 중 빛에 의한 노이즈 발생을방지하기 위해 광

학박스 (450mm×330mm×300mm)를 제작한 후 내부에 소자를 설치하여 빛이 없는 상태서 실시

하였다. 제작한 광학박스는 전지 특성 실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구

조로 제작 되었고, 또한 빛의 반사를 막기 위해 전체 면을 검은색으로 아노다이징 처리하여 빛

을 완벽하게 차단하였다.

그림 3.28.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작한 소자를 이용한 특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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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선원의 건전성과 실험 방법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경북대학교에서 방사선검출기용으

로 제작한 유효면적 1cm2인 PIN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

과, 500mCi Pm-147선원과 100mCi Sr-90선원에 대해서 전류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림3.29. 경북대학교에서 제작한 PIN diode를 이용한 특성 시험.

그림 3.30. 경북대학교에서 제작한 PIN diode에 대한 Sr-90선원 적용 결과.

그림 3.31. 경북대학교에서 제작한 PIN diode에 대한 Pm-147 선원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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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선의 차폐는 제동방사선 발생확률이 낮은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을 이용하여, 베타선이 

차폐체에서 투과 깊이에 해당하는 두께로 1차 차폐를 하고, 그 후 납 철 등의 중원소로 엑스선

의 차폐를 하였다. 아래의 MCNPX 계산 결과에서 보듯이 Al과 Pb 차폐체의 경우 모두 저에너

지 X-선에 대한 차폐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Si Layer (0.4mm) 
Ceramic Layer (1mm)

Pb Layer (1~2mm) 

Al Layer (0.5~4 mm) 

베타선원
(2.28MeV ß-)

Al Layer (0.5~4mm) 

Pb Layer (1~2mm)

10cm

10cm

검출기 (A=1cm2)

그림 3.32. 차폐 계산에 사용한 샘플 모델

그림 3.33. MCNPX 코드로 계산한 차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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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알루미늄과 납을 이용한 100mCi의 Sr-90선원에 대한 차폐효과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Al의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다소의 차폐효과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충분한 수준은 

아니며, 2차 차폐체로 2mm 두께의 납을 추가로 설치해도 방사선작업종사자 준위 이하로 방사

선선량율이 감소하지는 않으며, Al의 두께를 4mm로 하고 납 차폐체의 두께를 12mm까지 증

가시켜도 Sr-90의 차폐체로는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34. (좌-위) 100mCi의 Sr-90에 대한 알루미늄과 납의 차폐 효과, (우-위) 100mCi의 

Sr-90에 대한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차폐 효과, (좌-아래) 100mCi의 Sr-90에 대한

납두께에 따른 차폐 효과, (우-아래) 500mCi의 Pm-147에 대한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차폐 효과.

⑥ 안구암 치료용 빔라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제안으로 100MeV 안구암 치료용 빔라인 건설을 검토하게 되었다. 주요 

대상암으로는 맥락막흑색종(Choroidal Melanoma), 망막아세포종(Retinoblastoma) 등이 있으며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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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 두께 3~8mm
직경 10~15mm

에너지 : 70~165MeV
선량 : 4일 × 50Gy/일

- 1st Collimator(12mm직경)&Scatterer(0.8g/cm2Pb)
- Patient specific brass collimator, Range Shifter
- SOBP: Plastic modulator wheel (240rpm×4modulation)
- 진단장치:SEM, Ion Chamber, Multi-wire ionization chamber 
- Treatment Chair : 6-axis motion control
- 2 orthogonal X-rays 
- Patient set-up time : 15-30분
- Treatment time : 75-100초

도입선량 : 치료선량의 40%

치료깊이/두께 : 4cm/1cm

그림 3.35. 안구암 치료용 빔라인 개념 

⑦ PIRT (Particle-Induced Radio Therapy) 연구용 빔라인

이용자프로그램 소과제에서 출발한 PIRT 연구를 위한 전용 빔라인 건설을 위해 2011년 8월 

방사선기술개발과제로 공모 추진하였으며 2012년 3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으로 재추진하였다.대

구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광주과기원, 서울대학병원, 충북대학병원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

제를 제안하였다. 예산은 총 30억원/5년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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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 PIRT 개념도(좌) 및 in-vivo 실험 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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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컴팩트 양성자 암치료기 개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을 위한 사전 기획 준비 단계에 있다. 컴팩트 양성자 암치료기 개발이 목표이며 voxel by

voxel로 암을 치료한다는 컨셉을 담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주관기관이며 양

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과 국립암센터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37. 컴팩트 양성자 암치료기 개념도(좌) 및 제안된 암 치료법

(나) 대용량 양성자빔 활용 분야 발굴

대용량 양성자빔의 적합한 활용 분야로는 100 MeV 양성자빔의 경우, 중성자원과 동위원소

생산, 20 MeV 양성자빔의 경우 나노입자 제조와 고품위 전력반도체 생산을 고려할 수 있다.

중성자원과 동위원소 생산은 국내와 관련 기관과 협력하면서 네트워크 구축하고 나노입자 제

조 및 고품위 전력반도체 분야는 산업체 동향을 파악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하였다.

그림 3.38. 고에너지 대전류 양성자빔 조사시설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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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성자원

중성자원 개발은 ⑴ 100 MeV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저에너지 중성자원, ⑵ 1~2 GeV 양

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파쇄 중성자원으로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UCANS

(Union of Compact Accelerator Neutron Source) 에 참여하여 중성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중이

다. UCANS 는 미국 Indiana 대학의 LENS (Low Energy Neutron Source)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스페인 등의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학회로 수 MeV ~ 수십 MeV 양

성자가속기를 이용한 저에너지 중성자원 연구가 주요 관심 분야이다. 사업단은 2010년 8월 17

일에 개최된 UCANS의 첫 번째 워크샵에 참석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과 국내 가속기 

기반 중성자원 시설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29일에 개최된 제3회 JAAWS (Joint Asian Accelerator Workshop)에 참석

하여 사업단의 중성자원 개발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② 동위원소

동위원소 생산과 관련해서는 국내 방사선 의학 기획과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수급방안 수립 

과제 등에 참여하여 향후 100MeV 양성자가속기 건설 및 이를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계획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였다. 국내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기관들간의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에 대

한 역할을 아래와 같이 분담하였다.

그림 3.39. 국내 가속기 이용 생산 가능 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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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의학원 : 30 MeV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 30 MeV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방사선 발생

장치 개발

• 하나로 : 원자로 이용 동위원소 생산 및 연구

•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 100 MeV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를 이

용한 신종 동위원소 생산 연구

최근들어 미국 내 Sr-82의 상용화에 따른 LANL의 IPF (Isotope Production Facility)에서

Sr-82 및 Ga-68의 생산에 가속기 빔타임의 90%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LANL

과의 협력방안 모색 중에 있다.

(다)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빔이용기술 개발 노력

국내 항공우주 관련 전자부품 및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산업체와 협력 현황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 나노입자 제조 : 삼성 SDI와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나 삼성 SDI의 내부 조직과 업무 변화

로 연구의 진척이 느린 편임

- 플라우텍 : LED 용 GaAs 박판 제조를 위한 공정 개발을 협의 중이나 인력 부족으로 추진

되고 있지 못함

- 진한전기 : 양성자빔 Welding에 대한 상담 후 연구개발 방안 검토 중

- 경북농업기술원 : 유용 유전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실험 진행 중

(라) 운영단계로의 전환에 따른 이용자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① “가속기 이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 사업” 기획 연구

사업단에서 이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768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매년 1,500건 

이상의 시료에 대해 빔 조사 실험을 지원하였으나 이용자 프로그램 중단으로 이용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양성자가속기 센터 활용 극대화,

이용연구 촉진,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속기 이용 기초연구 및 이력양성 지원사업”

기획연구를 수행하였다. 기획과제는 고려대학교 이철의 교수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기획과

제의 목표는 크게 국내 가속기 현황 및 이용 전망, 양성자/이온가속기 이용연구 촉진 및 인력

양성 지원방안 도출이며, 세부적으로 국내 운전/건설중인 가속기 현황 파악, 향후 양성자 가속

기센터와 이용자 협의회의 발전에 따른 공동 활용 및 연계 방안 검토, 양성자 가속기 활용 극

대화를 위한 이용연구 촉진과 인력양성 방안 도출, 해외 양성자가속기 시설 이용 현황 파악으

로 유용한 빔 이용 분야 발굴, 이온가속기 활용방안 도출, 양성자가속기 이용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 양성자 가속기 연구센터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제언이다. 국내 가속기 이용 연

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성자 및 저에너지 이온가속기 이용에 대한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기술하였다. 국내 대형국가연구시설의 사례로 참고하여 지원사업/예산 확보하며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 년간 운영비와 별도의 예산확보 방안 도출하였음. 예산 규모는 약 45억/년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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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는 가속기 이용 기초 연구지원에 21억원/년, 인력양성 지원 3억원/년, 부대시설 구축

에 21억원/년으로 계획하였음. 세부 내용은 아래 표 3.40 ~ 표 3.42와 같다.

그림 3.40. 가속기 이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사업 개요

구분 세부내용 금액

개인과제 15개 과제, 50,000/과제 750,000

정책과제 1개 과제, 50,000/과제 50,000

공동과제
5개 과제 : 100,000/과제

여러 기관이 컨소시움 형태로 참여
500,000

지역거점센터
1개 센터 : 400,000/센터

대구, 경북지역 내 파급효과 극대화
400,000

계 1,700,000

표 3.40. 가속기 이용 기초 연구 지원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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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금액

인력양성
가속기 운영 및 빔이용 전문 인력

박사과정연구지원 6인 
300,000

계 300,000

표 3.41. 인력양성 지원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금액

특화실험실 

구축

년도별 빔이용 시설 구축 계획에 따라 

필요한 특화 실험실 구축

2013년도 계획

- 동위원소 생산 및 분석 연구실 

(TR105, 2013~2015)

- 반도체 조사 및 특성 시험 연구실 

(TR21, 2013~2015)

2,500,000

계 2,500,000

표 3.42. 부대시설 구축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기획과제에서 양성자가속기 활용 수요조사 실시하였다. 수요조사 기간은 2012. 02. 15 ~

2012. 04. 30 (2.5개월)이며 사업단 보유 DB (768명), 한국물리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전국 4년제 대학 산학협력단 (250여개), 대구 경북지역 유관 기관 (40여개), 사업단 보유 이

용자 DB 소속기관 (100여개)에는 공문으로 수요조사 참여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개인에게는 

e-mail을 이용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총 136건의 빔 이용 연구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세부 내

용 및 연구제안서 양식은 아래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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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 기관 및 개인 참여 의향서 양식

그림 3.42. 시설 활용도와 빔 이용 연구 제안을 위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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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빔이용 연구제안자 

산학연 분포

그림 3.44. 빔이용 연구제안자 

분야별 분포

소속기관별로 제안한 연구내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소의 경우, 기관의 성격이나 특성에 

근접한 연구가 많이 제안됨을 알 수 있고 산업체의 경우, 기존의 주력분야와 미래 주력분야로 

나누어 접근함을 알 수 있다. 대학의 경우, 소속된 학과나 전공 등에 따라 제안된 내용이 달라

지게 되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속기 이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추진의 필요

성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중 98%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빔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① 연구비 지원, ② 빔이용 부대시설 확충, ③ 이용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④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⑤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이용자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응답자중 74%

가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림 3.45. 가속기 이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

그림 3.46. 빔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림 3.47. 이용자 협의회 참여 

의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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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시설 활용도 조사 분석 결과 총 145명이 응답하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응답자 분포 및 시설활용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시 활용을 희망하는 시설을 복수 응답하

도록 유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3.48. 빔라인별 활용도 분포 그림 3.49. 장치별 활용도 분포 

기관참여의향 조사 결과 총 96개의 기관에서 참여를 표명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포스코, OCI

등 38개 산업체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42개 대학, 한국원자력의학원, 농업기술원 등 16

개 연구기관에서 참여의사를 나타내었다. 이중 서울대학교 병원. 대구가톨릭대학 의료원, 경북

대학교 병원 등 3개의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3.50. 참여를 희망한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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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지난 수년간의 빔이용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해 파악했고 2008. 10. 16 ~ 2011. 04. 31 기간 동안 분야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빔이용 부대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3.43에 요약하였다.

분야
우선
순위

장비명 활용분야 단가

재료

1 UV-VIS Spectrophotometer 광흡수계수 측정 4,000

2 FT-IR 결합구조 분석 8,000

3 XRD 구성 물질 상태 분석 15,000

4 AFM 표면 구조 분석 10,000

5 Glove Box 무산소 분위기 실험 4,000

6 Color Meter 시료 표면 색수차 측정 1,000

7 Vacuum Oven 어닐링 1,000

8 후드 시료 전/후처리용 (약품) 1,000

9 진공펌프 시료 보관 및 운반용 200

10 고온 빔 조사장치 800~900도 500

11 Hot & Stir Plate 시료 전/후처리용 100

12 감압여과 장치 합성반응 후 시료 회수용 300

13 PL (photoluminescence) 물질 특성 측정 10,000

14 SEM 물질 표면 분석용 50,000

15 TEM 물질 표면 분석용 50,000

소계 155,100

연료전지

1 시료 방사화 측정장치 시료 방사화 측정 8,000

2 GC-Mass Spectroscopy 시료 발생 가스 분석 7,000

3 Remote Sample Handling System 시료 원격 조정장치 2,000

4 글로브 박스 (질소 충전) 무산소 시료 처리 10,000

5 Spin-Coater 액상 도포용 500

6 증착기 (Thermal Evaporator) 박막 증착 2,000

7 Solar Cell Simulator (Xe 광원) 태양전지 특성 시험 1,000

8 Mill 분쇄장치 100

9 UV-오존 플라즈마 크리너 시료 표면 오염 제거 1,000

소계 26,600

표 3.43. 분야별 부대시설 우선 순위 및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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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우선
순위

장비명 활용분야 단가

생명공학

1 Clean Bench (×3) 시료 처리용 400

2 CO2 배양기 (×2) 동물세포 배양 900

3 진탕 배양기 (Shaking Incubator) 미생물 배양 (액체상태) 200

4 원심 분리기 (×2) 시료 분석(단백질 분리) 600

5 냉장 원심분리기 (×2) 시료 분석(단백질 분리) 800

6 초순수 제조기 순수 제조 400

7 고압 멸균기 멸균, 살균 300

8 ICE Flaker 시료 보관용 분쇄 얼음제조 500

9 냉장/냉동고 시료 보관 100

10 PH Meter PH 측정 200

11 Dry Oven 건조 및 살균 200

12 전자저울 (0.1mg 유효숫자) 정량측정 300

13 항온 수조 (×2) 효소(엔자임) 활성화 및 반응 100

14 Voltex Mixer (×3) 혼합 100

15 UV-Vis Spectrophotometer
시료 분석

(단백질,DNA흡광도)
4,000

16 정치식 배양기 (Incubator) 항온미생물 배양 (고체배지) 200

17 Deep Freezer 시료 보관 1,000

18 LN2 Tank 시료 보관 200

19 UV Illustrator DNA 검출 1,000

20 형광 현미경 세포 내 변화 측정 5,000

21 무균 동물 사육실 (항온/항습) 실험 동물 사육 30,000

소계 46,500

반도체

1 Clean Room 반도체 공정 청정실 100,000

2 Wet Station 화학약품 공정 6,000

3 건조장치 건조 1,400

4 Probe station 반도체 소자 특성 측정 10,000

5 현미경 (×150) 미세관찰용 1,000

6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zer 반도체 파라미터 측정 10,000

7 DI Water System 순수 제조 3,000

8 Four-point Probe 소자 특성 측정 1,000

소계 3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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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우선
순위

장비명 활용분야 단가

핵물리

1 HPGe Detector System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 분석 9,750

2 NIM Bin Power Supply NIM module용 전원 4,000

3 NIM Modules 검출기 신호처리용 10,000

4 Neutron Tagging System 중성자에너지 스펙트럼 측정 2,000

5 Digital Oscilloscope 신호측정용 3,000

6 Pico Ammeter / Electrometer 극 저전류 측정 장치 1,500

7 DAQ 데이터 처리장치 2,000

소계 32,250

계 297,850

② 이용자 협의회 (KOPUA, Korea Proton User Association) 구성

“가속기 이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기획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양성자가속기 이용자 협

의회 구성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2012년 11월 7일 공식적으로 이용자협의회

가 발족되었다. 아래 그림은 이용자협의회 추진위원회 조직도이다.

그림 3.51. 양성자 가속기 이용자 협의회 추진위원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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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이용자 협의회와 사업단간의 조직 구성은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 양성자빔 이용자간의 교류 및 협력 증대를 통한 빔 이용 활성화에 기여

-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의 운영, 빔 서비스, 시설 구축 등과 관련된 이용자 의견 수렴 및 반영

- 양성자 가속기 활용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 수행

- 양성자빔 이용 과제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양성자빔 이요 정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가속기 및 빔이용 관련 교육 및 학술행사 주관

- 기타 양성자빔 이용자의 가속기 활용과 빔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이용자
협의회

대학

연구소

산업체

양성자
가속기
사업단

20MeV

100MeV

이온

가속기

시설이용
및빔이용연구

빔이용연구및
시설이용지원

경북도

교과부지경부

경주시

R&DB 단지 구축
산업체 유치

가속기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컴팩트 암치료기, 전력반도체 조사장치,
태양전지용 박막 제조기술 등

그림 3.52. 양성자가속기사업단과 이용자협의회 간의 협력 체계

2012년 11월 7일 (수) 14:00 ~ 20:00, 경주 교육문화회관 거문고 홀 A에서 양성자가속기 이

용자협의회 발족기념 워크샵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인원은 119명(등록기준)이며 115명이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KOPUA 발족시 회원수는 222명으로 집계되었다. KOPUA 발족 기념 위

크샵시 초대 회장으로 단국대학교 노승정 교수가 추대되었으며 총회시 이용자협의회 정관(안)

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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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양성자가속기 이용자협의회 발족기념 워크샵 초청장 및 프로그램 

그림 3.54. 이용자협의회 발족 기념 워크샵 개최 사진 

노승정 교수, 이강옥 박사, 이철의 교수, 한범수 대표, 우형주 박사, 남경수 교수를 패널로 

구성하여 실시한 패널 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향후 관련 예산 확보 및 홍보에 노력

· 기획연구를 통해 이용자의 관심 확인, 가속기 완공 후 이용자 지원이 중요

· 이용자 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 지원 인력, Guest house 확보

· 다양한 과제 수행 등을 통한 연구비 확보 필요

· 경주지역에의 기여 중요성

· 산업적 활용에의 안배 및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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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모델 제조사 기본 특징 가격 사진 용 도

1
CO2

incubator

Excella

ECO-150

NBS,

미국

- 150 L 급 incubator

- 0.1℃ 단위로 온도 조절

가능

- 0.1 % 단위로 CO2

농도 조절 가능

- 진동을 최소화하여 

세포 성장에 방해 없음

7,315 동물 세포 배양

2
Clean

Bench
NB-WS2L

엔바이오텍,

국산

- 크기:1340x790x1950mm

- 풍량을 조절할 수 있음

- 소음이 적음

- UV 살균으로 작업외 

시간 멸균상태 유지가능

3,080

동물 세포 실험시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

3
드라이 

오븐
OF-02GW

제이오텍

국산

- 강제 순환 방식, 60L

- 온도 조절 기능
1,524

실험기구 살균 및 

건조

4

AutoClave

(고압

멸균기)

JSAC-80
JSR,

국산

- 80 리터급
3,850

실험기구 멸균 

장치

5

Water

Purifi-

cation

System

(물장치)

P. NIX

Power I

(Scholar

type)

휴먼코퍼

레이션,

국산

- 1차 증류수 생산 가능

- 초순수 생산 가능

- 생산량 : 15 L / h

5,408
실험에 필요한 

초순수 제조기

3. 빔 이용 연구 지원

(1) 양성자빔 이용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가) 생명공학 실험실 구축

표 3.44. 생명공학실험실 기기 목록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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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제품 모델 제조사 기본 특징 가격 사진 용 도

6

Inverted

Micro-

scope

A14,

1021

OPTO-E

DU 중국

- 40, 100, 200, 400배율

관찰 가능

- 카메라 장착으로 세포 

이미지 촬영 가능

3,685

간단한 세포의 
모양을 관찰,
카메라 장착 후 
세포 이미지 촬영 
가능

7
Water

Bath
NB-301

엔바이오텍,

국산

- 0.1℃ 단위로 온도 조절

가능

- Over-temperature 기능 

605

세포 배양시 
필요한 배지를 
중탕하기 위한 
장치, 여러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온도 조절

8
Balance

(저울)
PAG214

Ohaus

(USA)

-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측정 가능

- 양 옆, 위쪽에 여닫이 

유리창을 내어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1,375

아주 극소량의 
시약을 젤때 사용

0.1 mg 단위

8
Stirrer/

Heating
NB-402S2

엔바이오텍,

국산

- 교반 및 Heating 기능 

- 2가지의 샘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음

1,320
시약을 용매에 
녹일때 섞어 주는 
용도

10 Shaker
NB-

101S

엔바이오텍,

국산

- Obital rotation

- Spring Wire rack 으로

교체가능

1,210
염색이나 탈 염색 
혹은 membrane
수세시 사용

11
Centri-

fuge

MF80
한일,

국산

- Max : 4000 rpm,

- 용량 : 6X50ml or

6x15ml

1,650

50 ml, 15 ml
tube용

원심분리기

(세포배양 시 효소 
제거용 등)

HM-

150IV

한일,

국산

- 용량 : 24x1.5ml

- Max : 15,000 rpm
1,815

1.5 ml tube용

원심분리기

(In-Vitro실험 시 

단백질이나 RNA
분리)

MIKRO-1

7R

한일,

국산

- 용량 : 24x1.5ml

- Max : 17,000 rpm

- 냉장 가능

3,850

1.5 ml tube용

냉장 원심분리기

냉장기능으로 
시료의 분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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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제품 모델 제조사 기본 특징 가격 사진 용 도

12
Vortex

Mixer
Genie 2

Scientific

Industries

(USA)

- 기본형,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모델
352

tube 내 균일하게 
섞어주는 역할

13 IceMaker GB-902
Brema

(Italy)

- 실험에 필요한 분쇄 

얼음 생산
3,740

얼음 만드는 기계

(ice flaker)

14
Heating

Block

NB-305T

B

엔바이오텍,

국산

- 0.1℃ 단위로 온도 조절

가능

- 1.5ml 튜브를 장착하여 

온도를 높일 수 있음

9790

tube를 넣어서 
끓이는 역할 

온도 조절 가능

15
pH

meter

Orion 3

star

1112001

Thermo

Scientific,

USA

- pH 측정시 정확도 좋음 1,122
용액의 pH를 
맞추는데 사용

  

그림 3.55. 생명공학실험실 내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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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네트워크 및 빔이용 연구 지원

(가) 소과제 사후관리

① 설문조사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를 수행한 소과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서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족도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56. 이용자 프로그램 설문조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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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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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5

대학 민간연구소 국·공립연구소 산업체 기타

그림 3.57. 산학연별 분포 

설문조사 시 2002~2009년 이용자 프로그램 소과제 연구책임자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며 총 30명의 연구책임자가 응답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 3.57, 그림 3.58, 표3.45

와 같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주요 연구분야와 빔 서비스 활용 분야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야별로는 나노공학과 생명공학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활용분야에서는 생명

공학, 나노공학, 재료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3.58. 주 연구 분야 그림 3.59.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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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의 각 문항별 답변을 정리하면 아래 표 3.4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질문 답변 인원 통계 종합

연구목표 
달성도

기대이상 달성(>100%) 9

- 86% 이상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답변

- 소과제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기간 전에 
종료된 일부 과제에서 
미달성 의견 도출

만족스러울 정도로 달성 13

일부 미달성(80~100%) 6

미달성(<80%) 1

이용자

프로그램
을

알게된 

경로

신문, TV 등의 보도매체 0

- 응답자의 90%가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거나 주변 이용자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답변으로 
홈페이지의 중요성 확인

인터넷 0

사업단 홈페이지 11

학술지, 논문, 학술발표 3

주변의 이용자 권유 16

기 타 1

주요 
이용시설

20MeV양성자빔 3

- 가장 많이 사용한 시설은 
원자력의학원의 45MeV

양성자빔 이용시설이었음

45MeV양성자빔 21

기체 6

듀얼 0

대면적 1

금속 1

반도체용 2

이용횟수 - 평균 11.6회/년 이용

표 3.45. 문항별 답변 통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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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인원 통계 종합

향후 
사업단 
빔조사실
험 계획

구체적 중장기 계획이 
있다

8

- 96% 이상이 실험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해 
이용자 프로그램이 미래 
이용자 확보에 
기여했다고 판단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계획은  있다

21

계획하였으나 취소하였다 1

전혀 없다 0

희망 
빔이용 
주기

없음 0

- 빔이용 주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답변

- 월 1~2회가 가장 많았음 

1~2회/년 6

1~2회/6개월 7

1~2회/분기별 6

1~2회/월 10

1~2회/주 1

회당 예상 
실험시간

- 평균 
37시간42분/1회실험

회당 실험 
시료수

- 평균 6.6개/1회 실험

희망 
시료크기

2cm 이하 8

- 66% 이상이 5cm 이하 
크기의 시료에 대한 
빔조사 희망, 96%의 
응답자가 최대 크기 
20cm 이하를 제시하고 
있음

2~5cm 12

5~10cm 4

10~20cm 5

20cm 이상 1

희망 
빔에너지 
영역

3MeV이하 9
- 20MeV 양성자빔 이용 
희망 응답자가 36%,
100MeV 양성자빔 이용 
희망 응답자가 39%로 
나타남

3~20MeV 13

30-100 MeV 14

희망 
빔전류

수nA급 6 - 수μA 이하에 대한 
수요가 73 %로 주로 
저선량 빔에 대한 수요가 
많음

- 대전류 빔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발굴이 필요해 보임

수μA급 15

수 mA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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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인원 통계 종합

실험/연구

관련

애로사항

소요기간 3
- 96% 이상이 실험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해 
이용자 프로그램이 미래 
이용자 확보에 
기여했다고 판단

- 빔이용 주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답변

- 월 1~2회가 가장 많았음 

서비스 질적 수준 0

기술적 사항 5

빔조사일정(주기) 6

장치(시설)접근성 7

행정적 지원 1

기타 4

없음 6

향후

유사과제

수행여부

그럴 것이다 15

- 50%가 유사한 과제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답변하고 46%가 
고려중이라고 답변

고려중 14

계획 없음 1

양성자가
속기 
연구센터
의 
활용계획

적극 활용 19
- 향후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완공 후 활용에 
대해서는 63%가 적극 
활용을 96%가 긍정적 
답변

구상 중 10

활용 계획 없음 1

양성자

가속기

사업단의 
주요

추진사항

(중복답변)

빔이용 연구비 
투자

142

- 사업단에서 이용 연구 
활성화를 위해  빔이용 
연구비 투자와 시설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빔이용편의성의 
증대와 인력양성 등도 
중요하다고 답변

시설확충 144

빔이용 편의성 
증대

94

인력양성 86

정보 제공 및 공유 71

홍보 36

빔이용

서비스 
만족도

90점 이상 16

- 빔 이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남

80점 이상 11

70점 이상 1

70점 이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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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성자빔 이용자 기초 연구 지원

대구가톨릭 대학교 김종기 교수팀은 양성자빔 조사에 의해 유도되는 PIR(Particle-induced

radiation) 효과로 암치료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단에서는 in-vivo 실험을 총 

22회/ 1,085건을 지원하였다.

실험일자 시료 수 실험일자 시료 수

2010-01-08 마우스 및 토끼 33 2010-02-24 마우스 및 토끼 43

2010-03-24 마우스 30 2010-05-26 마우스 31

2010-06-30 마우스 35 2010-07-26 마우스 30

2010-08-11 마우스 45 2010-09-07 마우스 40

2010-10-04 마우스 50 2010-12-16 마우스 27

2011-01-11 마우스 36 2011-07-18 마우스 15

2011-09-30 마우스 50 2011-10-31 암세포 24

2011-11-29
마우스 및 나노입자 

91
2011-12-14

암세포, 마우스, Rat

60

2012-02-27 암세포, 마우스 78 2012-06-20 나노입자 64

2012-03-29 암세포, 마우스 222 2012-08-29 렛 6

2012-05-23 마우스 21 2012-10-30 렛, 나노입자 54

표 3.46. PIRT 실험 지원 내역 

아래 그림 3.60과 3.61에 실험 장치와 시료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3.60. 실험용 마우스 양성자 빔 조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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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 유발정상

그림 3.61. 양성자빔 조사 시료 사진. (좌) 류마티스 관절염 모델,

(우) Glioma 모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만호 박사팀이 수행한 폴리머 경화 반응 연구를 위한 기초실험의 

경우,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폴리머 경화 반응 연구. 양성자빔 사용시 폴리머를 경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촉매의 사용이 불필요하여 순도가 높은 폴리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

으며. 관련 실험을 총 3회에 걸쳐 20건 지원하였다.

실험일자 시료 수

2011-11-10 폴리머 6

2011-11-24 폴리머 7

2011-12-08 폴리머 7

표 3.47. 폴리머 경화반응 실험 지원 내역

순천대학교 송재희교수팀에서 수행한 나노입자 제조 연구 실험은 금속 이온 수용액에 양성

자빔을 조사하여 금속 나노 입자 생성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76건을 지원하

였다.

실험일자 시료 수

2011-11-04 Pd 나노입자 35

2011-11-25 Pd 나노입자 21

2011-12-23 Au 나노입자 20

표 3.48. 나노입자 제조 연구 실험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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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양성자 빔 조사 실험 준비

그림 3.63. 양성자 빔 조사 전/후의 샘플

정읍 첨단방사선과학연구소 정병엽박사팀의 샤페론 단백질 활성 증대 실험에서는 샤페론 단

백질에 양성자빔을 조사하여 샤페론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여 활성을 증대시키는 연

구를 총 10회에 걸쳐 291건을 지원하였다.

실험일자 시료 수 실험일자 시료 수

2011-04-21 단백질수용액 11 2011-05-13 단백질수용액 12

2011-06-03 단백질수용액 40 2011-07-01 단백질수용액 40

2011-08-19 단백질수용액 40 2011-10-28 단백질수용액 40

2011-11-04 단백질수용액 40 2011-11-11 단백질수용액 40

2011-11-18 단백질수용액 40 2011-11-25 단백질수용액 40

표 3.49. 단백질 활성 증대 실험 지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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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 1mm Kapton film

- 시료 용기 - - Paprx structure -

그림 3.64. 실험에 사용된 시료 용기 (좌) 및 샤페론 (Paprx) 단백질의 구조

경북대학교 김홍주교수팀에서 수행한 CsI:Tl 단결정을 이용한 bragg peak imaging 실험의 

경우, CsI:Tl 단결정에 양성자 빔 조사시 발광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bragg peak 을 DSLR 카메

라로 촬영하여 영상을 얻었으며 Al degrader 를 사용하여 다양한 에너지의 양성자 빔에 대해 

bragg peak 이미지 획득하였다.

그림 3.65. 양성자빔에 의한 발광 이미지; 왼쪽부터 degrader 없을 경우, 1 mm Al degrader,

2 mm Al degrader, 3 mm Al degrader

경북대학교 박환배교수팀에서는 Matrix sensor를 이용한 imaging test를 실시하였는데, 납판

에 X 및 마름모 모양의 이미지를 만들어 matrix sensor 위에 두고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이미

지를 얻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3.66. 납 팬텀 및 양성자 빔 조사하여 얻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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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업기술원의 김상국, 송인규 박사팀에서 수행한 실험은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벼종자

및 감나무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총 3회에 걸쳐 약 1,300개의 시료에 대해 비 조사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일자
시료 종류

시료 수(공정 수)
실험일자

시료 종류

시료 수(공정 수)

2012-01-06 벼종자 40(40) 2012-04-19 벼종자 1(1)

2012-04-04 감나무줄기 900(36)

표 3.50 종자 실험 지원 내역

그림 3.67. 돌연변이 연구용 시료 (좌) 감나무 줄기, (우) 벼종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여인성교수팀에서는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치과 재료 개질 연구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일자
시료 종류

시료 수(공정 수)

2012-02-10 ZrO2 1(10)

표 3.51. 생체재료 실험 지원 내역

그림 3.68. (좌) 빔 조사전, (우) 빔 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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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이용시설 구축

빔 이용시설 구축자료 제공 (20/100MeV)

이용 분야별 빔 이용 조건 제시

분야 책임자
시료 빔 조사조건

종류 크기 상태 제한조건 및 특이사항 종류 에너지 조사량 조사조건 & 특이사항

BT 권혜진 조경수목 종자 5mm내외 고체
상온, 30cm 지름의 

대량조사 요구
Proton 45MeV 0~1000[Gy] 3cm petri dish

ET 김경곤
유기단분자 및 

고분자 무기전구체
2.5×2.5×0.2(cm) 고체

섭씨200℃이하
10-2~10-3 torr

proton
수소이온빔

~수백 keV
total 1013~1014

ion/cm2 조사면적 최대 5cm2

NT 김곤호
다발형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직경 5~10mm
두께 200~400 ㎛

고체
70℃ 이하 대기압
판형태로 시료제작

proton 10~20MeV 1012~1015 cm-2 직경 10mm 이상의 
영역에서 균일조사

BT 김승욱
바이오매스 고체 

또는 액상
proton 45MeV 1 KGy ~30 KGy

BT 김종기
ferrofluid +cell

suspension
단결정

sample mount
온도조절가능

proton 1~5 MeV

의료 김찬형 물팬텀 20×20×40(cm) 액체 100℃ proton 45Mev
6~60×109

total 1011~1012 pencil beam

NT 김홍주 섬광검출기 수 cm x 수 cm
고체 
또는 
액체

proton 35, 45 MeV 1E+5/cm2 저선량빔

NT 송재희 0.5×3.0×0.5(cm) 액체 30℃이하 proton 20MeV 2000~16000 Gy uniformity

ET 이경호 분말(TiO2, CdTe)
분말(1㎛)

15×15×1(mm)
고체

H+,N++,
N2

+ 70~120 keV 5×1010 ions/cm2 전류밀도 0.5 mA
조사시간 20~100분

표 3.52. 제시된 이용 분야별 빔 이용 조건 



- 172 -

분야 책임자
시료 빔 조사조건

종류 크기 상태 제한조건 및 특이사항 종류 에너지 조사량 조사조건 & 특이사항

BT 이유미
Zebrafish
embryos,

cell

96well Plate
128×86×1(mm)

flask
35×65×1(mm)

액체

embryos : 25~30℃
cell : 37℃

embryo는 바닥에서 
4 mm내에 도말

proton 45MeV

zebrafish
1~50Gy(5ea)

cell
1~50Gy(5ea)

ET 이인자 YSZ
직경 1~2 cm

두께 1mm 이하
고체 500~1000℃ proton H+ 100keV

디스크타입의 시편의 
넓은 면적에 조사

IT 이재성 실리콘기판 2×2×0.05(cm)
비정질고

체,
단결정

400℃이하
고진공유지

deuterium 30~60keV 1010~1014 /cm2 4인치 웨이퍼기준 
uniformity 90%

기초 이철의 단결정
10×10×1(mm)

5×5×1(mm)
고체 proton 1013~1015/cm2 조사면적 1×1(cm)

NT 이탁희
나노전자소자

(ZnO, C, SiO2, Si,
Ti, Au, Al)

2×2×0.2(cm) 고체 50℃이하 proton 10~35MeV

flux density
1.8~4.6×108

total Fluence
1010~1013

6×6(cm)

ET 조성오 D0 10cm×10cm×1㎛ 고체필름
200℃이하

vacuum 상태
H, N 50~300keV 1015~1017/cm2 조사면적 15cm 이상 

균일조사

의료 주봉건
세포주(cell

culture)

NT 한민구
AlGaN/GaN

반도체
1×1×0.3(cm) 고체

250℃미만
상압 또는 진공

proton ~200keV 최적화필요
전면조사 uniformity

5%이내

NT 한상욱
나노입자,

나노막대, 박막
1cm×1cm×5㎛

고체,단결
정,분말

상온, ~10-2 torr
proton
이온빔

(N2,Fe,Cu)

양성자 
100keV~2MeV

이온빔
50~90keV

1014~1017/cm2 면적 1×1(cm)
flux 10% uni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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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수요조사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완공시 필요한 각 분야별 부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사업단 빔 이용 연구 개발 연구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으며 총 14명이 응답하였다. 아래 표는 취합된 부대시설 수요조사 현황을 나타내었다.

구분
요청자

주요보강요청사항 비고
성명 직위 소속기관

학계

주봉건 교수 서강대

￭ 양성자빔: 수십 MeV, 1~200Gy

￭ 부대시설:

- Clean Bench (무균대)

- CO2 Incubator (CO2 배양기)

김찬형 교수 한양대
￭ 양성자빔: ~100MeV, 6~60E+9/cm2-sec

￭ 부대시설:

- NI PXI (Instrument Control & DAQ)

이인자 교수 동국대

￭ 양성자빔: 100keV, 1~100E+13/cm2-sec

(600~800℃ 고온 조사)

￭ 부대시설:

- UV-VIS Spectrophotometer

- 고온 빔 조사용 시료 holder

- FT-IR - Color Meter (분광측색계)

- Glove Box - Vacuum Oven

- 후드 
- 진공펌프 (시료 보관 및 운반용)

- SEM - TEM

- 기타 : Hot plate, 감압여과장치

송재희 교수 순천대

￭ 양성자빔: 20~45MeV, 10nA

￭ 부대시설:

- UV-VIS Spectrophotometer

- FT-IR

- PL

- Probe Station (나노소자 특성 측정용)

한상욱 교수 전북대

￭ 양성자빔: 100keV~2 MeV, 1014~1017/cm2

￭ 부대시설:

- XRD

- AFM

김홍주 교수 경북대

￭ 양성자빔: 10~100MeV, <~106/cm2-sec

￭ 부대시설:

- NIM BIN and Modules

- DAQ

- Digital Oscilloscope

- Electrometer or Picoammeter

표 3.53. 부대시설 수요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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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청자

주요보강요청사항 비고
성명 직위 소속기관

학계

이재성 교수 위덕대

￭ 부대시설:
- Clean Room
- Wet Station
- 건조장치 
- Spin Coater
- 현미경
- P/R Asher
- DI Water System
- Four-Point Probe Station
- Wafer Sawing Machine

조성오 교수
한국과학
기술원

￭ 양성자빔: 수십~수백 keV
￭ 부대시설:

- 글로브박스 (질소 충전 이용)
- 스핀 코터
- 증착기 (Thermal Evaporator)
- Solar Cell simulator (Xe Lamp)
- 진공포장 밀봉장비, 데시게이터 등
- UV-오존 플라즈마 크리너 

(ITO substrate 표면 처리용)

한민구 교수 서울대

￭ 양성자빔: 수십 MeV
￭ 부대시설:

- Clean Room
- Wet Station

산업계

민명기 연구원 삼성SDI

￭ 양성자빔: ~30MeV, 수십 μA
￭ 부대시설:

- GC-Mass Spectroscopy
- Remote Sample Handling System
- 시료 방사화 측정/분석장치

권혜진 연구원 화이젠
￭ 양성자빔: ~45MeV, 20Gy~10kGy
￭ 부대시설:

- Clean Bench

연구계

정해영 연구원 생공연

￭ 양성자빔: ~45MeV, 수Gy~수백Gy
￭ 부대시설:

- Clean Bench
- Shaking Incubator
- 냉장/냉동고
- 냉장 원심 분리기
- 항온 수조
- Vortex Mixer

김재홍 연구원 원자력의학원

￭ 양성자빔: ~100MeV, 수십~수백μA
￭ 부대시설:

- Sample Carrier
- Whole Body Monitoring System
- Hot-Cell
- Sample Preparation Room

김경곤 연구원 KIST

￭ 양성자빔: ~수백 keV
￭ 부대시설:

- 글로브박스 (질소 충전 이용)
- 스핀 코터
- 증착기
- 광원 (Xe Lamp)
- 밀봉장비

부대시설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요구장비 우선순위를 작성하고 3단계 1차년도에 생명공

학 분야 관련 장치를 구입 및 설치하였다. 아래 표는 각 분야별 요구장비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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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우선
순위

장비명 활용분야
단가

(만원)

재료

1 UV-VIS Spectrophotometer 광흡수계수 측정 4,000

2 FT-IR 결합구조 분석 8,000

3 XRD 구성 물질 상태 분석 15,000

4 AFM 표면 구조 분석 10,000

5 Glove Box 무산소 분위기 실험 4,000

6 Color Meter 시료 표면 색수차 측정 1,000

7 Vacuum Oven 어닐링 1,000

8 후드 시료 전/후처리용 (약품) 1,000

9 진공펌프 시료 보관 및 운반용 200

10 고온 빔 조사장치 800~900도 500

11 Hot & Stir Plate 시료 전/후처리용 100

12 감압여과 장치 합성반응 후 시료 회수용 300

13 PL (photoluminescence) 물질 특성 측정 10,000

14 SEM 물질 표면 분석용 50,000

15 TEM 물질 표면 분석용 50,000

소계 155,100

생명공학

1 Clean Bench (×3) 시료 처리용 400

2 CO2 배양기 (×2) 동물세포 배양 900

3 진탕 배양기 (Shaking Incubator) 미생물 배양 (액체상태) 200

4 원심 분리기 (×2) 시료 분석(단백질 분리) 600

5 냉장 원심분리기 (×2) 시료 분석(단백질 분리) 800

6 초순수 제조기 순수 제조 400

7 고압 멸균기 멸균, 살균 300

8 ICE Flaker 시료 보관용 분쇄 얼음제조 500

9 냉장/냉동고 시료 보관 100

10 PH Meter PH 측정 200

11 Dry Oven 건조 및 살균 200

12 전자저울 (0.1mg 유효숫자) 정량측정 300

13 항온 수조 (×2) 효소(엔자임) 활성화 및 반응 100

14 Voltex Mixer (×3) 혼합 100

15 UV-Vis Spectrophotometer 시료 분석(단백질,DNA흡광도) 4,000

16 정치식 배양기 (Incubator) 항온미생물 배양 (고체배지) 200

17 Deep Freezer 시료 보관 1,000

18 LN2 Tank 시료 보관 200

19 UV Illustrator DNA 검출 1,000

20 형광 현미경 세포 내 변화 측정 5,000

21 무균 동물 사육실 (항온/항습) 실험 동물 사육 30,000

소계 46,500

표 3.54.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분야별 장비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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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우선
순위

장비명 활용분야
단가

(만원)

연료전지

1 시료 방사화 측정장치 시료 방사화 측정 8,000

2 GC-Mass Spectroscopy 시료 발생 가스 분석 7,000

3 Remote Sample Handling System 시료 원격 조정장치 2,000

4 글로브 박스 (질소 충전) 무산소 시료 처리 10,000

5 Spin-Coater 액상 도포용 500

6 증착기 (Thermal Evaporator) 박막 증착 2,000

7 Solar Cell Simulator (Xe 광원) 태양전지 특성 시험 1,000

8 Mill 분쇄장치 100

9 UV-오존 플라즈마 크리너 시료 표면 오염 제거 1,000

소계 26,600

반도체

1 Clean Room 반도체 공정 청정실 8,000

2 Wet Station 화학약품 공정 6,000

3 건조장치 건조 1,400

4 Spin Coater 액상(PR등) 도포용 3,000

5 현미경 (×150) 미세관찰용 1,000

6 P/R Asher PR 제거 7,000

7 DI Water System 순수 제조 3,000

8 Four-point Probe 소자 특성 측정 1,000

9 Wafer Sawing Machine 웨이퍼 절단용 7,000

소계 37,400

핵물리

1 HPGe Detector System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 분석 9,750

2 NIM Bin Power Supply NIM module용 전원 4,000

3 NIM Modules 검출기 신호처리용 10,000

4 Neutron Tagging System 중성자에너지 스펙트럼 측정 2,000

5 Digital Oscilloscope 신호측정용 3,000

6 Pico Ammeter / Electrometer 극 저전류 측정 장치 1,500

7 DAQ 데이터 처리장치 2,000

소계 32,250

계 29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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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실 및 처리실 개념 설계

중성자원

MCNPX ver. 2.5 을 이용하여 20~100 MeV 양성자 빔을 이용한 저에너지 중성자원에 대한 

코드 시뮬레이션 수행하였다. 표적으로는 Be, Li, W 를 사용하였다. 최적의 중성자 수율을 얻

기 위해 표적 두께를 변화시켜 코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Reflector
Be

Moderator
H2OProton Neutron

Target
Be, Li, W

그림 3.72.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중성자원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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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MeV 양성자에 대한 중성자원 계산 결과.

- Peak Intensity : 2.13×107 [n/MeV/cm2/mA] @ 0.81 MeV for 3mm-thick Be

8.63×106 [n/MeV/cm2/mA] @ 0.81 MeV for 1.7mm-thick Li

- Neutron Yield : 4.16×1013 [n/mA/sec] for 3mm-thick Be

2.37×1013 [n/mA/sec] for 1.7mm-thick Li



- 178 -

그림 3.74. 100 MeV 양성자에 대한 중성자원 계산 결과.

- Peak Intensity : 9.22×106 [n/MeV/cm2/mA] @ 0.81 MeV for 20mm-thick Li

6.63×107 [n/MeV/cm2/mA] @ 0.81 MeV for 150mm-thick Li

8.49×106 [n/MeV/cm2/mA] @ 0.81 MeV for 4mm-thick W

- Neutron Yield : 5.42×1013 [n/mA/sec] for 20mm-thick Li

1.16×1015 [n/mA/sec] for 150mm-thick Li

1.51×1015 [n/mA/sec] for 4mm-thick W

그림 3.75.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고에너지 중성자원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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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20~100 MeV 양성자에 대한 고속 중성자원 계산 결과.

표 3.55. 중성자원 계산 결과

Proton Energy
[MeV]

Ion Range
[mm]

Target Thickness
@ ΔE=2MeV

Peak Neutron
Energy [MeV]

Neutron Fluence
×1012 [n/Sr/sec/mA]

20 9.5 1.7 13.09 1.51

33 23.6 2.6 24.51 6.86

45 41.4 3.4 35.05 5.32

57 63.6 4.0 46.97 9.70

69 89.8 4.7 59.23 10.47

80 117.1 5.3 71.82 11.03

동위원소 처리실

동위원소 처리실용 핫셀과 시료 이송용기 설계를 설계하였다. 동위원소 처리실의 경우, 조사

된 표적 처리용 핫셀은 가속기 개발부에서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동위원소 처리용 핫셀

과 시료 이송용 용기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는 향후 고에너지 양성자빔 조사에 따라 방사화

된 시료의 처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핫셀 이외에도 시료이송용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

한 검토도 함께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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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 동위원소 생산용 핫셀 사진과 도면.

표 3.56. 동위원소 생산용 기반 시설 목록 및 소요 예산.

시설 및 장비 규   격 용   도 소요예산
(억원) 확보 방안

대용량 다중 표적
전류: >300μA
동시에 3가지 표적
조사가능 (설계/제작)

표적 4 설계/개발

표적이송장치 설계/제작 표적이송 4 설계/개발

Sr-82
RbCl 고체 표적장치 설계/제작 핵반응 5 설계/개발

Ge-68
Ga 고체 표적장치 설계/제작 핵반응 5 설계/개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100MeV 학셀,
GMP시설 

양성자 빔조사/
표적 분리

4/대
(핫셀)

구매

납차폐후드 설계/제작 방사성동위원소 
분리/정제 0.6 구매

분석장비 Radio-TLC 방사성동위원소
확인 0.7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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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조사 시나리오 개발

빔 조사 시나리오

아래 그림 3.78은 지난 수년간 양성자 및 이온빔 조사를 위한 빔 이용 절차를 나타내고 있

다. 이전의 빔 조사실험과는 달리 월 단위 이상의 일정 주기동안의 실험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희망하는 빔 조사 조건과 일정을 확인한 후 빔 조사 시나리

오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양성자가속기는 주간 단위로 가속기를 가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월간, 주간 단위 가속기 운전 및 빔 조사 시나리오를 작성해 나갈 계획이다.

빔이용 상담 (공고)

빔이용 신청 (접수)

빔이용 일정 확정 (과제선정)

이용자 요구 조사 조건 확인

실험 전 준비

실험

결과 확인 및 피드백

※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빔 이용 신청서 접수의 경우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괄호안의 내용)

이용자 요구 빔 조사 조건의 확보 확인 (초기 실험에서 매우 중요)
필요시 추가 빔 이용 장치 설치

이용자 요구 빔 조사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입수
이용자와 지원그룹간의 실험내용에 대한 공동 이해

이용자의 요구 조건 확인
가속기 및 빔라인 운전 일정 등을 고려한 내부 협의 절차

빔이용 전 이용자의 실험 가능성에 대한 상담

실험결과에 대한 상호 확인
(이용자에게 빔조사 조건 등의 상세 정보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실험결과에 대한 정보 입수, 만족도 조사, 연구성과물 등 확인)

빔 조사 시나리오 작성

그림 3.78. 빔이용 절차 

빔 이용 서비스 관련 업무 처리는 아래 그림 3.7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용자와 가속기 및 

빔라인 운영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방사선 안전관리부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관

리와 협조로 이루어진다.

양성자빔

가속기 및 빔라인 운영(부서)

빔이용 시설 운영 빔 이용 지원(부서)

이용자

표적실 처리실
빔이용부대시설 (후처리공정, 측정, 분석)

(방사선)안전관리(부서)

그림 3.79. 빔 이용 지원을 위한 부서간 업무연계도.



- 182 -

초기에는 가속기 개발부에서 제안한 시나리오에 따라 이용자들의 빔조사 서비스 수행하고 

이후 빔조사 시나리오는 가속기개발부의 초기 운전 시나리오에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실험의 종류에 따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검출기 실험의 경우, 장치 설치에만 하루 이상이 소요되고 동위원소 

생산의 경우, 수 일 동안의 지속적인 빔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래 그림 

3.80은 향후 10개의 표적실이 모두 구축되었을 때의 월단위의 빔 조사실험 계획 예시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3.81.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계획된 빔시나리오 예시 

그림 3.81은 향후 표적실별 빔 이용시설 구축 및 이를 이용한 빔 이용 연구 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초기 20MeV와 100MeV 양성자빔 이용을 위한 TR23, TR103

두 개의 표적실을 먼저 설치하고 매년 2개씩의 표적실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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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 빔라인 및 빔 이용 시설 구축 및 운영 계획.

빔 조사장치

2012년말 예정인 초기 빔 이용 시설 (TR103, TR23)의 이용자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표

적실내 빔 조사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빔 윈도우에서부터 빔 진단 장치, SOBP, 에너지 

degrader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간략한 빔 조사장치 개념도를 아래 그림에 나타

내었다. 두 표적실의 크기는 약 4m X 4m로 빔창으로부터의 시료까지의 공간은 약 1~1.5m 정

도 확보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TR103의 경우, 시료로부터 발생되는 중성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사선으로부터 처리실의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조 차폐장치의 설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공간 상의 제약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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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103 (4m x 4m)

빔창

시료

1m
(빔조절장치

설치 공간)

1.25m

1m

빔창 시료

Degrader

SOBP장치

진단장치

1m (차폐체설치공간)

TR23 (4.65m x 4.65m)

1m

1.65m

그림 3.82. TR103과 TR23 구조 및 빔 조사장치 배치도.

빔 에너지 조절장치

실험 중 빔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에너지의 양성자빔을 제공하기 위해 양성자 빔 에너지 조절

을 위한 degrader를 설계, 제작하였다. 100 MeV 빔라인에서 사용할 degrader 의 설계를 위해 

SRIM code 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알루미늄 degrader 1mm 단위로 총 6개의 sheet를 조합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Al degrader는 2004년에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설치된 45MeV 양성자빔 시험 이용시설 (그림 

3.84) 구축 시 이미 설계, 제작하고 그 특성을 확인한 바 있다. 입사 에너지의 증가에 따라 알

루미늄의 두께가 증가하고 빔 전류 밀도의 변화에 따른 열부하를 고려한 냉각시스템이 추가되

었다. TR103에서의 100MeV 양성자빔을 위한 degrader의 설계 변수들은 표 3.57에 나타내었다.

Beam aperture 300 mm φ

Max. number of sheet 6 ea

Al sheet size 350 × 350 mm

Moving system Rod-less air cylinder

Thickness ~ 37 mm (1mm 간격)

Energy range 15 ~ 100 MeV

표 3.57. TR103의 알루미늄 degrader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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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eV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의 두께 변화에 따른 입사에너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커서 에

너지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0.5 또는 

1mm 두께의 Al degarder와 함께 공기층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에너지에 도달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표 3.58과 그림 3.83에는 100MeV 양성자빔의 에너지 조절을 위한 degrader

의 두께에 따른 양성자빔의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표 3.58. TR103에서의 Al degrader 두께에 따른 양성자빔 에너지 및 빔 프로파일

(입사에너지 102.4MeV)

두께
[mm]

투과후 
에너지
[MeV]

에너지 분포
(FWHM)

[MeV]

빔사이즈
(FWHM)

[μm]

두께
[mm]

투과후 
에너지
[MeV]

에너지 분포
(FWHM)

[MeV]

빔사이즈
(FWHM)

[μm]

1 100.88 0.38 5.03 20 67.53 2.01 648.25
2 99.33 0.54 15.96 21 65.45 2.12 736.73
3 97.78 0.66 29.02 22 63.30 2.15 754.35
4 96.20 0.77 46.96 23 61.08 2.22 827.20
5 94.62 0.86 70.22 24 58.81 2.37 874.20
6 93.00 0.93 90.48 25 56.47 2.49 922.38

7 91.36 1.02 114.56 26 54.05 2.53 1,038.70
8 89.70 1.08 144.41 27 51.52 2.76 1,083.35
9 88.02 1.19 171.90 28 48.93 2.85 1,146.80

10 86.31 1.27 201.16 29 46.20 2.99 1,266.65
11 84.57 1.32 237.35 30 43.37 3.21 1,339.50
12 82.82 1.39 267.90 31 40.35 3.42 1,408.83

13 81.03 1.51 283.18 32 37.17 3.56 1,531.03
14 79.21 1.54 344.16 33 33.74 3.94 1,569.80
15 77.36 1.63 384.23 34 30.02 4.37 1,682.60
16 75.47 1.71 460.60 35 25.85 4.84 1,850.63
17 73.53 1.72 513.48 36 21.04 5.76 1,943.45
18 71.58 1.84 560.48 37 15.22 7.04 1,978.70

19 69.59 1.89 611.00

그림 3.83. Al Degrader 두께에 따른 100MeV 양성자빔의 에너지 조절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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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MeV의 양성자빔의 에너지 조절을 위하여 100MeV와 동일한 Al을 이용한 계산결과

를 살펴보면 아래 표 3.59 및 그림 3.84와 같다. TR103과 동일하게 0.5mm 두께의 AlBeMat 재

질의 빔창을 통과한 후 양성자빔 에너지인 17.7MeV를 입사에너지로 한 계산결과, 100μm 두께 

단위로 Al degrader의 두께를 조절해야 하고 그 때 얻어지는 빔 에너지 분포가 매우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에너지
(MeV)

두께
(mm)

통과후 에너지
(MeV)

에너지분포
(FWHM, MeV)

빔사이즈
(FWHM, μm)

17.7

0.1 17.10 0.11 0.93

0.2 16.49 0.16 2.66

0.3 15.86 0.20 5.12

0.4 15.21 0.23 8.07

0.5 14.53 0.26 11.87

0.6 13.83 0.29 16.57

0.7 13.10 0.33 21.15

0.8 12.34 0.37 25.85

0.9 11.54 0.39 32.27

1.0 10.69 0.44 38.42

1.1 9.78 0.48 45.36

1.2 8.81 0.54 53.35

1.3 7.74 0.61 63.69

1.4 6.55 0.69 71.32

1.5 5.15 0.82 80.37

1.6 3.41 1.17 92.83

1.7 0.93 - -

표 3.59. TR23 알루미늄 통과 후 양성자빔 에너지 및 빔크기

그림 3.84. TR23용 알루미늄 두께별 에너지 및 에너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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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μm 두께의 대면적 Al degrader 사용 시 Al을 통과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에너지가 

1MeV 이상으로 크고 얇은 두께로 인한 냉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최소 0.5 또는 1mm 두

께의 알루미늄과 공기층을 조합하여 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1mm 두께의 알루

미늄을 통과한 후 공기층의 두께에 따른 양성자빔의 에너지 변화를 계산은 MCNPX 코드를 이

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계산에 사용된 조건은 아래 그림 3.85와 같다. Al degrader는 빔창으로부

터 5cm 떨어진 위치에 두고 통과후 공기층의 두께는 각각 10, 30, 50, 70, 100cm 로 변화시키

면서 계산을 수행하였다. 계산결과는 그림 3.86과 표 3.60에 정리되어 나타내었다.

40 cm

0.1mmt 
Air detector

0.5 mm
AlBeMet window

At 10, 30, 50, 
70, 100 cm

20 MeV
Proton beam
(Φ 30 cm)

1 mm
Al degrader5 cm

그림 3.85. MCNPX 계산 조건

그림 3.86. 거리에 따른 양성자 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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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0. 거리에 따른 양성자 빔 에너지

공기층 두께 [cm] 10 30 50 70 100

에너지 [MeV] 9.50 8.44 7.27 5.93 3.30

에너지 분포, FWHM

[MeV]
0.61 0.68 0.78 0.92 1.39

양성자빔 조사에서 에너지와 더불어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인 빔프로파일 계산을 위해 추가

적으로 그림 3.8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mm 두께의 Al degrader의 위치에 따른 표적에서

의 빔 에너지와 빔프로파일의 변화를 계산해 보았다. 계산 결과는 그림 3.88과 3.89에 나타나 

있는데, 그림에서와 같이 Al degrader의 위치에 무관하게 에너지는 10MeV로 동일하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빔 퍼짐의 정도는 Al 통과후 공기층을 통과하는 경우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넓은 면적의 낮은 빔 플럭스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Al degrader의 위치를 

빔창에 가까이 두고 반대의 경우에는 시료에 가까이 위치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시료에서

의 2차원 빔 프로파일 계산 결과는 그림 3.91과 같다. 2차원 분포 계산 시 시료의 면적은 30

cm × 30 cm 이고 두께는 0.1 mm 였으며, 계산을 위한 mesh은 200 ea × 200 ea × 1 ea로 두

고 각 mesh는 1.5 mm × 1.5 mm × 0.1 mm로 설정하였다.

1 mmt Al
20 MeV
Proton beam

1mmt 
Air detector

100 cm

20 MeV
Proton beam

50 cm 50 cm

20 MeV
Proton beam

100 cm

Case 1

Case 2

Case 3

그림 3.87. 20MeV 양성자빔의 에너지 조절 계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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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8. Al degrader의 위치에 따른 (좌) 양성자 빔 에너지, (우) 양성자 빔 프로파일 변화

그림 3.89. MCNPX를 이용한 (좌) case 1, (중) case 2, (우) case 3 의 양성자 빔 프로파일

100MeV 양성자빔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degrader의 두께 배열에 따른 영향을 계산

해 보았다. TR103에서의 양성자빔 에너지 조절을 위하여 각각 1, 2, 3, 5, 10, 20mm 두께의 Al

degrader를 조합해 약 1 MeV 단위로 양성자빔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데, 이 때 

degrader의 두께에 따른 배열을 두꺼운 것부터 또는 얇은 것부터 배치하여 계산하고 도달한 

양성자빔의 에너지와 빔 프로파일을 검토하였다. 사용한 코드는 MCNPX이고 계산 조건은 그

림 3.90에 나타내었다.

1 mm
2 mm

3 mm
5 mm

10 mm

100 MeV
Proton beam 10 cm

1mmt 
Air detector

Al degrader

5 cm

1 mm
2 mm

3 mm
5 mm

10 mm

100 MeV
Proton beam 10 cm

1mmt 
Air detector

Al degrader

5 cm

그림 3.90. 계산에 사용된 구조 (좌) 얇은 Al degrader부터 배열, (우) 두꺼운 Al degrader부터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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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종류에 배열을 가진 degrader를 통과한 후 얻어진 에너지 분포는 그림 3.91에서와 

같이 동일함을 확인하였고 빔 퍼짐 정도는 두꺼운 것을 먼저 배열한 경우가 조금 더 크게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빔 프로파일 및 분포는 그림 3.92와 3.93에 나타내었다.

그림 3.91. 양성자빔 에너지 스펙트럼. (좌) linear spectrum, (우) Log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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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2. 양성자빔 분포 (좌) 얇은 Al degrader부터 배열, (우) 두꺼운 Al degrader부터 배열

그림 3.93. Al degrader 배열 순서에 따른 양성자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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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rader의 제작 시 효율적인 냉각을 위해 5,10, 20mm 두께는 양면 수냉 및 공냉을 도입하

였고 3, 2, 1, 0.5mm 두께는 단면 수냉 및 공냉 방식을 도입하였다. 유효 단면적은 모두 30cm

직경으로 설계, 제작하였고, 재질은 이전의 실험 결과, 계산 결과, 방사화 정도를 고려하여 Al

으로 사용하였는데, 프레임은 Al6061, Al degrader sheet는 99.9%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제작

된 degrader의 도면과 사진은 그림 3.94와 3.95에 나타나있다.

그림 3.94. Al degrader 제작 도면.

그림 3.95. Energy degrader (좌) 제작된 제품, (우) 3차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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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BP용 변조장치

100 MeV 양성자 빔을 최대 7cm까지의 일정 두께를 가지는 시료에 균일한 선량값으로 조사

하기 위해서는 SOBP (Spread-Out Bragg Peak)용 변조 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전형과 

릿지 형태의 두 가지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회전형의 경우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있고 릿지

형은 시간 변수에 대해 무관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속기로부터의 양성자

빔이 펄스임을 감안하여 릿지형 (ridge filter type)으로 설계, 제작하였다. SOBP용 변조장치의 

설계를 위해서 입사 에너지 100MeV를 기준으로 SRIM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각각 2

cm 두께와 8 cm 두께의 SOBP가 만들어지도록 설계하였다. 릿지형 제작을 위한 공정상의 어

려움 때문에 유효단면적은 20cm × 20cm로 줄여 설계, 제작하였다. SRIM 코드를 이용한 릿지

의 단면적 형태는 그림 3.9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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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6. SRIM 코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된 릿지 모양.

릿지 모양의 변조장치의 재질은 Al6061를 사용하였으며 바닥면의 최소 두께는 2mm이며 

8-cm SOBP의 경우 능선의 높이가 40mm, 2-cm SOBP의 경우 능선의 높이는 12mm로 결정되

었다. SRIM 코드로 얻어진 릿지 모양을 바탕으로 MCNPX 코드에 대입하여 depth, lateral

dose 분포를 계산하였다. 변조장치와 시료 사이의 거리와 입사 에너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두께

의 SOBP가 균일하게 만들어짐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97부터 그림 3.99에 나타나 

있다. 그림 3.100은 제작된 SOBP용 변조장치의 도면과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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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7. 거리에 따른 깊이방향 선량 분포. A. 8-cm SOBP, B. 2-cm SO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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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8. Lateral-dose distribution. A. 8-cm SOBP, B. 2-cm SO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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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9. 입사 에너지에 따른 깊이 방향 선량 분포. A. 8-cm SOBP, B. 2-cm SO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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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0. 제작된 SOBP용 변조장치 및 제작 도면 (좌) 8-cm SOBP, (우) 2-cm SOBP

플럭스 조절장치

100-MeV 양성자 가속기는 대용량 펄스형 가속기로 저선량 실험을 위해서는 플럭스를 줄여 

실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플럭스를 줄일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우주항공, 생물분

야 등 저선량이 필요한 실험에 적용하고자 플럭스 조절장치를 제작하였다. 100MeV 양성자빔

을 4.5cm 간격으로 직경 2mm 구멍을 뚫어 양성자빔의 플럭스를 조절하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설계를 위해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플럭스 조절장치 통과 후 빔균일도를 측정하였다. 아래 

그림 3.101은 MCNPX 코드 계산에 사용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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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 MCNPX 코드 계산에 사용된 구조 

다공형 콜리메이터 (multi hole collimator)의 형태로 제작된 플럭스 조절장치의 재질은 알루

미늄으로 하였고, hole 의 직경은 2 mm 이고 hole 과 hole 사이의 거리는 1 cm 로 하여 계산

하였다. 100 MeV 양성자빔의 알루미늄에서의 평균 투과 깊이는 약 3.7 cm 이나, 실제 플럭스

조절장치 제작 시 냉각관 설치 등의 이유로 Al 두께를 5 cm 로 하여 계산하였다. 플럭스 조절

장치 후단에 빔 퍼짐을 통한 플럭스 감소 효과를 얻기 위하여 1 mm 두께의 Au scatterer를

위치시켰다. 그림 3.102와 그림 103은 플럭스 조절장치 통과 후 거리에 따른 양성자빔 플럭스

의 2차원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X

Y

-5 0 5

-6

-4

-2

0

2

4

6

d=53cm
X

Y

-5 0 5

-6

-4

-2

0

2

4

6

d=100cm

cm

X

Y

-5 0 5

-6

-4

-2

0

2

4

6

d=150cm

X

Y

-5 0 5

-6

-4

-2

0

2

4

6

d=200cm

cm
그림 3.102. 거리에 따른 양성자 빔 플럭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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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따른 양성자 빔 플럭스 분포를 확인한 결과, 1cm 간격으로 2mm 홀을 배치한 경우 

약 150cm 떨어진 위치에서 평탄한 양성자빔 분포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103. 양성자 빔 flux 그래프 

그림 3.104는 계산에 사용된 구조를 나타낸다. 앞서 1 cm 간격을 4.5 cm 로 하여 계산한 결

과이다. 100 cm 떨어진 위치에서 양성자 빔 플럭스를 약 1/10000 로 감소시며 균일한 빔 분포

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105에는 플럭스 조절장치의 도면과 사진을 나타내었다.



- 197 -

X

Y

-15 -10 -5 0 5 10 15 20

-15

-10

-5

0

5

10

15

그림 3.104. MCNPX를 이용한 계산 결과 (좌) 2차원 분포, (우) X-축 방향 양성자빔 분포

6-n10 DP 20

PIN HOLE

8-M6x1 DP12, Heli coil 처리할 것

16-n6 Drill,  dp 445, n8.5 Drill, dp 18, 1/8"

PT tap, plug 노출 안되게 끝까지 삽입 할 것.

테프론 테입 사용 안됨, 록타이트 처리할 것

2-n18.5 dp 50,

1/2" PT tap.

37-n2 drill thru,

8-n8.5 dp 50,

1/8" PT tap.

P.C.D. 30, 148-M4 dp 5,

pitch 45 x 45, Endmil 전

처리 후 Tap  끝까지 낼 것

37-n8 dp

0.9, 바닥면 조

도관리 할 것
2-n15 dp 400, 3/8" PT tap.

plug 노출 안되게 끝까지 삽입

할 것.

6-M6  tap, dp 10

4-M4 tap, dp 10

n  15 drill Thru. 3/8" PT Tap x 2 Ea

n18.5 drill dp. 50,

1/2" PT Tap

n15 drill dp. 410.5,

3/8" PT Tap

6-n10 DP 20

PIN HOLE

8-M6x1 DP12, Heli coil 처리 할 것

4-M4 tap, dp 10

8-n6 Drill,  dp 445, n8.5 Drill, dp 18, 1/8"

PT tap, plug 노출 안되게 끝까지 삽입 할 것.

테프론 테입 사용 안됨, 록타이트 처리할 것

n15 drill dp. 445, n18.5

drill dp. 50, 1/2" PT Tap

그림 3.105. 제작된 플럭스 조절장치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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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 콜리메이터 도면 및 제작품

콜리메이터 

양성자빔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해 콜리메이터를 제작, 설치하였다. 콜리메이터는 양성자 빔 

이용장치 중 맨 앞쪽, 뒤쪽에 위치하도록 빔이용시설당 2세트씩 제작하였다. TR23 및 TR103

빔이용시설의 양성자빔 크기가 직경 30cm로 넓어 필요에 의해 조절할 수 있도록 빔 윈도우 쪽

에 설치되는 콜리메이터는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1mm 단위로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상하좌우 

차폐 블록이 움직이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nozzle 파트로 샘플 바로 앞에 위치하는 콜리메이터

는 직경 10cm 홀을 가진 형태로 추가적인 부착형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직경 5cm

로 줄일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패러데이컵

그림 3.107. 제작된 패러데이컵과 도면

양성자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대면적 패러데이컵을 제작, 설치하였다. 최대 직경 30cm의 

양정자빔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세라믹을 이용하여 컵과 지지체 사이가  

전기적으로 분리되도록 제작하였으며, 세라믹에 양성자빔 조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

체는 컵 후면에 위치시켰다. 패러데이컵은 TR103과 TR23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빔전류 측정

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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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실 

원격 시료 이송 시스템 

양성자빔 이용 시 이용자와 운영자가 받게 되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조

사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빔 조절장치와 시료는 원격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

였다. 표적실에서 빔 조사가 완료된 시료는 시료 이송용 관통부를 통해 처리실 내 핫셀 내부로 

이송되는 개념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TR103에서 20cm × 20cm 의 단면적을 가지는 관통부를 

차폐벽 건설 작업 시 미리 확보해 두었다.

그림 3.108. 시료 원격이송 시스템 개념도

시료이송용 관통부 차폐 연구

TR103 표적실의 표적이송용 관통부에 아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철플러그를 삽입하는 

경우, 표적실 내부와 핫셀을 관통하는 공간(표적이송용 관통부)으로부터 누설되는 방사선에 의

한 선량 영향을 MCNPX 코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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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 TR103 표적이송용 관통부와 철플러그 삽입형태.

표적이송용 관통부 내 삽입되는 철플러그의 길이는 160 cm 로 표적실 차폐벽 두께 200 cm

보다 작고, 철플러그와 관통부와의 사이에 5 mm의 간극을 가정하였다.

선량평가 위치는 아래 그림 3.1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관통부 처리실측 벽면), #2 (처리

실 내 핫셀 측면) 및 #3 (처리실 내 핫셀 정면) 지점이고, 각 위치별로, 선량평가 결과는 표 

3.6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평가 결과 충분한 차폐가 이루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정면에서는 중성자에 의한 영향이 감마선에 의한 영향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그림 3.110. 핫셀 주변 선량평가 위치 

(관통부 중심 높이: 표적실 바닥으로부터 4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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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중성자 감마선 총선량

#1 4.62E+2 7.46E+1 5.36E+2

#2 4.63E+1 2.84E-1 4.66E+1

#3 7.32E+0 1.19E+1 1.92E+1

표 3.61. 철플러그 삽입 시 위치별 선량평가 결과 

(단위: μSv/hr)

160cm 길이의 철 차폐체만으로 충분한 차폐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철플러그 후면

과 전면에 차폐벽과 동일하게 콘크리트로 채운 경우를 가정해 선량평가 재실시한 결과, 아래 

그림 3.62에서와 같이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표에서와 같이 콘크리트를 추가한 경우,

핫셀 표면에서 허용 공간감마선량율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position 중성자 감마선 총선량

#1 6.65E+1 1.67E+1 8.33E+1

#2 3.04E+0 3.29E-1 3.37E+0

#3 2.28E+0 1.04E+1 1.26E+1

표 3.62. 철플러그 후면에 콘크리트 추가 삽입 시 선량평가 결과

(단위: μSv/hr)

이러한 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관통부 차폐용 플러그는 아래와 같이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하고 플러그 부분을 다시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철차폐체를 중심으로 콘크리트 차폐제를 

추가하는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표적실 안쪽에는 철플러그헤드 부분을 추가하였다.

· 관통부: 200 mm × 200 mm × 2050 mm (가로×세로×길이)

· 플러그: 190 mm × 190 mm × 2050 mm (가로×세로×길이)

길이방향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 (650 + 900(철) + 500 mm)

· 플러그헤드: 400 mm × 400 mm × 100 mm (가로×세로×길이)

그림 3.111. 표적실-처리실간 관통부 그림 3.112. 관통부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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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관통부 철 플러그 도면.

원격 시료이송장치

처리실과 표적실 내 시료 원격 이송장치는 그림 3.114에서와 같이 핫셀에서 관통부로의 시

료 이송, 관통부 통과 후 표적실 내에서의 시료 이송으로 나누어 구성되며, 차폐용 철플러그의 

말단에 시료 조사모듈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관통부 

차폐용 플러그는 아래와 같이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제작하고 표적실 내에서의 시료 이송은 

차폐체 말단에 위치한 시료조사모듈을 들어올려 수평이동 후 빔 조절장치의 시료 조사 위치에 

내려놓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적실 내 시료이송장치는 그림 3.115와 같이 수평이동과 

수직운동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도면은 그림 3.11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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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시료 이송 시스템 도면.

그림 3.115. 표적실내 상하강 및 수평 이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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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표적실내 상하강 및 수평 이동 장치 도면.

원격 조정 가능한 빔 조절장치 서포트 제작

TR103 및 TR23의 운전 조건이 각각 100MeV, 0.3mA와 20MeV, 0.6mA로 빔 조사 시 상당

한 방사화가 발생되어 빔 조절장치의 방사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방사화된 장치가 

냉각될 때까지 운전자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빔조절장치를 조절

할 수 있는 서포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래 표는 100MeV 및 20MeV 표적실 빔 제원

을 나타내었다.

표 3.63. 양성자빔 이용시설 규격 및 주요 활용 분야
20 MeV Beamlines100 MeV Beamlines

50 keV Injector

3 MeV RFQ

20 MeV DTL100 MeV DTLSRF TB

동위원소 전력반도체

의료/생명

재료/에너지

기초과학

동위원소

의료(암치료)

중성자원

기초과학
우주/항공

원자력/재료

Irradiation
Condition

Avg. 
Current

Rep.
Rate

Application
Field

Beam
Line

Radio Isotopes 

Basic Science

Materials, Energy & 
Environment

Bio-Medical 
Application

Semiconductor

Hor. Ext.
100mmØ60m A15HzTR24

Hor. Ext.
300mmØ0.6mA30HzTR23

Hor. Vac.
100mmØ1.2mA60HzTR25

Hor. Ext.
300mmØ60m A15HzTR22

Hor. Ext. 
300mmØ0.6mA60Hz TR21

20 MeV Beamlines100 MeV Beamlines
Beam 
Line

Application
Field Rep. Rate Avg. 

Current
Irradiation 
Condition

TR101 Radio Isotopes 60Hz 0.6mA Hor. Ext.
100mmØ

TR102 Medical Research
(Proton therapy) 7.5Hz 10m A Hor. Ext.

300mmØ

TR103 Materials, Energy & 
Environment 15Hz 0.3mA Hor. Ext.

300mmØ

TR104 Basic Science
Aero-Space tech. 7.5Hz 10m A Hor. Ext.

100mmØ

TR105 Neutron Source
Irradiation Test 60Hz 1.6mA Hor. Vac.

100mm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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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7. 원격 조정 빔 조절장치 서포터 개념도

빔 조절장치 서포트 유닛은 빔 조절에 필요한 에너지 조절장치, 변조장치, 콜리메이터, 패러 

등의 빔 조절장치 모듈들을 빔 경로 상에 위치시키거나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때 모

듈간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위치로의 이동이 원격조정으로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하였

다. 그림 3.118과 3.119는 빔 조절장치 서포트 유닛과 모듈 사진이다.

그림 3.118. 원격조정 빔조절장치 그림 3.119. 모듈 베이스 적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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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 설계 및 제작

처리실 내 핫셀은 양성자빔 조사에 의해 방사화된 시료의 보관 및 후처리를 위하여 설계,

제작되었다. 방사화는 에너지가 높을수록, 빔전류가 클수록 크게 나타나며, 가장 많이 방사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료는 동위원소 생산 연구용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핫셀

에 대한 차폐 구조 계산에 앞서 동위원소 생산 연구용 표적을 감마선 선원으로 두고 10 cm

두께의 핫셀 외벽 표면에서의 감마선 선량율을 계산하였다. 핫셀 납 차폐체의 크기는 실제 설

치될 핫셀의 크기와 같이 가로 1.68 m, 세로 1.95 m 로 하고, 표적의 위치는 내벽 후면에서 

50 cm 떨어진 지점으로 가정하고 계산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샘플에 대한 선량율 계산 결과

는 표 3.64~3.66에 나타내었다. 계산 결과, 모든 경우에 핫셀 외벽에서 선량율이 백그라운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21에는 핫셀 도면과 사진을 나타내었다.

Sample (water bath)

Pb

Plane 
Detector #1

Plane 
Detector #2

50 cm

Pb shielding
10 cmt

그림 3.120. 차폐 계산에 사용된 구조

Time [m]
Absorbed dose rate [μSv/h]

Detector #1 Detector #2

0 292 0.158

1 163 0.115

2 140 0.107

6 98 0.0862

10 79.9 0.0732

20 56 0.0538

30 43.2 0.0423

60 26.5 0.0249

표 3.64. RbCl 표적의 선량율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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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 Ga 표적의 선량율 계산 결과 

Time [m]
Absorbed dose rate [μSv/h]

Detector #1 Detector #2

0 368 0.117

1 354 0.11

2 345 0.107

6 312 0.0976

10 286 0.0871

20 234 0.073

30 197 0.063

60 130 0.0442

 

표 3.66. ZnO 표적의 선량율 계산 결과 

Time [m]
Absorbed dose rate [μSv/h]

Detector #1 Detector #2

0 643 0.461

1 529 0.315

2 469 0.244

6 337 0.144

10 274 0.113

20 194 0.083

30 150 0.068

60 89.3 0.0467

    

그림 3.121. 핫셀 도면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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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 시료 이송을 위한 차폐 용기 제작

빔 이용시설의 방사선 구역 내부에서 사용할 방사능 차폐 이송용기에 대한 차폐 계산을 실

시하였다. 앞서 계산한 동위원소 생산연구용 시료를 감마선 소스로 하여, 이중 차폐구조체 중 

외부 차폐체 (5 mmt SUS + 50 mmt 납 + 5 mmt SUS) 만 사용하여 외부 선량율을 계산하고,

계산 결과 선량율이 12.5 μSv/h 이상인 경우, 이차적으로 내부차폐체 (5 mmt SUS + 50 mmt

납 + 5 mmt SUS) 를 추가하여 이송용기 외벽에서의 선량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3.122. 차폐 계산에 사용된 구조

Time [m]
Absorbed dose rate [μSv/h]

Ga RbCl ZnO

0 6.85 13.88 37.62

1 6.23 11.25 25.61

2 5.99 10.51 20.25

6 5.39 8.72 11.38

10 5.01 7.54 8.61

20 4.55 5.66 6.36

30 3.95 4.53 5.43

60 3.21 2.79 3.95

표 3.67. 외부 차폐체만을 사용한 경우 상부면에서의 선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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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
Absorbed dose rate [μSv/h]

Ga RbCl ZnO

0 7.86 17.81 58.58

1 7.2 14.72 39.78

2 6.91 13.8 31.73

6 6.19 11.29 18

10 5.74 9.83 13.62

20 5.1 7.39 10.01

30 4.5 5.88 8.52

60 3.64 3.65 6.22

표 3.68. 외부 차폐체만을 사용한 경우 측면에서의 선량율

Time [m]
Absorbed dose rate [μSv/h]

Ga RbCl ZnO

0 0.3 0.65 2.02

1 0.27 0.53 1.31

2 0.26 0.5 1.01

6 0.23 0.41 0.54

10 0.22 0.36 0.39

20 0.19 0.27 0.29

30 0.17 0.21 0.25

60 0.14 0.12 0.18

표 3.69. 이중 차폐체를 사용한 경우 상부면에서의 선량율

Time [m]
Absorbed dose rate [μSv/h]

Ga RbCl ZnO

0 0.34 0.82 3.12

1 0.31 0.68 2.03

2 0.3 0.64 1.61

6 0.27 0.54 0.86

10 0.25 0.48 0.63

20 0.22 0.36 0.46

30 0.2 0.28 0.39

60 0.16 0.16 0.29

표 3.70. 이중 차폐체를 사용한 경우 측면에서의 선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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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율 계산 결과 1 MeV 이상의 감마선 방출이 많은 ZnO, RbCl 의 경우 외부차폐체만을 

사용한 경우, EOB 에서의 선량율이 12.5 μSv/h 이상이나, 약 15 분 후에 12.5 μSv/h 이하로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중 차폐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EOB 에서도 12.5 μSv/h 이하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23은 시료이송용기의 도면이고 그림 3.124는 제작된 시료이송용기의 사

진이다.

그림 3.123. 시료이송용기 도면.

그림 3.124. 시료이송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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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이용 기술 및 장치기술 개발 

In-vivo 조사 장치 개발

“저에너지 양성자 암치료 장치 개발” 과제의 수행을 통해 확보된 LEPT (Low Energy Proton

Therapy) 장치 시제품을 이용해 원자력의학원의 MC-50 싸이클로트론에 LEPT 빔라인 설치하였

다. In-vivo 조사장치는 LEPT 빔라인에 mouse holder, depth-dose measurement system, SOBP

를 위한 ridge filter type modulator, monitoring camera, bolus, range shifter 등의 in-vivo 조

사를 위한 노즐과 진단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in-vivo 실험을 수행하였다.

바이오/생명공학 분야에서 소동물 실험은 실험관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마지막으로 생명체에 

적용하여 검증할 수 있는 실험으로 최근 대부분의 바이오 분야 연구에 필수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양성자 빔을 이용한 소동물 실험을 바이오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그동안 소동물 빔 

조사 장치의 부재로 양성자빔을 이용한 소동물 실험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림 3.125. LEPT 시제품을 이용한 in-vivo 실험 장치 사진.

마우스를 대상으로 in-vivo 실험을 수행하였다. 마우스에 LLC 세포를 접종하여 tumor를 만든 

다음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종양이 치료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3.127에는 in-vivo 조사장치의 

사진과 조사실험 모습을 나타내었다. 실험에는 C57BL6 마우스가 사용되었다. 양성자빔 에너지는 

42MeV 였으며, 각각 20, 40Gy의 선량의 양성자빔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는 아래 그림 3.128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빔 조사한 마우스에서 암종양크기의 성장이 크게 둔화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26. 실험에 이용된 C-57 마우스, LLC 사진, 마우스에 접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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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or

Collimator
직경: 8~12mm

Bolus
직경: 8~12mm

3cm

그림 3.127. in-vivo 실험 장치 및 실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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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선량에 따른 마우스의 암세포 크기 증가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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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1차년도에 제작된 마우스 홀더, bolus, collimator 등을 개선하고 range shifter를 추가

하여 in-vivo 조사장치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실험장치중 콜리메이터는 기 제작된 마우스 홀더

에 삽입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그림 3.129와 3.130은 부품 도면과 사진이다. 재질은 물과 

밀도가 유사한 PMMA를 사용하였다.

그림 3.129. 콜리메이터 도면. 암 종양의 크기에 맞추어 콜리메이터 홀 직경을

4~13mm 로 1mm 단위로 제작

그림 3.130. 콜리메이터 사진 (좌) 새롭게 제작된 콜리메이터, (우) 기존 콜리메이터

보러스는 콜리메이터에 삽입되는 형태로 PMMA 재질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종양의 모

양이 구형이라고 가정하고 크기는 4~13mm 직경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3.131. Bolus 도면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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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shifter는 bolus 안에 삽입되어 양성자빔 에너지를 조절하여 양성자빔의 침투 깊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0.5, 1, 2mm 두께의 PMMA로 제작하여 침투 깊이를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콜리메이터와 bolus, range shifter가 한 몸체를 이루도록 컴팩트

하게 디자인되었다.

그림 3.132. 제작된 collimator, bolus range shifter 조립 모식도.

개선된 소동물 in-vivo 조사 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대구 가톨릭대학

교 김종기 교수팀 실험을 지원하는 등 활용도를 극대화하였다. 양성자빔을 이용하는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에 소동물 실험 장치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림 3.133과 그림 3.134는 마우스와 토끼를 이용한 양성자빔 in-vivo

조사실험으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마우스 및 토끼의 고정을  위한 별도의 장치를 제작

하여 활용하였다.

그림 3.133. 실험용 마우스 양성자 빔 조사 모습.

그림 3.134. 실험용 토끼 양성자 빔 조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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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암세포를 적용한 누드 마우스 실험에서 아래와 같이 20Gy 조사만으로도 양성자빔 

조사를 통한 치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35에는 암세포 크기 변화를 그림 3.136에는 

양성자빔 조사 전후 PET 이미지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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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5. In-vivo 실험장치 누드 마우스 적용 실험 결과.

그림 3.136. In-vivo 실험 장치 활용 마우스 암 양성자 치료 실험 결과

(위) 양성자 치료전, (아래) 양성자 치료 후  PE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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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방사화 연구

시료 용기 재료의 방사화 측정 

나노입자 제조 실험이나 이와 유사한 빔 조사실험에 주로 이용되는 시료 용기에 대해 양성

자빔을 조사한 후 방사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각 용기의 구성 원소가 (주로 C, H, O) 양성자와 

핵반응을 했을 경우 생성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정보를 기반으로 HPGe 검출기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고 양성자에 의한 방사화와 양성자와 물질과의 (p, xn)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이차적인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양성자 빔에 의한 방사화와 이차적인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를 분석하기 위해 샘플을 앞, 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양성자 빔을 조사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재질은 PMMA, PS, Soda lime glass 이며, 각각의 특성은 표 3.71에 나타내었다.

그림 3.137. 시료에 대한 빔 조사실험 모습과 HPGe 검출기를 이용한 시료 측정 모습.

그림 3.138. 양성자에 의한 방사화 분석 시료 (앞 부분),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 분석 시료  

(뒷 부분) 및 SRIM Simulation 으로 계산된 양성자 도달 깊이

표 3.71. 각 물질의 물리적 특성

물질명 밀도 분자식 (구성원소)

PMMA 1.19 g/cm3 (C5O2H8)n

PS 1.05 g/cm3 (C8H8)n

Soda lime glass 2.52 g/cm3 SiO2 73%, Na2O 14%, CaO 9%, Al2O3 0.15%,
K2O 0.03%, MgO 4%, TiO2 0.02%, Fe2O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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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MeV 양성자빔 조사 직후 HPGe 검출기를 사용하여 계측하였을 때 그림 3.139에 나타난 

것처럼 반감기가 짧은 동위원소 (수 ms ~ 수 s)에 의한 511 keV 감마선이 주로 방출되나 이틀 

후 반감기가 짧은 동위원소는 감소하고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 직후 측정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던 PMMA 시료 내 7Be 의 경우 

빔 조사 이틀 후 방사능에는 0.528 cps 로 관측되었고 반감기가 53.4일 임을 감안하면 빔 조사 

직후의 방사능은 0.542 cps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39. HPGe 검출기를 이용해 측정한 PMMA 감마 스펙트럼 (위) 조사 직후, (아래) 2일 경과 후

그림 3.140. HPGe 검출기를 이용해 측정한 PS 감마 스펙트럼 (위) 조사 직후, (아래) 이틀 후

그림 3.140은 방사화된 PS 시료의 감마 스펙트럼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틀 후 7Be 의 측정치는 0.784 cps 이고, 빔 조사 직후의 측정추정값은 0.808 cps 임을 알 수 있

다. 빔 조사 후 매 5분마다 시료의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141과 같으며,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soda lime glass 가 가장 높은 방사선량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PMMA, PS 순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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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빔 조사 후 30분 후에는 모든 시료의 방사선량률이 백그라운드 

수준이 됨을 알 수 있다. 모든 시료에서 시료에서 발생된 중성자에 의한 이차 반응에 의한 방

사화는 1/500 이하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림 3.141. 빔 조사 후 샘플의 방사선량 감소

백금 수용액에 빔 조사후 시료 방사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백금수용액은 물 94%, 알코올 

6%에 H2PtCl6가 0.05%로 미량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이며 조사된 양성자 빔 에너지는 42MeV

였고 빔전류는 50nA 였다. 그림 3.14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조사 후 급격히 공간감마선량

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고 조사시간이 길수록 방사화 정도는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공간감마선량율은 빔전류와 조사시간에 영향을 받음을 같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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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 빔 전류 및 조사 시간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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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방사화 계산 

향후 빔 조사실험 시 시료의 방사화 예측을 위해 고분자를 대상으로 양성자빔 조사 후 방사

화 정도를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표 3.72에는 고분자에 양성자빔을 조사하였을 

때 예상되는 핵반응과 그로 인한 생겨난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성을 정리해 나타내었다. Q-value

계산 및 예상 핵반응은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http://nndc.bnl.gov]에서 구하였고,

핵반응 단면적은 Talys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시간에 따른 조사량에 따른 감마선량율의 

계산결과는 그림 3.143에 나타나 있다.

표 3.72. 고분자에 양성자빔을 조사 시 예상 핵반응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특성 

Nuclear

Reaction

Q-value

[KeV]

XS

[mbarn]

E

[keV]

Half

Life

12C(p, d)11C
12C(p, n+p)11C
16O(p, d+α)11C

16O(p, n+p+α)11C

-16497.0

-18721.6

-23659.0

-25883.5

7.242E+01

1.117E+01
511 20.4 m

16O(p, d)15O
16O(p, n+p)15O

-13439.3

-15663.9
6.625E+01 511 122 s

16O(p, t)14O
16O(p, n+d)14O

16O(p, 2n+p)14O

-20405.1

-26662.4

-28886.9

3.350E+00
511

2312
70.6 s

16O(p, α)13N
16O(p, p+t)13N

16O(p, n+3He)13N
16O(p, 2d)13N

16O(p, n+p+d)13N
16O(p, 2n+2p)13N

-5218.4

-25032.3

-25796.0

-29065.0

-31289.5

-33514.1

1.311E+01 511 9.97 m

12C(p, t)10C
16O(p, t+α)10C

16O(p, 2n+p+α)10C

-23359.5

-30521.4

-39003.2

2.629E+00

3.147E-02

511

718

1021

19.2 s

12C(p, d+α)7Be
16O(p, 2d+2α)7Be

16O(p, n+p+2α)7Be

-24041.7

-31203.6

-33428.1

5.139E+01

1.629E-01 477 53.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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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양성자 빔 조사 시간에 따른 감마선량율의 고분자 종류에 따른 비교

감마선량율 계산 결과에서 빔 조사 직후에는 산소를 포함하는 폴리머 (PMMA, PET) 의 감

마선량율이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머 (PS, PP) 보다 큰 경향을 나타내다가 약 500초 후에

는 비슷한 값을 보이며 감소하였다. 이는 PMMA, PET의 16O(p, x)15O 반응에 의해 생성된 15O

(T1/2=122.24 sec)가 4~5 반감기가 지난 후 15N 핵종으로 대부분 붕괴를 하여 감마선량율에 미

치는 영향이 적어져 생기는 결과로 생각된다.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머의 주요 핵반응은 
12C(p, x)11C 로 20.4 분의 반감기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지르코니아 시료의 방사화  

ZrO2 시료에 대한 20 MeV 양성자빔 조사 실험을 위해 MCNPX 코드를 이용해 방사화 정도

를 계산하고 양성자빔 조사 후 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ZrO2 샘플의 방사화 분석 및 샘플의 

표면선량률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ZrO2
Φ = 1 cm

1 mm

2 cm

양성자빔, 17.2 MeV, 400 nA

그림 3.144. MCNPX 코드를 이용한 계산모델(좌)와 양성자빔이 조사된 ZrO2 시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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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는 Y이 3mol% 포함된 ZrO2로서 20MeV 선형양성자가속기를 피크전류 4mA, 펄스폭 100μ

sec, 1Hz의 조사조건으로 1 × 1015 proton/cm2 조사하였으며, 이 때 펄스수는 1257회였다. 방사화 

계산 시 양성자빔 및 이차중성자의 조사에 의해 계산모델(시료) 내 생성되는 방사성핵종의 양을 

평가하기 위하여 MCNPX Code, PHITS 와 DCAHIN-SP 코드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MCNPX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모델 내 양성자빔 및 이차중성자의 분포를 계산하였고, 동일한 계산모델에 

대하여 PHITS 코드를 사용하여 양성자빔조사에 따른 계산모델(시료) 내 핵종분포를 계산하였다.

이상의 계산결과를 입력받아 DCHAIN-SP 코드에서 방사성핵종의 생성 및 조사 후 시간경과에 

따른 핵종붕괴에 의한 방사성핵종의 농도 변화를 계산하였다. 추가로 각 샘플의 빔조사에 따라 

발생하는 감마선(빔조사 중 발생한 방사성핵종의 붕괴에 따라 발생)의 세기를 계산하였다. 양성자 

빔 전류는 평균전류로 바꾸어 400 nA 를 1257 초 동안 조사하였다. 방사성핵종의 농도 변화는 빔 

조사 직후, 빔 조사 후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의 경과시간 (cool down time) 에 따라 

계산하였다. 동일한 빔조사 조건에 대하여, 빔 조사 후 냉각시간에 따라 시료에서 발생하는 감마

선의 발생량에 대해 0 cm 및 10 cm 거리에서의 표면선량률 (ICRP-21 적용)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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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표면선량율 측정값 및 계산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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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6. HPGe 검출기로 측정한 ZrO2 샘플의 감마선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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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와 3.146에 나타나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계산결과와 빔 조사 후 20일이 경과한 

후 HPGe 검출기를 이용한 측정결과가 5% 이내에서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다양한 

방사성핵종들의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성자 빔 조사 실험 전 이러한 코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샘플의 방사화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빔 이용자들의 방사선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I T1/2 [d]
Energy

[keV]

Intensity

[%]

Activity [nCi]

Measured Calculated

95mNb 3.61 235.69 24.8 - 0.063

87Y 3.33
388.53

484.80

82.2

89.8

-

-
0.61

95Zr 64.0
724.19

756.72

44.27

54.38

45.60

45.43
44.45

88Zr 83.4 392.9 97.30 190.2 186.86

95Nb 34.9 765.8 99.81 1447.0 1399.67

88Y 107
989.04

1836.06

93.7

99.2

34.63

35.03
33.80

89Zr 3.27

909.15

1657.3

1713.0

1744.5

99.04

0.106

0.745

0.123

2086.0

2080.0

2044.0

2043.0

2030.48

92mNb 10.2

912.93

934.50

1847.5

1.78

99.07

0.85

6412.0

6454.0

6658.0

6257.93

표 3.73. 빔 조사 20일 후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 측정값 및 계산값 비교

나노입자 제조 연구

나노입자 제조 기초 실험

백금 수용액에 양성자빔을 조사하면 백금나노입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나노입자의 크기,

모양 등이 조사조건 중 어떠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되는지, 나노입자의 특성을 결정짓는 

조사조건에 대해 연구하기 위하여 백금 나노입자 제조실험을 수행하였다. 니노입자 제조실험의 

기본 개념도는 그림 3.147에 보여지는 바와 같다. 양성자빔을 이용한 백금나노입자 제조과정은 

그림 3.148에 사진과 함께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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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or Ag
Aqueous 
Solution

Diluted 
by De-ionized Water

Sulfactant
CTAB for Pt
PVA for Ag

Scavenger
IPA (6%)+ +

Proton Beam 
Energy : 45MeV 

Current : 5nA~1μA

그림 3.147. 양성자빔을 이용한 나노입자 제조 개념도.

그림 3.148. 백금나노입자 제조 과정.

나노입자 제조 시의 비 조사조건 변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양성자빔 조사 시 깊이

방향으로 달라지는 LET 값에 의한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얇은 두께의 전용 용기를 제작하

였다. 용기는 직경 50mm, 두게 2mm의 PE로 만들어졌으며, 앞, 뒷면에 75μm 두께의 kapton

film을 접착제를 이용해 고정시켜 window의 역할을 하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3.149에 용기의 

개념을 나타내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용기를 입사에너지 42MeV를 기준으로 투과깊이를 고

려하여 8개의 용기를 겹쳐 각각의 용기에 다른 LET의 양성자 빔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빔 조사후 각각의 용기 내부의 용액을 투명유리병으로 옮겨 색변화와 입자크기 관찰하였다. 양

성자빔의 LET가 가장 높은, 브레그 피크가 위치하는 5번째 cell에서 잘 분산된 입자가 만들어 

졌으며 다른 용기에서는 생성된 입자가 쉽게 응집됨을 확인하였다. 각 용기별로 제조된 나노입

자를 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3.147에 함께 나타내었다. TEM 사진 상의 

미세한 차이가 관찰되었지만,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찾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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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빔

41.7 MeV

10nA~2uA 

42MeV 38MeV 34.3MeV 30.4MeV 26MeV 20.9MeV 14.4MeV 2.4MeV

그림. 3.149. 나노입자 제조 시 양성자빔의 LET에 의한 영향 조사 실험 결과.

나노입자 제조 기술의 개발 시 고려해야할 점은 공정단가를 낮추고 보다 효율적으로 재현성

있는 공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사화 방지를 위해 가능한 낮은 에너지에

서 공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대면적의 얇은 용기의 시료에 대한 빔 조사

가 가능해야 하며, 공정변수인 에너지, LET, 선량밀도 등이 쉽게 조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노입자 제조공정 변수 중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용액의 배합에 있다. 백금산(H2PtCl6)용

액의 농도에 따른 나노 입자의 크기를 측정해 본 결과, 그림 3.15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자의 

크기가 용액의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도를 각각 0.25, 0.5, 1.0, 2.0,

3.0 %로 각각 다르게 한 시료에 20 MeV의 양성자빔을 1μA의 전류로 60초간 조사한 결과, 1%

의 농도에서 나노입자의 크기가 약 2.6 nm로 가장 작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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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 백금 수용액의 농도에 따른 백금 나노입자의 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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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 나노입자에 이어 금 나노입자의 제조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아래 그림 3.151은 백금 

나노입자와 금 나노입자 제조 전후의 시료 사진들이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백금의 

경우, 제조된 나노입자들이 응집되어 검은색으로 보여지는 반면 금은 색의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Platinum aqueous solution Gold aqueous solution

Before

After

Proton beam
irradiation

그림 3.151. 양성자빔 조사에 의해 생성된 나노입자.

(좌) 백금 나노입자, (우) 금 나노입자

금 나노입자에 대한 실험 결과 금 나노입자 제조에서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나노입자의 모

양, 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금 이온 농도와 계면활성제,

NaOH의 농도를 조절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계면활성제인 CTAB의 농도를 높여갈수록 입

자의 크기가 작아짐을 발견하였고 특이하게 2mM 농도에서 나노 와이어 구조를 생성하였고 입

자의 크기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TEM 사진은 그림 3.152에 나타내었다.

그림 3.152. 제조된 나노입자의 T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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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B 농도 0.25 mM 0.5 mM 1m M 2m M

입자 크기
(nm)

32.5±4.6 28.4±4.5 21.9±5.3 27.7±3.5

표 3.74. 계면활성제(CTAB)의 농도에 따른 입자 크기의 변화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며 변곡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하고 총 조사선량에 따른 입자 크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총 조사선량을 600~2400Gy 까지 

변화시키며 나노입자 제조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153에는 계면활성제의 농도변화를 총 조

사선량을 달리하며 실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총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었고, 나노와이어 구조의 생성은 총 조사선량과 무관하게 발생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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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3. 총 조사선량과 계면활성제 농도 변화에 따른 금 나노입자 크기 변화.

총 조사선량에 변화에 따른 금 나노입자의 크기 변화를 확인하였지만, 나노와이어 구조 생

성을 제어하지는 못하였다. 나노와이어 구조가 생겨나는 것은 CTAB의 농도와 금이온의 농도

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금이온 농도를 증가시켜 실험

을 하였다. 실험 결과 금이온 농도를 0.5mM에서 1mM로 높였을 때, 그림 3.154에서처럼 

CTAB 계면활성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나노와이어 구조가 생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55에는 금이온농도를 변화시켜가며 계면활성제 농도 변화에 따른 금나노입자의 크기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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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 0.5mM
NaOH : 5mM

Au : 1mM
NaOH : 5mM

CTAB 0.25mM                       CTAB 0.5mM

CTAB 1mM                           CTAB 2mM

CTAB 0.25mM                       CTAB 0.5mM

CTAB 1mM                           CTAB 2mM

그림 3.154. 금 이온 농도 및 CTAB 농도 변화에 따른 금나노입자 T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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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 금 이온 농도 및 CTAB 농도 변화에 따른 금나노입자 크기 변화.

이상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금 이온농도와 계면활성제 농도의 비율에 따른 금나노입자 크

기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그림 3.156과 같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금나노입자의 크기는 

에 금 이온농도와 계면활성제 농도 비율에 따라 달라지게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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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6. 금이온과 계면활성제의 농도비에 따른 입자 크기 변화.

나노입자 제조장치 제작

양성자빔을 이용한 나노입자 제조시 에너지와 빔전류밀도 등에 따른 나노입자의 특성 변화를 

시험하기 위해 초음파를 이용한 나노입자 제조실험장치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장비의 특성으로

는 양성자빔 조사시 나노입자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고, 빔조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 용기의 부피를 조절하여 나노입자 수용액의 부피 조절가능하다. 또한 외부 

카메라 설치로 양성자빔 조사 중 나노입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실험변수 조절 가

능한 장점이 있다. 빔조사 후 제조된 나노입자의 분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250 or 300mm

250 or
300mm

250 or
300mm

초음파발진부
시료용기
(빔창 표면으로부터 1mm 간격으로
100mm 까지 위치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

창(PE?, Al?)
두께는 가능한 얇게(~1mmt)

용액 sealing 가능하고
두께 조절가능하도록 설계
(중간부분만 1mm~50mm로)
Window는 가능한 얇게(필름)

눈금자

그림 3.157. 나노입자 제조장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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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장비는 양성자빔이 입사할 수 있고 빔손실 없이 빔이 나노입자수용액에 도달할 수 있

도록 PC 재질, 0.5mm 및 Kapton 재질 0.3mm 교체 가능한 시창으로 설계하였고 나노입자 수용

액의 부피 조절이 가능하며 빔 조사후 나노입자의 분리가 수월하도록 설계, 빔조사 면적에 따라 

직경 250mm용기 및 직경 50mm 용기로 각각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내부 두께 조절 범위

는 2~50mm이다. 레일 및 및 핸들을 이용하여 나노입자 시료용기 및 초음파 진동기의 위치 조절 

가능하며 초음파 진동자가 있어 빔조사 중 나노입자의 분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였다. 초음파 진동자는 28kHz~40kHz, 출력 600W이다. 외부카메라는 조사 시험중 나노입자의 움

직임이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장착하였고 제조된 나노입자를 분리하기 위한 

포트를 추가하였으며 그림 3.158에는 장치 도면을, 그림 3.159에는 장치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3.158. 나노입자 제조장치 도면

   

(A)                    (B)                  (C)               (D)

그림. 3.159. 제작된 나노입자제조장치 (A) 초음파에 의한 분산 (B) 초음파 진동자 

(C) 250mm시료용기(Kapton장착), (D) 50mm 시료용기와 외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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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개발된 대면적 나노입자 제조장치에 이어 소규모 연구용 기초실험을 위하여 보다 가벼

운 나노입자 제조장치를 아크릴 재질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은나노입자 제조실험을 수행하

였다.

Sample case 
- Thickness : 2~20mm
- Area : 5cm in diameter

Beam Entrance Window 
- Thickness : 500μm
- Material : PC
- Area : 10cm in diameter

Ultra-Sonic Oscillator
- Frequency : 28~40kHz
- Power : 600W

 

그림 3.160. 나노입자제조장치.

초음파를 이용한 나노입자제조 실험에서 시료 용액은 250 μL의 질산은(AgNO3) 에 환원제인 

IPA를 1,150 μL를 첨가하고 계면활성제인 PVA를 2.5%의 농도로 첨가해 제조하였다. 이를 이

용해 20 nA의 빔전류에 에너지를 각각 2, 6.5, 12.5, 18, 22 MeV 로 다르게 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 때 각각의 에너지 범위 내에서 LET 값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료의 두께는 

2 mm를 유지하였다. 초음파 가동에 따른 영향을 조사해본 결과, 초음파 가동 시 흡광도 피크 

폭이 내우 넓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초음파에 의한 분산효과의 영향으로 나노입

자의 크기가 다양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61. 나노입자 제조장치를 이용한 은나노입자 제조 비교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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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 초음파에 의한 분산 효과.

Si(Li) 검출기를 이용한 에너지 측정

반도체 검출기는 섬광검출기에 비해 높은 에너지 해상도를 가지며 quenching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없어 절대적 에너지 측정에 주로 활용된다. 하지만 검출기 두께가 약 5 mm로 

제한적이어서 30 M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양성자빔의 에너지 측정에 한계를 가진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Si(Li) 검출기를 겹쳐 최대 45 MeV까지의 양성자빔 측정이 가능

한 stacked Si(Li) 검출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stacked Si(Li) 검출기 시스템은 2 mm

두께의 Si(Li) 검출기 2개와 5 mm 두께의 Si(Li) 검출기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잡음 신호를 

줄이기 위하여 진공함 속에 설치되었다. 시스템 구성에 이용된 Si(Li) 검출기의 특성은 아래 표 

3.85와 같다.

표 3.75. Stacked Si(Li) 검출기의 구성

Detector 1st and 2nd  3rd 

Thickness 2 mm 5 mm

Active Area 150 mm2 75 mm2

Electrodes
Au (40.4 μgm/cm2),
Al (40.9 μgm/cm2)

Au (200 Å),
Al (300 mm)

High Voltage 220 V 1 kV

실험은 원자력의학원의 45MeV 빔라인에서 이루어졌으며 Al degrader를 이용하여 검출기에 

입사되는 양성자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빔인출구에 약 1mm 구경, 2.5cm 두께의 콜리메이터를 

설치하여 빔 플럭스를 조절하였으며 검출기의 입구에 1mm의 구경의 3mm 두께의 납 콜리메

이터를 설치하여 양성자빔이 공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scattering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신호를 

최소화하였다. 3개의 검출기는 진공함 내부에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겹쳐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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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사된 양성자는 2mm 두께의 Si(Li) 검출기 2개와 5mm 두께의 Si(Li)

검출기에 검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63. Stacked Si(Li) 검출기 시스템 및 Si(Li) 검출기 사진.

3개의 검출기로부터의 전기적 신호는 각각의 검출기에 연결된 전치증폭기에 의해 증폭된 후 

shaping amp와 attenuator에 의해 적절한 크기의 펄스 높이를 가지는 펄스로 변환된 후 

FADC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도록 구성하였다. 입사된 양성자의 총 에너지는 3개의 검출기

로부터 수집된 전기적 신호를 합해 구할 수 있었다. 그림 3.164에는 검출기 신호처리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Al Exit 
Window
(2mm)

Collimator
(1 mmf)

Vacuum Air 

Al Degrader
(0.5~5.7 mm)

Al Window
(0.05mm)

Collimator
(1 mmf)

H+

(E0=45MeV)

H.V.#1

H.V.#3

Preamp #3

Amp #3

Attenuator #3

Preamp #3

Amp #3

Attenuator #3

Preamp #2

Amp #2

Attenuator #2

Preamp #2

Amp #2

Attenuator #2

H.V.#2

Preamp #1

Amp #1

Attenuator #1

Preamp #1

Amp #1

Attenuator #1

FADC64

Si(Li) Detector StackSi(Li) Detector Stack

그림 3.164. Stacked Si(Li) 검출기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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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4mm 두께의 Si(Li) stack과 5mm 두께의 단일 Si(Li) 검출기 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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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6. 세가지 검출기와 신호합의 펄스 높이 스펙트럼 (a) degrader가 없는 경우,

(b) 2.5 mm 두께의 Al degrader를 이용한 경우

그림 3.167에는 Al degrader 두께를 0~5.8mm 까지 0.5mm 단위로 바꾸어가며 측정한 에너

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68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측정된 에너지는 계산된 에너

지와 정확히 일치하며, 2mm 두께의 Si(Li) 검출기를 겹쳐 사용한 것과 단일 5mm 두께의 검출

기를 사용한 경우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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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7. Al degrader의 두께에 따른 Si(Li) stack 의 신호

그림 3.168. Si(Li) stack 과 5 mm Si(Li)의 응답특성.

암세포에 대한 양성자빔 조사 효과 연구

폐암 세포 사멸 효과 연구

Doxorubicin 과 양성자빔을 동시에 처리하였을 때 폐암 세포 사멸의 민감성 증대 확인 및 

화학치료제와 양성자에 의해서 사멸되는 폐암 세포 사멸 기전을 연구하였다 Doxorubicin은 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널리 쓰이고 있는데, 그림 3.169에 화학적 구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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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9. Doxorubicin 구조.

폐암은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잘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 발병 시 치사율이 높은 암에 속하

며 치사율이 남자는 첫 번째, 여자는 두 번째로 높은 암 종이다. 폐암의 증상으로는 숨이 짧아

지며 피가 섞인 기침과 몸무게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폐암 세포는 크게 small cell lung

carcinoma(SCLC), non-small cell lung carcinoma (NSCCLC), adeno carcinoma와 같이 3가지

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NSCLC 의 경우 외과적인 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SCLC

의 경우 대게 화학요법(chemotherapy)과 방사선치료(radiotherapy)로 치료하고 있지만, 외과수

술의 경우 생존율에 대한 영향이 명백하지 않고 전이성이 강한 NSCLC은 화학요법으로 치료

한다. 폐암의 발병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장기간의 걸친 담배연기에의 노출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 라돈 가스, 대기 오염, 간접 흡연 등이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암 세포(Calu-3 (adenocarcinoma), A549 등)을 대상으로 시험을 수행하

였고 MTT assay 등을 이용하여 생존율을 측정하였으며 기타 분자생물학적 실험기법을 사용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3.170에는 양성자빔을 이용한 세포사멸효과 실험 사진을 나타내었

다.

     96-well plate 장착 모습 T-25 plask 장착 모습

그림. 3.170. 세포에 대한 양성자빔 조사실험.



- 236 -

아래 그림 3.171~그림 3.173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양성자빔 처리에 비해 Doxorubicin 처리

한 것이 세포 사멸 효과가 더 좋고, 양성자빔 조사만을 적용한 경우에 비해 Doxorubicin를 이

용한 경우 세포사멸효과가 증대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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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u-3의 경우 Doxorubicin과 양성자빔에 의한 세포 사멸 효과가 48 시간 이후부터 나타났

지만 큰 오차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 필요하다. 양성자빔 20 Gy와 doxorubicin를 같이 

처리하였을 때 따로 처리한 것에 비해 시너지 효과는 있었지만 큰 영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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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신생 억제에 대한 양성자빔의 효과 연구

고형암 내 혈관은 영양분과 노폐물을 수송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본 연구에서

는 혈관세포의 양성자빔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고 혈관신생 억제 기작에 대해 연구하였다. 발

표된 자료에 따르면 혈관 내피세포가 방사선에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고, 혈관을 차단할 시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암 세포 사멸로 이어지게 됨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혈관신생에 중요한 인자로 알려진 VEGF의 생산 억제에 따른 혈관 신생 차단 메카니즘을 

연구하였다. 실험 결과 양성자빔에 의해 세포 사멸이 증가되었으며 A549에서 분비되는 VEGF

의 양이 감소함을 RT-PCR, ELISA assay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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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7. 양성자 빔 조사후 48시간 후 A549세포의 성장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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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8 양성자 빔 조사 후 VEGF 분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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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9.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VEGF mRNA 레벨 감소.

결론적으로 양성자 빔에 의해서 VEGF 발현이 유전자 레벨에서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양성자빔이 세포에서 VEGF 생산 및 분비를 차단함으로써 혈관신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후에는 A549세포를 키운 배지를 혈관내피세포에 넣어 혈관내피세포의 특

성(증식능, 이동능, 침투능 등)을 확인하여 양성자 빔이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기작을 밝혀낼 것

이다.

펄스빔과 연속빔의 세포 사멸에 미치는 영향 비교 

펄스빔의 세포 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in-vitro 수준에서 세포에 양성자빔 조사 실

험 가능성 타진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중인 

100MeV 선형 양성자가속기는 펄스형으로 기존에 바이오/생명공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사이클로트론 가속기로부터의 빔이 연속빔을 감안할 때 두 형태의 빔에 의한 조사효과의 비교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50μsec 의 짧은 시간에 대량의 양성자를 전달하는 펄스빔에서 세포

의 반응성을 확인하여 100MeV 양성자가속기에 바이오/생명공학 분야에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실험 방법으로는 20MeV 선형 양성자 가속기와 MC-50 사이클로트론 가속기의 

빔 조사조건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두 가지 형태의 가속기를 세포 실험에 적

용하기 위해 조사선량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래 그림 3.180에서

와 같이 공기층의 두께, Al degrader를 사용하여 시료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14MeV로 맞추어 

LET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였다. 또한 시료 전 후면에 HD-810 필름을 사용하여 선량을 

측정함으로써 선량값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험 조건 중 펄스와 연속 빔 조사와 더

불어 빔이 조사되는 시간 동안 선량율의 차이만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세포는 두 가지로 사람 폐암세포인 A-549 세포와 전립선암 세포인 PC-3 세

포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3.182에 현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양성자빔에 의한 세포 독성을 평

가하기 위해 MTT assay와 colony formation assay를 수행하였으며 DNA 사슬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γ-H2AX 항체를 이용하여 세포를 염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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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0. (A,B) 시료 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를 14 MeV로 조절한 개략도.

(C) 선량 평가를 위해 시료 전후면에 부착한 HD-810 필름 

(D) SRIM 코드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3.181. 20MeV 양성자가속기에서의 시료 장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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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2.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 (좌) A-549 (우) PC-3

실험결과 MTT 실험 및 콜로니 형성 실험 결과 펄스빔과 연속빔 동일흡수선량에서 세포 사

멸에 미치는 영향은 약 3% 이내로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성자빔이 세포 사멸에 미

치는 영향은 조사선량률이 아닌 총 흡수선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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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3. A-549 MTT실험 결과. 양성자 빔 조사후 72시간, 120시간 경과시점에 

세포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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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4. PC-3 MTT실험 결과. 양성자 빔 조사후 72시간, 120시간 경과시점에 

세포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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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5. 콜로니 형성 실험. A-549, PC-3 세포 모두 콜로니 형성율의 차이는 

미미함.

다음으로 연속빔과 펄스빔에서의 세포내 DNA 절단효과는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양성자빔은 총 조사선량에 관계하여 세포를 사멸시킨다. 즉 펄스

빔과 연속빔의 가장 큰 차이는 조사선량률이므로 세포 수준의 실험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양

성자빔이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펄스형 100MeV 선형 

양성자가속기의 생명공학 분야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in-vivo 실험에서도 펄스빔

과 연속빔의 효과를 비교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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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6. DNA 이중사슬 절단 효과 비교. (γ-H2AX antibody staining)

데커신과 양성자빔의 암세포 사멸 상승효과 연구

천연물 추출물인 데커신의 항암효과를 양성자빔 치료 시 적용하여 항암 보조제의 역할을 확

인하고 그 기전을 연구하였다. 데커신은 참당귀 뿌리 추출물로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

기 보충, 항 염증, 항암, 항 혈관신생 등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양성자 빔 치료시 항암 보조

제의 역할은 아직 규명된 바 없다. 또한 그 기전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라 본 연구를 통해 그 

기전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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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7. 참당귀 사진 및 데커신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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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8. 1H-NMR spectra of decursin in CDCl3.

데커신은 참당귀 뿌리로부터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사용하여 순수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으며 A549 (Human lung cancer cell line) 세포에 양성자빔을 조사하여 세포 생존율을 비교

하였다. 이 때 데커신을 양성자빔 조사 전, 혹은 조사 후에 농도별로 투여하여 데커신의 항암 

보조제 역할을 규명하였다. 양성자빔 조사는 10 Gy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세포 생존율을 측

정하기 위해 최장 96시간까지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실험 방법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세포 신호전달체계 연구는 western blot을 이용하

여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양성자빔 단일 처리시 24시간 이후 생존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데커신

을 10~20 μM 처리한 그룹은 대조군 대비 70%, 20%의 생존율을 나타냈다. 72시간, 96시간 동

안 추적 조사를 한 결과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3.189. 데커신 투여와 양성자빔 조사에 따른 시간대별 세포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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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데커신을 양성자빔 조사 전후에 처리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데커신의 농도가 

40 μM까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80μM 처리하였을 때 양성자빔 조사 후 데커신을 처리

한 그룹에서 세포 사멸이 약 10% 가량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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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0. 양성자빔 조사 전후 데커신 처리에 의한 세포 생존율 변화.

데커신에 의한 세포 사멸 효과가 어떠한 신호 전달 체계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 assay를 실시하였다.

Shree R. Singh et al. J. Experimental Biol. 212 (2009) 413-423

그림 3.191. STAT 신호전달체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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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MAPK의 일종인 ERK의 활성이 데커신 농도에 의존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었

으며 Akt 단백질의 활성이 증가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caspase-8의 활성이 증가하고 

STAT1 단백질의 생성량이 감소함을 western blot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ERK

p-ERK

Proton beam (10 Gy)
(μM)      0       20     50    100  

JNK

p-JNK

Proton beam (10 Gy)
(μM)      0       20     50    100  

Akt

p-Akt

Proton beam (10 Gy)
(μM)      0       20     50    100  

그림 3.192. 데커신과 양성자빔에 의한 MAPK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의 활성 변화

 

beta-actin

caspase-8

p-Akt

Akt

c-caspase-8

Proton beam
Decursin

- +    - - - +    +    + 
- -

그림 3.193. 데커신과 양성자빔에 의한 caspase-8과 Akt의 활성 변화.

CDK2

STAT-1

Bcl-xL

bad

bax

PARP

Caspase-9

(μM)    0       20     50    100
Proton beam (10 Gy)

(μM)    0       20     50    100
Proton beam (10 Gy)

그림 3.194. Apoptosis(세포자살)과 연관된 단백질의 활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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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커신과 양성자빔 동시 투여시 양성자빔 단일 처리에 비해 세포 사멸이 증가함을 알수 있

었다. 이는 ERK와 Akt 세포 신호 전달 체계를 방해하여 세포 사멸로 이끌었으며, 세포 자살과 

관련된 caspase-8, STAT1, CDK2 등 단백질의 생성과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세포사멸이 일어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TLA (Thin Layer Activation) 기초 실험

엔진 실린더와 같은 자동차 부품이나 인공 관절 등의 경우, 마모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 재질의 특성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와 운전 조건 등에 따른 변수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TLA는 마모특성의 정확한 관찰을 위해 수 M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양성자빔 조사를 통해 표면의 특정 원소를 방사화 시킨 후 마모에 따른 방사선 세기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비파괴, in-situ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3.195에는 

TLA의 개념도는 나타내었다.

그림 3.195. TLA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20 MeV 펄스 양성자빔의 TLA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MeV

양성자가속장치와 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해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고 펄

스형가속기의 TLA에의 적용 가능성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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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6. TLA 실험대상 물질들의 특성

Sample
Nuclear reaction

for TLA
Threshold Energy

[MeV]
Half Life

[Day]
Major Gamma Energy [keV]

and Intensity [%]

Cu 65Cu(p, n)65Zn 2.167 244.06
511     (2.84)

1115.54   (50.60)

Ti 48Ti(p, n)48V 4.895 15.97
944.13     (7.87)

983.52   (99.98)
1312.10     (98.2)

Fe 56Fe(p, n)56Co 5.445 77.23

511     (18.0)
846.77   (99.94)

1037.84   (14.17)
1238.28     (66.9)

V 51V(p, n)51Cr 1.565 27.7 320.08     (9.91)

대상물질은 20MeV 이하의 에너지 범위에서 주어진 핵반응의 단면적이 충분히 큰 물질들로 

선정하였으며, 실험의 용이성을 위하여 박판 형태의 시편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각

의 시료는 14 MeV의 양성자빔의 투과깊이보다 큰 값으로 총 두께를 결정하고 각각을 구매가

능한 범위 내에서 40~100μm 두께의 박판들을 조합해 구성하였다.

그림 3.196. 대상 물질들의 양성자빔과의 핵반응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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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7. 20MeV 양성자가속장치와 MC-50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실험 개념도.

20 MeV 양성자빔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충분한 차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당초 

계획된 선량의 1/10 수준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MC-50에서는 계획된 조건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다. HPGe 검출기를 이용한 측정 결과, 일정 범위에서 두께의 변화에 따라 총 선량이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함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TLA에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198. 20MeV 펄스빔(좌)과 연속빔(우)을 이용한 TLA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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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빔 균일조사용 2차원 스테이지 개발

대면적 양성자빔 조사를 위해 그림 3.199에서와 같이 raster scanning, wobbler scanning,

spiral scnning 등 다양한 형태의 균일조사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양성자빔 균일조사방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빔 궤적을 조정할 수 있는 전기장 또는 자기장의 형성이 필요해, 전극이

나 자석 등의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된다. 빔 에너지가 수십 MeV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자석

의 세기와 크기를 증가시키거나 시료까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시료가 장착된 스테이지의 2차원 궤적을 조절함으로써 양성자빔을 균일하게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림 3.199. 빔 균일 조사방법 개념도.

장치는 간단히 X-방향과 Y-방향으로의 직선 운동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속과 

감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두 방향의 직선 운동과 감・가속 운동을 이용하면 임의의 

모든 형태의 궤적을 구현할 수 있었다.

• Motor : Ezi-Servo

(Max. Speed : 3,000rpm (normally 1,800~2,000rpm)

• Robot Travel Distance :X : 200mm, Y : 200mm

• GonioStage : GOH-H-200

• Load capacity : 5Kg

• Degree : ±15°

• Maximum Speed : 250mm/sec @ 200pulses/turn

(Normally 5,000 pulses/turn, 5mm/turn)

그림 3.200. 2D 모션을 이용한 양성자빔 균일 조사용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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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meter
(Keithley 6517A)

Motor Controller
PXI Based 

2D Motion Controller

NI-PXI-8196 
: 2.0 GHz Pentium M 760 
Embedded Controller for PXI

NI-PXI-1031 
: 4-Slot 3U PXI Chassis with Universal AC
NI-PXI-7350 : 4-axis Motion Controller

그림 3.201. 스테이지 구동 및 조절 장치.

또한 조사장치의 중심에 선량 측정을 위한 이온챔버를 설치하고 1, 2차원으로 넓은 면적에 

대해 이동하면서 선량을 측정함으로써 1, 2차원 빔 프로파일을 측정도 가능하였다.

그림 3.202. 빔 프로파일 측정 실험.

그림 3.202. 2D 모션 스테이지를 이용한 빔 프로파일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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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성자빔 균일조사 방법을 구현한 결과가 그림 3.203~그림 3.205에 나타나있다. 실험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면적이기는 하지만 90% 이상의 균일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203. Wobbler Scanning 구현 결과.

그림 3.204. Raster Scanning 구현 결과.

그림 3.205. Spiral Scanning 구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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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빔 선량 평가 방법 제고

양성자빔 조사 실험에서 흡수선량을 Gafchromic film을 이용하여 제조사 (ISP technologies

Inc.)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정 곡선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었지만, 교정 factor에 대한 의문점

이 발생하여 Gafchromic film에 대한 건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3.206. MD-55 필름의 sensitometric response curve.

그림 3.207. MD-55 필름의 특성.

양성자빔 조사 시 MD-V2-55 필름을 이용한 흡수선량 평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

립암센터의 치료용 사이클로트론과, 원자력의학원의 MC-50 사이클로트론에서 교정 실험을 수

행하였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Ion chamber와 MD-V2-55 필름을 동시에 계측하여 상호 비교하

였다. Ion chamber는 PTW사의 TM34045 모델을, 전하량 측정용 electrometer는 Keythley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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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A를 사용하였다.

암센터에서 ion chamber와 MD-V2-55 필름 동시 측정 결과 Gafchromic film 제조사에서 제

공한 sensitometric response curve에 준해 선량을 평가하였을 때 실제 선량에 비해 약 1.68배 

가량 높게 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on chamber
conversion factor

(1.459 Gy/nC)

MD-V2-55
conversion factor

(net density : dose = 1: 27.75) Film/IC

Charge (nC) Dose (Gy) net density Dose (Gy)

6.75119 9.849 0.59 16.3725 1.662

10.17505 14.8454 0.9 24.975 1.682

13.58315 19.8178 1.12 31.08 1.568

표 3.77. Ion chamber와 MD-V2-55 필름의 선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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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8. 국립암센터에서의 Ion chamber를 이용한 MD-V2-55 필름의 교정 결과.

원자력의학원 MC-50 사이클로트론에서 ion chamber와 MD-V2-55 필름 동시 측정 결과 

Gafchromic film 제조사에서 제공한 sensitometric response curve에 준해 선량을 평가하였을 

때 실제 선량에 비해 약 1.55배 가량 높게 평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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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chamber
conversion factor

(1.459 Gy/nC)

MD-V2-55
conversion factor

(net density : dose = 1: 27.75) Film/IC

Charge (nC) Dose (Gy) net density Dose (Gy)

5.88 8.578 0.28 13.32 1.552

9.02 13.16 0.74 20.5 1.557

17.9 26.11 1.49 41.34 1.583

표 3.78. Ion chamber와 MD-V2-55 필름의 선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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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Data8_proton
Model: Parabola
Equation: y = A + B*x + C*x^2
Weighting: 
y No weighting  
Chî 2/DoF = 1.2326E-32
R^2 =  1  
A 0 ±0
B 0.05538 ±1.755E-17
C 0.00006 ±7.2952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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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9. 원자력의학원에서의 Ion chamber를 이용한 MD-V2-55 필름의 교정 결과.

실험 결과 국립암센터와 MC-50 cyclotron을 이용하여 MD-V2-55 필름의 흡광도 대비 흡수

선량을 측정하였을 때 1:1.68 ~ 1:1.55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양성자빔의 에

너지 (국립암센터 230MeV, MC-50 cyclotron 45MeV)의 차이와 LET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에 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MD-V2-55 필름의 response

curve는 2차 방정식으로 fitting이 되며 제조사에서 제공한 sensitometric response curve에 따

르기보다 1:27.75의 conversion factor가 아닌    (y=net density, x=흡수선

량)의 식에 의해 선량을 도출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양성자 빔 이외에 X-선에 대해서 MD-V2-55필름을 보정하기 위해 충북대학교 병원에 설치된 

X-선 치료기를 이용하였다. MD-V2-55 필름의 선량 보정 곡선은 Co-60 선원을 이용하여 보정

한 것이며, 양성자빔에서의 MD-V2-55 필름의 선량 보정 곡선이 제조사에서 제공한 것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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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커 입자빔과 비입자빔의 차이로 인한 효과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 X-선과 Co-60 선원을 이

용하여 MD-V2-55 필름 교정을 실시하였다. X-선 발생장치는 충북대학교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에 설치된 X-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MD-V2-55 필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X-선 치료기의 경

우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선량을 매일 QA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ion

chamber와 동시 측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 X-서 필드 사이즈를 15 x 15 cm 로 하여 약 3Gy/min 의 선량률로 X-선을 조사

하였다. 5 Gy ~ 50 Gy 선량을 MD-V2-55 필름에 조사하였을 때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Real absorbed dose

MD-V2-55 conversion factor

(net density : dose = 1:27.75)

net density Dose (Gy)

5 0.35 9.7

10 0.65 18.03

15 0.96 26.6

20 1.19 33.02

25 1.45 40.23

30 1.70 47.17

35 1.84 51.06

40 2.15 59.66

45 2.41 66.87

50 2.64 73.26

표 3.79. 실제 흡수선량 대비 MD-V2-55 필름에서의 흡수 선량표

-5 0 5 10 15 20 25 30 35 40

0.0

0.5

1.0

1.5

2.0

 

 

Data: Data8_xray
Model: Parabola
Equation: y = A + B*x + C*x^2
Weighting: 
y No weighting  
Chî 2/DoF = 0.00036
R^2 =  0.99927  
A 0 ±0
B 0.07082 ±0.0013
C -0.00051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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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MD-V2-55 필름 net density에 따른 실제 흡수선량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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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병원 x-ray 치료기를 이용하여 MD-V2-55 필름의 흡광도 대비 흡수선량을 측정

하였을 때 1:1.8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MD-V2-55 필름의 

response curve는 2차 방정식으로 fitting이 되며   (y=net density, x=

흡수선량)의 식으로 표현이 된다.

MD-V2-55 필름의 선량 보정 곡선은 Co-60 선원을 이용하여 보정한 것이며, 양성자빔에서의 

MD-V2-55필름의 선량 보정 곡선이 제조사에서 제공한 것과 차이가 커 입자빔과 비입자빔의 

차이로 인한 효과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 Co-60 선원을 이용하여 MD-V2-55 필름 교정을 실시

하였다. Co-60 선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저준위 Co-60 선원을 사용하였다. Ion chamber와 

MD-V2-55 필름 동시 조사로 선량을 평가하였다.

Ion chamber

MD-55 film

그림 3.211. Co-60 source 조사 모습.

Co-60 선원 주위에 동일한 거리를 이격하고 MD-V2-55 필름과 Ion chamber를 배치하였다.

Co-60 선원에 10분간 노출시켜 방사선을 조사하였으며 실험결과는 아래와 같다.

Ion chamber (환산) MD-55 (net density)

6.335nC 9.24Gy 0.5 13.88Gy

12.688nC 18.51Gy 1.03 28.85Gy

18.995nC 27.71Gy 1.43 39.68Gy

25.337nC 36.96Gy 1.80 49.95Gy

표 3.80. 실제 흡수선량 대비 MD-V2-55 필름에서의 흡수 선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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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Data8_Co60
Model: Parabola
Equation: y = A + B*x + C*x^2
Weighting: 
y No weighting  
Chî 2/DoF = 0.00045
R^2 =  0.99934  
A 0 ±0
B 0.0601 ±0.00174
C -0.00031±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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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MD-V2-55 필름 net density에 따른 실제 흡수선량 그래프

Co-60 선원을 이용하여 MD-V2-55 필름의 흡광도 대비 흡수선량을 측정하였을 때 1:1.8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MD-V2-55 필름의 응답곡선은 2차 방

정식으로 fitting이 되며   (y=net density, x=흡수선량)의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MD-V2-55 필름 제조사에서 제공한 sensitometric response curve는 

3가지 source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 모두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MD-55 필름을 양성자빔 선량

을 평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양성자빔 균일도 등 profile

측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양성자빔 선량 평가를 위해서 water

phantom 혹은 PMMA phantom에서 ion chamber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성자빔의 정확한 선량 측정을 위해서 ion chamber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ICRU-59

report와 TRS-398에서 water phantom내에서 측정을 권장하고 있어, 기 보유중인 PMMA 팬텀

과 water 팬텀을 이용하여 선량을 측정하고 각 매질에 따른 특성 분석을 하기 위해 water

phantom을 설계하였다. Water phantom을 이용하여 양성자빔의 분포, bragg peak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축 (x-y-z)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213과 그림 3.214에는 물

팬텀의 3차원 설계도와 2차원 설계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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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설계된 water phantom의 3D drawing

그림 3.214. Water phantom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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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50 사이클로트론의 노후화로 빔 전류가 불안정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선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Gafchromic film을 교정하게 되었다. 선량 측정 방법으로는 

이온전리함을 이용하는 방법, radiochromic film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ISP

technologies 사의 Gafchromic film을 이용하여 선량을 측정하면 손쉽게 선량을 측정할 수 있

고 휴대용 densitometer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선량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이온전리함과 필름간의 선량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ISP technologies 사

에서 제공하는 흡광도 대비 선량 곡선은 특정 lot No. 로 나타나 있어 사용 전 교정이 필요함

을 인식하였다. 또한 고 LET 영역에서는 Gafchromic film이 전체 선량을 표현하지 못하는 현

상 (Quenching effect) 발견되어 LET에 따른 응답특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대면적 양성자빔 선량 균일도를 Gafchromic film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대면적 빔 균일

도를 확보한 조건에서 Gafchromic film과 이온전리함 아래 그림과 같이 나란히 놓고 양성자빔

을 조사하였다. MC-50 사이클로트론에서 인출되는 빔 전류가 매번 인출시마다 동일하지 않아 

reference로 사용할 수 있는 필름을 사용하였다. 이와 동시에 LET에 대한 응답 특성을 측정하

기 위해 에너지를 Polycarbonate, polyimide film을 이용하여 감쇄한 다음 측정하여 결과를 산

출하였다. 에너지 감쇄는 0~7.5mm 두께까지는 polycarbonate sheet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로는 

0.75μm 두께의 polyimide film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감쇄시켰다. 에너지 감쇄로 LET를 점차적

으로 높여 나가면서 LET에 대한 응답 특성, 에너지에 따른 응답 특성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실

험에는 저선량과 고선량에서 사용가능한 MD-55 필름(저선량) 및 HD-810필름(고선량)을 사용하

였다.

Degrader

Polycarbonate
(1.5mm~7.5mm)

Polyimide
(0.075mm~4.5mm)

Proton beam
(36.1MeV)

Reference MD-55 film

MD-55 film

Advanced 
Markus chamber

(TM34045)

Advanced 
Markus chamber

(TM34045)

Reference 
MD-55 film

MD-55 film

Degrader

그림 3.215. 실험 배치 모식도 그림 3.216. 양성자빔 조사 모습

실험 결과 MD-V2-55 필름의 경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흡광도 대비 선량 값과 다르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에너지 별로 누적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선량과 제조사의 data

sheet 상의 데이터는 더 크게 차이가 나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조사의 데이터에서는 흡광

도 2.0까지는 흡수선량이 선형적으로 흡광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험 결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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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9. MD-V2-55의 LET에 따른 응답 

특성
그림 3.220. HD-810의 LET에 따른 응답 특성

2차 함수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HD-810 필름 역시 흡광도 대비 흡수선량 값이 직선

이 아닌 2차 함수를 나타냄을 확인하였고 MD-V2-55 필름에 비해 실제 선량과 제조사 데이터

와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흡광도 대비 선량 

값 교정 곡선을 나타내면 아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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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7. MD-V2-55의 에너지별 응답 특성 그림 3.218. HD-810의 에너지별 응답 특성

Polycarbonate, Polyimide 필름을 에너지 degrader로 사용하여 0.75μm 단위로 증가시키면

서 LET를 변화시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MD-55 및 HD-810 필름의 응답특성이 고 

LET 영역에서 quenching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SRIM 시뮬레이션과 비교시 이온 전리함 역시 약간의 quenching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

하였지만 필름의 경우 고 LET 영역에서는 실제 선량을 약 50% 수준밖에 표현하지 못함을 확

인하였다. 양성자빔 흡수선량 측정에 있어서 Gafchromic film은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지

만 사용전 Lot No.를 확인하고, Lot 별 교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정이 끝난 후 양성자빔 

선량 측정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고 LET 영역에서는 필름으로 흡수선량 측정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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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였다.

In-situ 양성자빔 선량 측정

MC-50 사이클로트론의 노후화로 빔 전류가 불안정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선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어 이용자 지원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Gafchromic film을 이용하여 시료에 전

달되는 선량을 측정할 수 있으나 Gafchromic film의 건전성이 의심이 되며 in-situ 측정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정확한 선량을 측정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in-situ 로 선량을 측

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 보유중인 Ion chamber인 Bragg peak chamber (TM34073, PTW)를 활용하여 in-situ 선량 

측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Bragg peak chamber의 경우 두께가 5mm로 상용화된 ion

chamber 중 얇은 편으로 에너지 감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in-situ 측정 시 시

료의 앞부분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MC-50 사이클로트론의 최대 에너지는 45MeV로 낮으며 

시료 앞부분에서의 에너지는 35MeV 정도이며 물기준으로 투과깊이가 11mm 정도로 얕은 편

이다. 따라서, Bragg peak chamber를 in-situ 선량 측정 장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통과하면서 

잃어버리는 ΔE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ΔE 측정실험을 별도로 수행하였다. 이 때 

degrader로 사용한 PC와 측정에 사용된 HD-810 필름의 밀도는 각각 1.2와 1.397 g/cm3이었다.

그림 3.223에는 브래그피크 챔버의 구조가 나타나 있다.

Bragg peak chamber Advanced markus chamber

HD-810 Electrometer

그림 3.221. 실험에 사용한 component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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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In-situ Monitoring 시험을 위한 실험 구성도.

  

그림 3.223. Bragg peak chamber (TM34073) 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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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HD-810필름 이용하여 측정된 에너지 전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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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3.222의 실험 모식도와 같이 Bragg peak chamber 뒤 PC 팬텀을 5mm 와 HD-810

필름을 30장 겹쳐 양성자빔을 조사하였으며, HD-810 필름에 측정된 O.D값을 기준으로 하여 

Bragg peak chamber 투과 후 양성자의 비정을 측정한 결과 6.7mm 깊이에서 브래그피크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7.4mm의 비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SRIM 시뮬레이션 결과 34.5MeV 양성

자빔의 물에서의 비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11.2mm로 나타났다.

그림 3.225. 34.5MeV 양성자빔에 대한 SRIM 코드 시뮬레이션 결과

Bragg peak chamber의 밀도를 모르기 때문에 표적물질을 물(밀도; 1g/cm3)로 가정하여 물

-PC-HD-810으로 매질을 입력하여 비정을 SRIM 코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였다. 계산 결과,

물 3mm로 가정하였을 때, 실험치와 일치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Water
3mm

PC
5mm

PET
2.4mm

그림 3.226. SRIM 시뮬레이선 결과 (물-PC-HD-810 적층)

실험 결과에 따르면 Bragg peak chamber의 두께는 3mm 의 물과 등가의 두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34.5MeV의 양성자빔이 물 3mm을 통과한 후 남는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29.0 ± 0.2MeV이며 ΔE의 값이 5.5MeV로 계산되었다.

그림 3.227과 그림 3.228에서와 같이 MD-55 필름을 이용하여 bragg peak chamber 통과 후 

빔 크기 및 균일도를 측정한 결과 빔 크기는 48mm이며 균일도는 94%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bragg peak chamber를 이용한 in-situ 측정은 시료의 크기가 48mm 이내일 경우에 적용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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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7. Bragg peak chamber 투과후 빔 균일도 측정결과.

48mm

그림 3.228. Bragg peak chamber 통과후 MD-55필름으로 측정한 선량 분포.

생명공학 분야 실험의 경우, 시료가 세포일 때 bragg peak chamber을 in-situ 측정장치로 사

용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물 실험의 경우, 일반적인 시료의 두께가 8mm내

외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45MeV 양성자빔 이용시설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따를 것

으로 판단된다.

Bragg peak chamber는 양성자빔에 대한 bragg peak 지점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로 각 위치

별 상대적인 전하량을 측정을 하여 전하량 대비 선량 교정이 되어 있지 않은 장치이다. Bragg

peak chamber를 이용하여 선량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Bragg peak chamber와 

Advanced markus chamber (TM34045)를 겹쳐 전하량 측정 실험을 실시하였다. Bragg peak

chamber의 변환상수는 78nC/Gy이고 advanced markus chamber는 0.6854nC/Gy로 주어져 있

었다. 실제 in-situ 실험에서는 두 검출기간의 상대적인 측정값의 비율이 중요하므로 4nA 전류

로 Bragg peak chamber와 Advanced markus chamber에서 동시 측정하였을 때 두 chamber의 

비가 Bragg peak chamber : Advanced marksu chamber = 0.777±0.003 : 1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대적인 비율은 여러 가지 조사조건에서 실험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측정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 우선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OBP의 적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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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MeV

Bragg peak
chamber

Adv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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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Bragg peak chamber 선량 교정을 하기 위한 실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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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 SOBP를 사용하지 않고 실험한 Bragg peak chamber 와 

Advanced markus chamber의 전하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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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c]

Integrated
Charge of

Bragg Peak
Chamber

[C]

Integrated
Charge of

Markus
Chamber

[C]

Integrated
Absorbed

Dose of Bragg
Peak Chamber

[Gy]

Integrated
Absorbed
Dose of
Markus

Chamber
[Gy]

Dose Ratio
of Bragg
Chamber

and
Markus

Chamber

Error of
Dose Ratio

[%]

20 2.890E-07 3.300E-09 3.705E+00 4.815E+00 0.7695 (0.79)

20 2.950E-07 3.300E-09 3.782E+00 4.815E+00 0.7855 0.81

30 4.480E-07 5.060E-09 5.744E+00 7.383E+00 0.7780 0.06

40 5.840E-07 6.600E-09 7.487E+00 9.629E+00 0.7775 0.01

50 7.049E-07 7.970E-09 9.037E+00 1.163E+01 0.7772 (0.03)

60 8.850E-07 1.000E-08 1.135E+01 1.459E+01 0.7777 0.02

70 1.040E-06 1.180E-08 1.333E+01 1.722E+01 0.7745 (0.30)

80 1.170E-06 1.320E-08 1.500E+01 1.926E+01 0.7789 0.14

90 1.357E-06 1.530E-08 1.740E+01 2.232E+01 0.7794 0.19

100 1.459E-06 1.650E-08 1.871E+01 2.407E+01 0.7770 (0.04)

110 1.706E-06 1.930E-08 2.187E+01 2.816E+01 0.7767 (0.07)

표 3.81. 4nA, without SOBP 조건에서의 전하량 측정 결과

SOBP를 사용하고, 4nA, 10nA 전류로 Bragg peak chamber와 Advanced markus chamber

에서 동시 측정하였을 때 두 chamber의 비가 각각 Bragg peak chamber : Advanced marksu

chamber = 0.804±0.003 : 1, 0.805±0.0008로 나타나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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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A + B * X

Parameter Value Error
------------------------------------------------------------
A 0.02241 0.00709
B 1.23984 5.72729E-4
------------------------------------------------------------

R SD N P
------------------------------------------------------------
1 0.01233 9 <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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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SOBP 사용하여 실험한 Bragg peak chamber와 Advanced markus chamber의 전하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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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c]

Integrated
Charge of

Bragg Peak
Chamber

[C]

Integrated
Charge of

Markus
Chamber

[C]

Integrated
Absorbed
Dose of

Bragg Peak
Chamber

[Gy]

Integrated
Absorbed
Dose of
Markus

Chamber
[Gy]

Dose Ratio
of Bragg
Chamber

and
Markus

Chamber

Error of
Dose Ratio

[%]

20 1.808E-07 1.997E-09 2.318E+00 2.914E+00 0.7956 (0.83)

40 3.670E-07 4.010E-09 4.705E+00 5.851E+00 0.8042 0.03

60 5.380E-07 5.880E-09 6.897E+00 8.579E+00 0.8040 0.01

80 7.257E-07 7.928E-09 9.304E+00 1.157E+01 0.8043 0.05

100 9.486E-07 1.035E-08 1.216E+01 1.510E+01 0.8054 0.15

120 1.070E-06 1.167E-08 1.372E+01 1.703E+01 0.8057 0.18

150 1.443E-06 1.574E-08 1.850E+01 2.296E+01 0.8056 0.17

200 1.813E-06 1.976E-08 2.324E+01 2.883E+01 0.8062 0.24

표 3.82. 4nA, SOBP 조건에서의 전하량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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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Y = A + B * X

Parameter Value Error
------------------------------------------------------------
A 0.01156 0.00909
B 1.23982 6.47414E-4
------------------------------------------------------------

R SD N P
------------------------------------------------------------
1 0.01163 5 <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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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SOBP 사용한 경우의 Bragg peak chamber 와 

Advanced markus chamber의 전하량 비



- 269 -

time

[sec]

Integrated

Charge of

Bragg Peak

Chamber

[C]

Integrated

Charge of

Markus

Chamber

[C]

Integrated

Absorbed

Dose of

Bragg

Peak

Chamber

[Gy]

Integrated

Absorbed

Dose of

Markus

Chamber

[Gy]

Dose Ratio

of Bragg

Chamber

and

Markus

Chamber

Error of

Dose Ratio

[%]

20 4.595E-07 5.019E-09 5.891E+00 7.323E+00 0.8045 (0.11)

40 9.032E-07 9.856E-09 1.158E+01 1.438E+01 0.8053 (0.03)

60 1.365E-06 1.488E-08 1.750E+01 2.171E+01 0.8061 0.05

80 1.762E-06 1.920E-08 2.259E+01 2.801E+01 0.8064 0.08

표 3.83. 10nA, SOBP 조건에서의 전하량 측정 결과

SOBP 시스템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Bragg peak chamber와 advanced markus chamber의 전

하량 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Bragg peak chamber의 전하량을 측정하

여 시료 표면에 도달하는 흡수선량을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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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각 조건에서의 Bragg peak chamber와   

Advanced markus chamber의 전하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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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원 기초 연구

MCNPX ver. 2.5 을 이용하여 20~100 MeV 양성자 빔을 이용한 저에너지 중성자원에 대한 

코드 시뮬레이션 수행하였다. 표적으로는 Be, Li, W 를 사용하였으며 최적의 중성자 수율을 얻

기 위해 표적 두께를 변화시키며 계산하여 표적, 감속재, 반사체를 이용한 중성자원 기초 설계

를 수행하였다.

그림 3.234. MCNPX 코드 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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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Li, Be, W 표적의 중성자 수율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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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예상했던대로 모든 표적에서 양성자빔의 최대 도달 두께의 표적을 사용했을 경우 

중성자 수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3.236은 20MeV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중성자 수율의 

angular distribution을 나타낸다. 그림 3.237과 그림 3.238에서와 같이 0° 에서의 중성자 발생율

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각도가 커질수록 발생율이 크게 줄어듬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높은 에

너지의 속중성자는 주로 30° 이내의 각도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NeutronProton

그림 3.236. MCNPX 코드 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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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7. 45MeV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중성자 수율의 angula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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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8. 중성자 수율의 angular distribution

그림 3.237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90° 각도에서는 중성자의 에너지분포가 0° 각도에서의 경우

와 다르게 나타남에 착안하여 속중성자와 열중성자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중성자원에 대한 기

초 디자인mf 수행하였다. 입사 양성자빔 에너지는 45MeV로 하고 표적의 종류와 두께는 Li,

41.9 mm, 감속재는 20 cm 두께의 H2O & CH4 (solid), 반사체는 50 cm 두께의 Be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CH4 감속재를 사용할 경우가 H2O 를 감속재로 사용할 경우 보다 중성자 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Type A Type B Type C

Proton Beam Neutron Beam

그림 3.239. 표적, 감속재, 반사체 등을 포함한 중성자원 MCNPX 코드 계산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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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0. 중성자원 디자인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Angle 0° 90°

Moderator CH4 H2O CH4 H2O

Type A

Total yield [n/cm2/p] 6.76E-7 5.76E-7 2.16E-7 1.40E-7

Peak energy [MeV] 5.27E-8 32.03 5.30E-8 31.19 5.37E-8 5.85E-8

Peak yield [n/cm2/p] 5.66E-7 2.97E-8 4.61E-7 2.70E-8 2.09E-7 1.33E-7

Type B

Total yield [n/cm2/p] 2.64E-6 2.25E-6 1.28E-7 8.16E-8

Peak energy [MeV] 5.80E-8 26.74 5.38E-8 26.71 5.18E-8 6.39E-8

Peak yield [n/cm2/p] 8.20E-7 1.07E-6 4.75E-7 8.33E-7 1.16E-7 7.61E-8

Type C

Total yield [n/cm2/p] 2.53E-6 2.22E-6 1.10E-7 7.37E-8

Peak energy [MeV] 5.30E-8 26.73 5.43E-8 26.71 5.21E-8 5.16E-8

Peak yield [n/cm2/p] 7.07E-7 8.48E-7 4.27E-7 8.34E-7 9.98E-8 6.60E-8

표 3.84. A, B, C 타입의 모델의 중성자 수율 및 중성자 피크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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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연구

MCNPX 코드를 이용한 계산 방법 검증

미국 LANL(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IPF (the Isotope Production Facility) 의 프로토타

입 다중 표적 구조에 대한 동위원소 생산 수율을 코드 시뮬레이션 계산을 수행하여, LANL 의 실험 

및 계산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팀의 계산 방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추후 양성자사업단에서 

사용할 동위원소 생산 표적에 대한 동위원소 생산 수율을 코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하였다.

LANL의 프로토타입 다중 표적 구조에 대한 동위원소 생산 수율을 코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팀의 계산 결과가 실험값에 더 근접함을 확인하였으며, LANL에서 사용한  

ALICE-IPPE, MCNPX/CINDER90 계산 결과는 실험값에 비해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LANL에서는 MCNPX v 2.5와 CINDER90, ALICE-IPPE를, 본 연구팀에서는

MCNPX v 2.5와 PHITS v 2.15, DCHAIN-SP 2001를 사용하였다. 계산조건은 양성자 빔 에너

지는 100 MeV, 빔 전류는 88.9 μA, 조사시간은 103 h이었다.

Target

Name

Thickness

[mm]

Density

[g/cm3]

Energy

[MeV]

Target

Name

Thickness

[mm]

Density

[g/cm3]

Energy

[MeV]

Inconel 0.64 8.190
100.00 ~

97.309
RbCl 9.52 2.760

62.642 ~

42.045

Water 5 1.000
97.309 ~

93.497
316SS 0.25 7.930

42.045 ~

40.054

316SS 0.25 7.930
93.497 ~

92.413
Water 5.00 1.000

40.054 ~

31.855

RbCl 14.10 2.760
92.413 ~

70.443
Nb 0.25 8.602

31.855 ~

29.485

316SS 0.25 7.930
70.443 ~

69.103
Ga 2.55 5.908

29.485 ~

Stopped

Water 5.00 1.000
69.103 ~

64.083
Nb 0.25 8.602 -

316SS 0.25 7.930
64.083 ~

62.642
Water 5.00 1.000 -

표 3.85. LANL 의 프로토타입 표적의 특성

LANL results PEFP’s
calculated

result
[uCi/uAh]

Experiment
[uCi/uAh]

ALICE-IPPE
[uCi/uAh]

MCNPX/
CINDER90
[uCi/uAh]

82Sr (High Energy range) 76 136 87.4 91.3

82Sr (Medium Energy range) 128 198 160 121.5

68Ge (Low Energy range) 8.2 28 15.9 13.8

표 3.86. LANL의 실험 및 코드 계산 결과와 동일 구조에 대한 계산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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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eV 양성자빔을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 수율 계산

향후 100MeV 선형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에 대해서도 수율 계산을 실시하

였다. 표적물질은 각각 ZnO, RbCl, Ga을 적층한 형태로 각각 Cu-67, Sr-82, Ge-68을 생산할 수 

있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이 때, 양성자 빔 에너지는 100 MeV, 빔 전류는 300 uA,

조사시간은 95 h시간으로 가정하였으며, RbCl, RbCl, Ga 순서의 다중 표적에 대한 계산도 함

께 수행하였다.

Target

Name

Thickness

[mm]

Density

[g/cm3]

Energy

[MeV]

Target

Name

Thickness

[mm]

Density

[g/cm3]

Energy

[MeV]

Inconel 0.5 8.420
103.00 ~

100.88
RbCl 8.0 2.760

60.00 ~

42.84

Water 5.0 1.000
100.88 ~

97.17
Inconel 0.3 8.420

42.84 ~

39.57

Inconel 0.3 8.420
97.17 ~

95.85
Water 5.0 1.000

39.57 ~

32.26

ZnO 8.0 5.600
95.85 ~

69.08
Nb 0.3 8.602

32.26 ~

28.24

Inconel 0.3 8.420
69.08 ~

67.25
Ga 4.0 5.908

28.24 ~

Stopped

Water 5.0 1.000
67.25 ~

62.40
Nb 0.3 8.602 -

Inconel 0.3 8.420
62.40 ~

60.00
Water 5.0 1.000 -

표 3.87. ZnO + RbCl + Ga 표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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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0 100 150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End of Bombardment

Ac
tiv

ity
 [C

i]

Time [h]

 ZnO (High E Range)
 RbCl (Medium E Range)
 Ga (Low E Range)
 Total

ZnO RbCl GaZnO RbCl Ga

0 50 100 150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End of Bombardment

Ac
tiv

ity
 [C

i]

Time [h]

 ZnO (High E Range)
 RbCl (Medium E Range)
 Ga (Low E Range)
 Total

그림 3.241. ZnO + RbCl + Ga 표적의 이온화에너지 분포(좌)와 시간에 따른 방사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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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Cu

(High Energy Range)

82Sr

(Medium Energy Range)

68Ge

(Low Energy Range)

반감기 2.6 d 25.5 d 270.8 d

EOB에서의 수율 144.6 uCi/uAh 97.9 uCi/uAh 33.1 uCi/uAh

표 3.88. ZnO + RbCl + Ga 표적의 빔 조사 직후의 동위원소 수율

Target
Name

Thickness
[mm]

Density
[g/cm3]

Energy
[MeV]

Target
Name

Thickness
[mm]

Density
[g/cm3]

Energy
[MeV]

Inconel 0.5 8.420
103.00 ~

100.88
RbCl 8.0 2.760

64.05 ~
48.12

Water 5.0 1.000
100.88 ~

97.17
Inconel 0.3 8.420

48.12 ~
44.91

Inconel 0.3 8.420
97.17 ~

95.85
Water 5.0 1.000

44.91 ~
38.74

RbCl 15.0 2.760
95.85 ~

73.00
Nb 0.3 8.602

38.74 ~
35.07

Inconel 0.3 8.420
73.00 ~

70.96
Ga 5.0 5.908

35.07 ~
Stopped

Water 5.0 1.000
70.96 ~

66.42
Nb 0.3 8.602 -

Inconel 0.3 8.420
66.42 ~

64.05
Water 5.0 1.000 -

표 3.89. RbCl + RbCl + Ga 표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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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2. RbCl + RbCl + Ga 표적의 이온화에너지(좌)와 시간에 따른 방사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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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Sr

(High Energy Range)

82Sr

(Medium Energy Range)

68Ge

(Low Energy Range)

반감기 25.5 d 25.5 d 270.8 d

EOB에서의 수율 77.9 uCi/uAh 107.7 uCi/uAh 45.2 uCi/uAh

표 3.90. RbCl + RbCl + Ga 표적의 빔 조사 직후의 동위원소 수율

70MeV 양성자가속기와의 동위원소 생산수율 비교

70 MeV 양성자 가속기와 100MeV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대상 동

위원소는 Be-7, Mg-28, Ti-44, Sc-47, Fe-52, Co-55, Zn-62, Cu-64, Sn-117m, At-211이었고 사용

한 코드는 MCNPX v 2.5, PHITS v 2.15, DCHAIN-SP 2001, TALYS 등이었다.

Incident
particle

Target
Abundance

[%]
Reaction

Energy range
[MeV]

Thickness

Cross-section [barns]
Yield

[μCi/μA∙h]Maximum Minimum

Proton
Li7 92.41 (p,n) 1.95 ~ 5.90 275 μm 0.582 0.222 12.10

C1-2 98.93 (p,x) 36.46 ~76.88 17.5 mm 0.029 0.012 159.0

Alpha C-12 98.93 (α,x) 89.7 ~ 165.0 5.15 mm 0.038 0.029 94.12

표 3.91. B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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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3. Be-7 의 핵반응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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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t
particle

Target
Abundance

[%]
Reaction

Energy range
[MeV]

Thickness
Cross-section [barns] Yield

[μCi/μA∙h]Maximum Minimum

Proton

KCl - (p,x)
50 ~ 100 37 mm 1.523E-4 9.53E-5 11.0

50 ~ 70 13 mm 0 1.523E-4 0

Pnat - (p,x)
60 ~ 70 7 mm 8.0E-5 3.0E-5 -

60 ~ 100 33 mm 1.70E-4 3.0E-5 -

Sinat - (p,x)
50 ~ 100 29 mm 2.801E-5 1.925E-5 126

50 ~ 70 10 mm 2.315E-5 1.925E-5 27.3

Alpha Mg-26 11.01 (α,2p) 31.9 ~ 101 4.46 mm 1.67E-3 1.64E-3 14.19

표 3.92. M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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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4. Mg-28 의 핵반응 단면적.

Incident
particle

Target
Abundance

[%]
Reaction

Energy range
[MeV]

Thickness
Cross-section [barns]

Yield
[μCi/μA∙h]

Maximum Minimum

Proton Sc-45 100 (p,2n) 15.8 ~ 36.4 4.6 mm 0.0403 0.014 0.31

Alpha Tinat - (α,x) 65.13 ~ 171.07 4.5 mm 0.00329 0.00124 0.0124

표 3.93. Ti-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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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5. Ti-44 의 핵반응 단면적.

Incident
particle

Target
Abundance

[%]
Reaction

Energy range
[MeV]

Thickness
Cross-section [barns] Yield

[μCi/μA∙h]Maximum Minimum

Proton
Tinat - (p,x)

27 ~ 100 22 mm 0.0245 0.0187 963

27 ~ 70 10.5 mm 0.0245 0.0187 492

Ti-48 73.27 (p,2p) 23 ~ 55 6.8 mm 0.0360 0.0187 335.21

Deuteron Tinat - (d,x) 34 ~ 49 2 mm 0.054 0.037 75.69

Alpha Sc-45 100 (α,2p) 22.9 ~ 39.4 370 μm 0.0270 0.0153 3.62

표 3.94. Sc-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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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6. Sc-47 의 핵반응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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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t
particle

Target
Abundance

[%]
Reaction

Energy range
[MeV]

Thickness
Cross-section [barns] Yield

[μCi/μA∙h]Maximum Minimum

Proton Ni-58 68.0769 (p,x)
56.7 ~ 79.4 3.8 mm 0.00279 0.00201 420

56.7 ~ 70 2.2 mm 0.00279 0.00201 298.2

Deutero
n

Cunat - (d,x) 132 ~ 193 12 mm 1.51E-4 4.70E-5 -

Alpha Cr-50 4.345 (α,2n) 21.7 ~ 40.5 180 μm 0.0213 0.0083 13.6

표 3.95. F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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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7. Fe-52 의 핵반응 단면적.

Incident
particle

Target
Abundance

[%]
Reaction

Energy range
[MeV]

Thickness
Cross-section [barns] Yield

[μCi/μA∙h]Maximum Minimum

Proton Fenat - (p,x) 18.28 ~ 33.23 2.2 mm 0.0643 0.0201 3667

Alpha Ninat - (α,x) 58.88 ~ 90.91 500 μm 0.0274 0.0185 393

표 3.96. Co-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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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8. Co-55 의 핵반응 단면적.

Incident
particle

Target
Abundance

[%]
Reaction

Energy range
[MeV]

Thickness
Cross-section [barns] Yield

[μCi/μA∙h]Maximum Minimum

Proton Cunat - (p,x)

27.6 ~ 52 2.8 mm 0.174 0.079 16867

27.6 ~ 100 11.8 mm 0.174 0.048 55429

27.6 ~ 70 5.7 mm 0.174 0.075 29397

Deuteron Cunat - (d,x) 4.5 ~ 19.3 - 0.2258 0.0899 -

Alpha
Ni-62 3.6345 (α,n+p) 26 ~ 45.2 - 0.31 0.143 -

Cu-65 30.83 (α,x) 25.39 ~ 40.8 - 0.1774 0.1092 -

표 3.97. Cu-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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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9. Cu-64 의 핵반응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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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t
particle

Target
Abundance

[%]
Reaction

Energy range
[MeV]

Thickness
Cross-section [barns] Yield

[μCi/μA∙h]Maximum Minimum

Proton 50Snnat - (p,x)
20 ~ 70 9 mm 0.146 0.018 57.8

20 ~ 100 17.5 mm 0.146 0.018 275

표 3.98. Sn-11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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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0. Talys 코드로 계산한 Sn-117m 의 핵반응 단면적.

Incident
particle

Target
Abundance

[%]
Reaction

Energy range
[MeV]

Thickness

Cross-section [barns]
Yield

[μCi/μA∙h]Maximum Minimum

Proton 90Th232 100 (p,x) 92 ~ 100 2 mm 0.0274 0.00347
211At : 75

210At : 2.49

Alpha 83Bi209 100 (α,2n)

28.1 500 μm
Texas A&M

Cyclotron
Institute 결과

211At :
0.935

210At :
0.024

25.7 500 μm
211At :

0.343
210At : 0

표 3.99. At-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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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1. Talys 코드로 계산한 At-211 의 핵반응 단면적.

Th-232 표적에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At-211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경우 위의 핵반응

단면적에서도 보듯이 At-211 과 At-210 이 동시에 생산된다. 두 방사성 핵종은 화학적으로 분

리가 불가능하므로, 양성자 빔으로 At-211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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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2. (좌) 핵자료 라이브러리에서 발췌한 211At 의 알파빔에 대한 핵반응 단면적 

(우) Talys 코드로 직접 계산한 핵반응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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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67 생산 계획 검토

Cu-67의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 단계별 동위원소 생산 계획 검토를 하였다. Cu-67을 Sr-82,

Ge-68과 동시 생산하는 방식으로 MCNPX ver.2.5, ENDL92핵자료를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정

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PHITS ver 2.15, DCHAIN-SP-2001, MCNPX ver 2.5 코드를 상호 비

교하여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생산 1기 (생산개시 단계-기초 실험 단계)에는 300μA, 95시간 연속조사 방식으로 
82Sr-67Cu-68Ge 생산용 표적을 겹쳐 동시 조사방식으로 생산할 계획이며 1년 52주기 100% 가동

이 가능하며 30% 가동(15주)을 적용하면 41.1Ci/년 (2.74Ci * 15 주) 생산이 가능하다.

Sr-82
생산용 표적

(95MeV~70MeV)

100MeV
양성자빔

Cu-67
생산용 표적

(65MeV~40MeV) Ge-68
생산용 표적

(30MeV~10MeV)

그림 3.253. Cu-67 동위원소 생산용 동위원소 표적 개략도 

핵종 Sr-82 Cu-67 Ge-68

생산량 (Ci) 3.79 2.74 1.23

표 3.100. 동위원소 생산량 예측 (300μA, 95시간)

생산 2기 (임상실험 단계)에는 미국 LANL (Los Alamos National Lab.)의 IPF (Isotope

Production Facility)의 Cu-67 생산 데이터를 참고하면 표적으로 NatZnO을 사용하면 아래 표와 

같이 1주기당 12.1Ci의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100MeV 양성자 가속기

에 도입을 하여 15주(30%) 적용시 연간 181.5Ci 의 Cu-67을 생산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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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e Half-life
Target

Material

Target position
Yield

(μCi/μAh)
95-hr

IrradiationHigh
Energy

Medium
Energy

Low
Energy

Cu-67 2.6d

Zn-68 ○ 150 4.27Ci

Zn-69 ○ 115 3.27Ci

Zn-70 ○ 160 4.56Ci

Total 12.1Ci

표 3.101. 미국 LANL IPF에서 생산하는 Cu-67의 수율 (300μA, 95시간 조사)

생산 3기 (시판 단계)는 2019년에 Cu-67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연간 484Ci 이

상의 Cu-67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에 따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빔전류를 최대 600

μA까지 증가시키며 표적면적을 2배 증가, 생산시간을 40% (20주) 투입시 연간 484Ci 생산이 

가능하다.

생산 4기는 Cu-67의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표적 물질을 Enriched Zn-68을 사용한다.

Enriched Zn-68 사용시 Natural ZnO 보다 약 5배 이상 수율이 증가하며 생산시간을 30%(15

주)를 유지하여도 연간 1,815Ci 생산이 가능하다.

그림 3.254. Cu-67의 수요에 따른 공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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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00MeV 양성자 가속기를 15~20 주 가량 Cu-67 생산에 투입하더라도 Cu-67의 

수요량에 부족함이 없이 생산이 가능함을 예측하였다. 또한 Sr-82, Ge-68 등 동위원소를 동시 

생산이 가능하여 국내외 동위원소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위원소 기초연구용 표적의 방사능 및 차폐 계산

TR103에서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기초연구 수행을 위해 기초연구용 시료에 대한 방사화 

계산 및 핫셀, 방사화 시료 이송용기 등에 대한 차폐계산을 수행하였다. 방사화계산 시 양성자

빔 에너지는 100 MeV로 하고, 빔 전류는 1 μA, 조사시간은 1시간, 빔 전류크기는 직경 5cmfh

가정하였다.

5.1 cm

0.3 cm

0.05 cm

Cladding

Sample

0.05 cm

그림 3.255. 샘플 및 cladding 구조

시료는 ZnO, RbCl, Ga를 가정하였고, 각 시료는 0.05 cm 두께의 cladding 속에 위치하는 

구조로 계산하였다. Cladding의 재질은 ZnO, RbCl의 경우는 SUS로 하였고, Ga의 경우는 Nb

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표 3.102. 샘플 특성 및 크기

시료 밀도 크기 Cladding 양성자빔 E

Ga 5.90 Φ 5 cm × 0.2 cm Nb 0.05 cmt ~ 36 MeV

RbCl 2.76 Φ 5 cm × 0.2 cm SUS 0.05 cmt ~ 56 MeV

ZnO 5.60 Φ 5 cm × 0.2 cm SUS 0.05 cmt ~ 81 MeV

위에서 정의한 시료들은 실제 양성자빔 조사시 cooling 을 위한 water bath 에 넣어서 양성

자빔을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Cladding 포함 3 mm 두께의 샘플은 water

bath 내부에서 위치를 조절하여 입사되는 양성자빔 에너지를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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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6. 동위원소 기초 연구용 시료 방사화 계산 구조

그림 3.257. Ga, RbCi, ZnO 시료의 핵반응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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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3. Ga 시료 방사화 계산 결과

Time [m]
Activity [mCi]

Cladding Ga Target Ge-68 Water Casing Total

0 58.809 528.554 0.029 22.272 261.137 870.801

1 56.015 514.925 0.029 15.519 204.955 791.444

2 53.399 501.773 0.029 11.489 191.582 758.272

6 44.193 453.306 0.029 4.191 153.369 655.089

10 36.668 410.533 0.029 2.152 128.278 577.660

20 23.183 323.452 0.029 0.986 91.412 439.062

30 14.775 258.219 0.029 0.610 71.724 345.357

60 3.955 142.323 0.029 0.178 45.051 191.535

표 3.104. RbCl 샘플 방사화 계산 결과

Time [m]

Activity [mCi]

Cladding
RbCl

Target
Sr-82 Water Casing Total

0 46.097 122.954 0.028 22.157 261.156 452.391

1 32.869 55.902 0.028 15.502 204.969 309.270

2 30.971 43.988 0.028 11.518 191.592 278.097

6 25.005 26.083 0.028 4.232 153.373 208.721

10 20.758 20.910 0.028 2.161 128.281 172.138

20 14.323 14.692 0.028 0.954 91.416 121.413

30 10.977 10.832 0.028 0.568 71.730 94.135

60 6.914 5.150 0.028 0.152 45.059 57.302

표 3.105. ZnO 샘플 방사화 계산 결과

Time [m]

Activity [mCi]

Cladding
ZnO

Target
Cu-67 Water Casing Total

0 46.689 351.879 0.183 19.701 261.405 679.857

1 36.152 303.457 0.183 13.654 205.234 558.681

2 33.662 270.484 0.183 5.777 191.870 501.977

6 26.480 197.165 0.183 3.561 153.672 381.063

10 21.788 161.417 0.183 1.734 128.574 313.697

20 15.022 115.520 0.183 0.736 91.665 223.125

30 11.569 90.468 0.182 0.440 71.941 174.600

60 7.306 54.897 0.181 0.120 45.211 1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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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B 에서의 방사능은 Ga 표적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감마선 에너지 스펙트럼에

서는 1 MeV 이상의 감마선 플럭스는 Ga 표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3.258. EOB에서의 감마선 스펙트럼

Lu-177의 동물 내 흡수선량 계산 및 계측 가능성 검토

폐암치료의 목적으로 Lu-177 을 동물에 정맥 주사하였을 경우, 폐암에 축적된 Lu-177 로부

터의 방사선 방출에 의한 흡수선량을 MCNPX 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주변 인접 장기의 

Lu-177 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Lu-177 핵종의 물리적 특성 및 방사선 에너지는 100 % β-

붕괴를 하여 안정한 핵종인 Hf-177 로 변환된다.

Lu-177 핵종의 특성은 표 3.106에 나타내었고, decay scheme과 발생되는 방사선의 종류 및 

특성은 표 3. 107에 정리하였다. 베타선의 경우, average energy 와 end-point energy를 나타내

었다.

Parent Nucleus Half life Decay mode Daughter Nucleus

177Lu 6.647 d β- : 100 % 177Hf

표 3.106. Lu-177 핵종의 물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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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9. Lu-177 핵종의 decay scheme

Average energy
[keV]

End-point energy
[keV]

Intensity [%]

β-

47.66 177.0 11.61

111.69 385.3 9.0

149.35 498.3 79.4

electron

6.18 - 8.7

47.5990 - 5.12

101.6791 - 6.73

γ
112.95 - 6.17

208.36 - 10.36

X
7.9 - 3.06

54.07 - 2.78

표 3.107. Lu-177 핵종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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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End-point

Intensity [%]Energy
[keV]

Maximum
Penetrarion
depth [μm]

Energy
[keV]

Maximum
Penetrarion
depth [μm]

β-

47.66 35 177.0 334 11.61

111.69 153 385.3 1134 9.0

149.35 253 498.3 1580 79.4

표 3.108. 베타선 에너지 별 물에서의 투과 깊이

3개 그룹 중 한 개 그룹은 Lu-177-Ab 만을 I.V. 인젝션 하였으며, 다른 두 그룹은 B16F10

을 I.V. 인젝션한 후, 1일 째, 3일 째 각각 Lu-177-Ab 를 I.V. 인젝션하고, 1일 후 마우스의 폐

를 적출해 무게와 Lu-177 activity 측정하였다. 측정 시 폐의 구조가 구형이고 구성 물질은 

H2O 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MCNPX 계산 결과 베타선 및 전자에 의한 흡수선량

이 약 99.2 % 이상을 차지하였다.

Normal 1 day after B16F10 IV 3 day after B16F10 IV

Activity
[μCi] 0.00425 0.004985 0.0040954

[Bq] 157.25 184.445 151.5298

Radius [cm] 0.319 0.313 0.323

H2O weight [g] 0.13591 0.12838 0.14108

Concentration [μCi/g] 0.03127 0.03883 0.02903

표 3.109. MCNPX 코드 시뮬레이션 조건

Radiation
Energy

[keV]

Yield

[%]

흡수선량 [nGy/sec]

Normal 1 day after B16F10 IV 3 day after B16F10 IV
0.00425 μCi 0.004985 μCi 0.0040954 μCi
157.25 Bq 184.445 Bq 151.5298 Bq

X-ray
7.9 3.06

0.021 0.025 0.038
54.07 2.78

gamma
112.94 6.17

0.029 0.034 0.028
208.4 10.36

beta
47.7 11.61

7.974 9.480 7.614111.7 9
149.4 79.4

electron
6.2 8.7

0.526 0.623 0.50347.6 5.12

101.7 6.73
Total 142.93 8.550 10.162 8.183

표 3.110. 흡수선량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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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177을 주입한 마우스의 감마선 스펙트럼을 HPGe 검출기로 측정하여 whole body, heart

& lung 및 liver 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측정하였다. 마우스에 주입한 Lu-177 activity는 9 μCi

이며 HPGe 검출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래 사진과 같이 마우스 틀에 마우스를 넣고 남은 부분을 에어쿠션으로 채워 마우스를 최

대한 고정시킨 후 lung 과 liver 의 위치 좌표를 틀에 부착된 줄자로 확인하여 collimator 의 

hole 중앙에 일치시켰다.

그림 3.260. 마우스를 틀에 넣어 고정시킨 사진 및 고정 장치에 장착한 사진

그림 3.261. Lung 및 liver 위치 확인 후 마우스 고정 장치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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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뒤 이동/

상 하 이동/

좌 우 이동/

그림 3.262. HPGe 검출기에 마우스 고정 장치 장착한 모습

Lung 와 liver 계측은 직경 2 cm collimator를 사용하였다. 콜리메이터는 6.5 mmt Fe +

25.5 mmt Pb + 6.5 mmt Cu 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측하고자 하는 장기 외에서 방출되는 감마

선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Lu-177 방출 감마선 중 에너지가 가장 높은 208.36 keV 감마선의 납에서의 1/10 층은 약 

2.1 mm 이다. Whole body 계측은 collimator 제거한 후 계측하였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collimator 를 사용한 계측의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장기인 lung 과 liver 에 축적된 Lu-177 감

마선만 측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간

폐

직경 2

cm

collimato

r

그림 3.263. 마우스 해부도 및 2cm collimaor 적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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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177-Ab injection 후 약 48 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폐에 축적된 Lu-177 에 의한 영향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되며 측정 결과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데이터를 피팅하여 생물학적 반감기 및 

유효반감기를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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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4. 폐, 간, 전신의 HPGe 검출기 측정결과 및 생물학적 반감기

Whole body Lung Liver

0　~ 50 h 50 ~ 304 h 0　~ 50 h 50 ~ 304 h 0　~ 50 h 50 ~ 304 h

T1/2

Effective
69.73 h 104.49 h 46.60 h 72.15 h 46.62 h 72.62 h

T1/2

Physical
158.4 h 158.4 h 158.4 h 158.4 h 158.4 h 158.4 h

T1/2

Biological
124.56 h 307.05 h 66.03 h 132.52 h 66.07 h 134.11 h

표 3.111. 생물학적 반감기 및 유효 반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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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기에 축적된 Lu-177 activity 측정 및 gamma counter 측정값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

해 HPGe 검출기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Mixed gamma point source (active area 약 2 mm Φ)

를 사용하여 calibration 하였기 때문에 lung, heart, stomach, bladder 등의 크기가 작은 장기

에서는 HPGe 계측값과 Gamma counter 계측값이 유사하나 크기가 큰 장기에서는 gamma

mixed point source 와 sample 구조의 차이 때문에 측정한 activity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초기 측정에서 HPGe 와 Gamma counter 계측결과에서 calibration source 와 sample 구조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측정값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Lu-177 calibration source 를 제작하였다.

Lu-177 calibration source 제작은 실험관에 Lu-177 를 넣고 각 장기와 같은 높이가 되게끔 

증류수를 채워 calibration source 와 sample 의 높이를 같게 만들어 activity 를 측정하였다. 아

래 그림 3.323은 제작한 교정용 선원과 organ sample을 보여준다.

그림 3.265. Calibration source 와 organ sample

Organ

1st 2nd 3rd

Activity [μCi] HPGe/

Gamma

counter

Activity [μCi] HPGe/

Gamma

counter

Activity [μCi] HPGe/

Gamma

counter
HPGe

detector

Gamma

counter

HPGe

detector

Gamma

counter

HPGe

detector

Gamma

counter

Blood 0.2964 0.3638 0.814 0.3653 0.3638 1.005 0.3643 0.3638 1.001

Lung 0.0322 0.0350 0.920 0.0437 0.0350 1.248 0.036 0.0350 1.059

Heart 0.0136 0.0125 1.088 0.0182 0.0125 1.473 0.0138 0.0125 1.148

Liver 0.3792 0.5463 0.694 0.5415 0.5463 0.992 0.5343 0.5463 0.984

Kidney 0.0439 0.0571 0.768 0.0613 0.0571 1.076 0.0531 0.0571 1.034

Stomach 0.0149 0.0148 1.006 0.0191 0.0148 1.294 0.0166 0.0148 1.160

Spleen 0.0274 0.0359 0.763 0.0389 0.0359 1.084 0.0370 0.0359 1.074

S.intestine 0.0720 0.1091 0.659 0.1291 0.1091 1.185 0.1109 0.1091 1.004

L.intestine 0.0274 0.0397 0.690 0.0465 0.0397 1.175 0.0391 0.0397 0.974

Bladder 0.0053 0.0051 1.039 0.0073 0.0051 1.478 0.0058 0.0051 1.150

표 3.112. HPGe 검출기 측정 결과와 gamma counter 측정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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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177 방사선 방출에 의한 폐가 받는 총 흡수선량 계산하면 MCNPX 코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계산한 폐에서의 흡수선량율과 HPGe 검출기로 측정한 폐에서의 생물학적 반감기를 

이용하여 Lu-177-Ab injection 후 21 일 동안 마우스의 폐가 받는 총 흡수선량 계산하였다.

구간 유효반감기 생물학적 반감기 물리적 반감기

0 ~ 50 h 46.60 h 66.03 h 158.4 h

50 ~ 504 h 72.15 h 132.52 h 158.4 h

표 3.113. 적용한 유효 반감기

1 day after B16F10 IV 3 day after B16F10 IV

흡수선량율 10.162 nGy/sec 8.183 nGy/sec

21일 동안의 총 흡수선량 4.4032 mGy 3.5457 mGy

표 3.114. Injection 후 21일 동안 폐가 받는 총 흡수선량

B16F10 을 I.V. injection 하고 1일, 3일 째 Lu-177-Ab 를 I.V. injection 했을 경우의 흡수선

량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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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6. 흡수선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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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1절 3단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연구개발 목표 추진실적(연구결과) 달성도
(%)

○ 이용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단계 기획 결과 반영 확대 운영(‘08~’09)
- 2년간 38개 소과제 지원
- 예산 부족으로 소과제 지원 중단 (‘10)
- 이용자 프로그램 성과 종합

117과제-년 수행, 255편의 논문발표,
19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

100

○ 빔 이용 및 가속기
이용 활성화

- 빔이용 지원체제 
- 2011년도말 기준 768명의 이용자 확보
- “가속기 이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기획”
연구 위탁 : 고려대)

- 수요조사 : 양성자빔 기술 제안,
기관 및 개인 참여의향 조사 등

- 이용자 협의회 구성 (‘12. 3. 28.) : 152명
- 이용자협의회 발족 기념 워크샵 및 총회(‘12. 11. 7.)

: 222명
-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프로그램 참여 
삼성 SDI, OCI, EB-Tech, 첨복재단,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동위원소협회, ESS-Bilbao, RCNP, NIRS, J-PARC 이용
연구지원사업단, UCANS 등

- 초청 세미나 및 강연
- 신규 이용자 및 이용 분야 발굴 노력

100

○ 빔 이용 연구 지원
- In-vivo 양성자빔 조사장치 개발
- 소동물 in-vivo 양성자빔 조자실험 지원
- 생명공학 실험실 구축

100

○ 빔 이용시설 구축

- 이용자 양성자빔 요구조건 조사
- 표적실 및 운전 시나리오에의 반영
- TR23과 TR103 빔 이용 실험 및 조건 확보
- TR23과 TR103 빔 이용 시설 제작

: 원격시료이송장치, 빔 조절장치, 핫셀 등
- 시설 내 시료 이송용기 제작

100

○ 빔 이용 기술 및
장치기술 개발

- In-vivo 양성자빔 조사장치 및 동물 실험기술 개발
- 금속 나노입자 제조 기초실험
- 반도체검출기 이용 양성자빔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시료 및 빔 조절장치 방사화 연구
- 양성자빔에 의한 암세포 사멸 연구
- 펄스빔과 연속빔 비교 실험 (세포수준)
- TLA 기초 실험
- In-situ 양성자빔 측정 기술 개발
- 중성자원 표적 개념 설계 및 계산
- 동위원소 생산 수율 계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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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성과
총괄표

3단계 2년간에 걸친 소과제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총 88건의 과제계획서가 제안되었으며, 평

가를 통해 38개의 과제가 선정되어 지원되었다. 2년간 소과제 지원에 사용된 연구비는 127,440

만원이다. 3단계 연구성과물을 종합해보면, 총 108편의 논문게재, 245편의 학술대회 발표, 18건

의 특허 출원, 14건의 특허 등록 등 우수한 성과를 배출하였다.

표 4.1. 3단계 연구성과물 종합 통계

(단위 : 건수)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 특허 등록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50 58 107 138 18 - 14 -

108 245 18 14

년차별 연구성과물

표 4.2. 3단계 년차별 연구성과물 통계

(단위 : 건수)

구 분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제

출원 등록

SCI 비SCI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차년도 11 23 1 8 35 4 1

2차년도 19 1 26 63 60 6 1

3차년도 9 1 8 16 28 4 1

4차년도 8 11 10 4 5

5차년도 1 9 5 0 6

계 48 2 57 1 107 138 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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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술지 논문게재 목록

1차년도

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권(호) 쪽
SCI
여부

비고

08/04
Physical properties of carbon nanotubes

radiated by proton beams: Gas adsorption
and electron microscopy studies

김병욱 Thin Solid Films 516 3474~3477 SCI 국외

08/04
Excitation functions of proton induced

nuclear reactions on natW up to 40 MeV
M.U.

Khandaker
NIM B 226 1021~1029 SCI 국외

08/05
Low-frequency dielectric response in the
quasi-one-dimensional organic conductor

(TMTSF)2PF6
이광세

Current Applied
Physics

9 524–527 SCI 국외

08/05
Physical Configuration of Ar Molecules on

Metal-Oxide Surfaces
이정길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2(5) 1681~1684 SCI 국내

08/05
Effect of proton beam on blood vessel
formation in early developing zebrafish

장근혁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31(6) 779-785 SCI 국내

08/06
A Performance and an Imaging Result of

Silicon Strip Detector
김영임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S5 344~347 SCI 국외

08/06
Development of Embedded DAQ System for

Flux Counting
황용석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S5 582~585 SCI 국외

08/06
Coexisting structural phases in a

two-dimensional vanadium xide/surfactant
nanostructure

권효천
Current Applied

Physics
9 691~693 SCI 국외

08/06
Passivation effects on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under oxygen, ambient, and
vacuum environments

송성훈
Applied Physics

Letters
92 263109-1~3 SCI 국외

08/07
Photoinduced reentrant

insulator-metal-insulator transitions in
vanadium oxide nanotubes

권효천
APPLIED

PHYSICS LETTERS
93 043105-1~3 SCI 국외

08/07
Structural Analysis of ZnO Nanorods Grown

on a ZnO Homo-Buffer Layer by Using
MOCVD

C.-H.
Kwak

Journal Korean
Physical Society

53(1) 304~308 SCI 국내

08/07
Phase Diagram of TlH2(P1-xAsx)O4 Mixed

Crystals
이광세

Journal of the
Physical Society of

Japan
77 (7) 075002-1~2 SCI 국외

08/07
Local Structural and Magnetic Properties of

Zn1-xMnxTe Semiconductor Films
한상욱

Journal Korean
Physical Society

53(1) 244~248 SCI 국내

08/07
Hole-Induced Ferromagnetic Properties of

Fe-Added ZnO Films
S.-Y. Seo

Journal Korean
Physical Society

53(1) 249~252 SCI 국내

08/07
Local Structural Properties of ZnO

Nanoparticles, Nanorods and Powder Studied
by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S. Jeong
Journal Korean
Physical Society

53 461~465 SCI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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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권(호) 쪽
SCI
여부

비고

08/07
Enhancement of the stability and reaction rate
by thenoyl and CF3 groups in the formation

of gold nanocrystals using beta-diketones
송재희 Colloid Surface A 324 155~158 SCI 국외

08/07
Determination of Optimal Energy Window for
Measurement of Prompt Gammas from Proton

Beam by Monte Carlo Simulations
민철희

Journal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S5 28~31 SCI 국내

08/07
Fabrication, structural and electrical
characterization of VO2 nanowires

맹종선
Materials Research

Bulletin
43 (7) 1649~1656 SCI 국외

08/08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study of

spin–-spin correlation in iodine-doped
poly(3-butylthiophene-2, 5-dyle)

장재원
Solid State

Communications
147 293~295 SCI 국외

08/08
Regeneration of AG–.AC beads for adsorption

of monoaromatic compounds
최재우

Current Applied
Physics

8 559~562 SCI 국외

08/09
Effects of surface roughness on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홍웅기

Applied Surface
Science

254 (23) 7559~7564 SCI 국외

08/09
MFM and gas adsorption isotherm analysis of

proton beam irradiated
multi-walled carbon nanotubes

김병욱 Ultramicroscopy 108 1228~232 SCI 국외

08/10
Piezoelectric Effect on the Electronic Transport
Characteristics of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on Bent Flexible Substrates
권순신 Advanced Materials 20 (23) 4557~4562 SCI 국외

08/12

Proton induces apoptosis of hypoxic tumor
cells by the

p53-dependent and p38/JNK MAPK signaling
pathways

이큰별
INTERNATIONAL

JOURNAL OF
ONCOLOGY

33 1247~1256 SCI 국외

08/12
Development of a Large Volume Fast Neutron

Detector for Environmental Neutron
Monitoring

이상훈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3 (6) 3182~3186 SCI 국내

08/12
Structure and Magnetism in

Dodecylamine-Intercalated Vanadium Oxide
Gels

이규원
Journal Korean
Physical Society

53 (6) 3493~3496 SCI 국내

08/12
Proton Conduction in KH2PO4 Modied by

Proton Irradiation
오인환

Journal Korean
Physical Society

53 (6) 3497~3499 SCI 국내

09/01
Influence of surface structure on the

phonon-assisted emission process in the ZnO
nanowires grown on homoepitaxial ZnO films

홍웅기
Applied Physics

Letters
94 (4) 043103-1~3 SCI 국외

09/01

Investigation of tumor cytotoxicity by proton
induced x-ray emission effect from ferrite

superparamagnetic nano particle as a
proton-activated prodrug

김홍기 Journal of PIXE
19

(03n04)
143~155 비SCI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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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권(호) 쪽
SCI
여부

비고

09/01
Influence of surface structure on the

phonon-assisted emission process in the ZnO
nanowires grown on homoepitaxial films

Woong-Ki
Hong

APPLIED PHYSICS
LETTERS

94(4) 043103-1~3 SCI 국외

09/01
Effect of excimer laser annealing on ZnO
nanowires and their field effect transistors

맹종선 Nanotechnology 20 1~7 SCI 국외

09/02
Anisotropic domain-wall dynamics in

proton-irradiated KH2PO4
S.H. Kim

Current Applied
Physics

9(6) 1307–1309 SCI 국외

09/02
Apparent diamagnetism in

quasi-two-dimensional Heisenberg
antiferromagnets

Kyu Won
Lee

Current Applied
Physics

9(6) 1330~1333 SCI 국외

09/02
The effect of excimer laser annealing on ZnO

nanowires and their field effect transistors
Jongsun
Maeng

Nanotechnology 20(9) 1~7 SCI 국외

09/02

Raman Spectroscopic Study of the
Antiferroelectric Phase

Transition in the Layered Squaric Acid
(H2C4O4)

이광세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4 (2) 853~857 SCI 국내

2차년도

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권(호) 쪽
SCI
여부

비고

09/04
Hybrid Complementary Logic Circuits of

One-Dimensional Nanomaterials with
Adjustment of Operation Voltage

조건호 Advanced Materials 21 (21)
2156–-216

0
SCI 국외

09/04
Hybrid Complementary Logic Circuits of

One-Dimensional Nanomaterials with
Adjustment of Operation Voltage

Gunho Jo Advanced Materials 21(21) 2156~2160 SCI 국외

09/04
Microstructural properties at the interfaces of
ZnO nanorods and ZnO homo-buffer layers

C.-H.
Kwak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10(2) 1~7 SCI 국외

09/05
Synthesis of Au and Ag nanomaterials via

Proton Beam Irradiation
송재희

Journal Korean
Physical Society

54 (5) 2143~2147 SCI 국내

09/05
Si(Li) 검출기 스텍을 이용한 양성자 에너지 

측정에 대한 연구
김계령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4(5) 2050~2054 SCI 국내

09/05
Glyceollins Protection Against Vascular

Endothelial Cell Death Caused by A
Low-Dose Proton Beam

정명환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4(5) 2129~2132 SCI 국내

09/05
Charge transport in low-concentration

MEH-PPV conjugated polymer/fullerene
composites

K.W. Lee,
Current Applied

Physics
9(6) 1315~1317 SCI 국외

09/05
Logic inverters composed of controlled

depletion-mode and enhancement-mode ZnO
nanowire transistors

Gunho Jo
APPLIED PHYSICS

LETTERS
94(17) 173118-1~3 SCI 국외

09/05
Evaluation of Particulates Deposited on Stone

Monuments
in the National Park Area of Gyeongju, Korea

Jinyoung
Do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4(5) 2055~2059 SCI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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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권(호) 쪽
SCI
여부

비고

09/05
Structural Orderings of Zn1-xCdx Tewith
Enhanced Sensitivity to Terahertz Signals

한상욱
Journal of Korean
Physical Society

54(5) 2082~2087 SCI 국내

09/05
Logic inverters composed of controlled

depletion-mode and enhancement-mode ZnO
nanowire transistors

조건호 APL 94 173118-1~3 SCI 국외

09/05
Radiation Damage Study of a Silicon PIN

Diode and Signal-to-Noise Ratio Measurement
with a Proton Beam

김영임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4 (5) 2066~2070 SCI 국내

09/05
Development of Portable Charge Integration
Embedded DAQ Board for Beam Monitoring

황용석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4 (5) 2088~2092 SCI 국내

09/05
Study of the Scintillation Properties and

Proton Induced Radiation Damage in the
K2CeCl5 Single Crystal

김홍주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4 (5) 2093~2097 SCI 국내

09/05
Scintillation Properties of Cs2NaCeBr6 Crystal

under X-ray, gamma-ray and Proton
Excitations

김성환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4 (5) 2098~2101 SCI 국내

09/05
The Growth of a CsI:CO3 crystal and the
Measurement of the Light Response of the

CsI:CO3 Crystal to Protons
강상준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4 (5) 2102~2108 SCI 국내

09/05
Proton Irradiation and Hydrogen Diusion in

Quasicrystals
Jae-Kyun

Jeon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4 (5) 20462049 SCI 국내

09/06
The Growth and Scintillation Characteristics

of CsI:CO3 Single Crystals
S. J. Ha

IEEE
TRANSACTIONS
ON NUCLEAR

SCIENCE

56(3) 998~1001 SCI 국외

09/06
Structural Modification in Proton-Irradiated

Highly-Oriented Pyrolytic Graphite
이규원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4(6) 2468~2471 SCI 국내

09/06
Size and Nonstoichiometry Effects on

Magnetic Properties of La0.5Ca0.5 MnO3
Manganite

E.
Rozenberg

IEEE
TRANSACTIONS

ON MAGNETICS
45(6) 2576~2579 SCI 국외

09/06
Nonradiative energy transfer in ZnO

nanorods/dye-doped polymer heterostructures
Jun Kue

Park
Applied Physics

Letters
94(23) 233301-1~3 SCI 국외

09/06 Charge and spin dynamics in VO2 nanorods
Kyu Won

Lee
Applied Physics

Letters
94(23) 233111-1~3 SCI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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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권(호) 쪽
SCI
여부

비고

09/06
Development of Multifunctional Pulse

Processing Device for Sensor Signal
Acquisition

Hong Joo
Kim

IEEE
TRANSACTIONS
ON NUCLEAR

SCIENCE

56(3) 1184~1187 SCI 국외

09/07
A Large Quantity of ZnO Nanorods Growth

at Room Temperature
S.-H. Park

Journal Korean
Physical Society

55 (1) 94~97 SCI 국내

09/07
A Large Quantity of ZnO Nanorods Grown at

Room Temperature
한상욱

Journal of Korean
Physical Society

55(1) 94~97 SCI 국내

09/08
Structural orderings of Zn(1-x)Cd(x)Te

enhanced sensitivity to tera-hertz signals
J.-J. Park

Journal Korean
Physical Society

54 (5) 2082~2087 SCI 국내

09/08
In situ and ex situ ZnO nanorod growth on

ZnO homo-bufferlayers
C.-H.
Kwak

J. Crystal Growth 311 4491~4494 SCI 국외

09/08
Electron spin resonance of defect-rich

vanadium oxide nanotubes
Kyu Won

Lee
Journal of Applied

Physics
106(4) 044313-1~4 SCI 국외

09/08
In-situ and ex-situ ZnO nanorod growth on

ZnO homo-buffer layers
한상욱

Journal of Crystal
Growth

311(0) 4491~4494 SCI 국외

09/09

Influence of Solvent and Post-thermal
Treatment on a Photovoltaic Cell with Blends
of Self-organizing Poly(3-hexylthiophene) and

Fullerene

Namkyoon
Kim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5(3) 1031~1035 SCI 국내

09/10
Two-site behavior of chlorine atoms in
Ca(2-x)Na(x)CuO(2)Cl(2) single crystals

김경희

Journal of
Superconductivity

and Novel
Magnetism

23(3) 391–395 SCI 국외

09/10
DEVELOPMENT OF FEMALE ATOM-MIRD

HYBRID VOXEL MODEL FOR MONTE
CARLO DOSE CALCULATIONS

Sungkoo
Cho

Nuclear Technology 168(1) 109~212 SCI 국외

09/10
Tuning of operation mode of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by solvent-driven
surface treatment

Woojin
Park

Nanotechnology 20(47) 1~6 SCI 국외

09/10
Proton Ordering and Conduction in TlH2PO4

with a Paraelectric-antiferroelectric Mixed
Order

Se-Hun
Kim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5(4) 1716~1719 SCI 국내

09/10
Secondary Electron Generation in

Electron-beam-irradiated Solids: Resolution
Limits to Nanolithography

Kyu Won
Le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5(4) 1720~1723 SCI 국내

09/10
이산화티탸늄을 사용한 무기질 박막형 태양전지 

제작
이경호 한국콘텐츠학회 9(10) 451~463 비SCI　국내

09/11
Proton-irradiation-induced anomaly in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a hydrogen-bonded
ferroelastic system

Se-Hun
Kim

Physical Review B 80(17) 172101-1~4 SCI 국외

09/12

Efficient Organic Photovoltaic Cells with
Nano-Domain Control of the Interpenetrating
Network Morphology Through Post-Thermal

Treatment

Namkyoon
Kim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5(6) 2654~2658 SCI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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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권(호) 쪽
SCI
여부

비고

10/01
Room-temperature ferromagnetism in

alkylamine-intercalated vanadium oxide
Hyocheon

Kweon
Solid State

Communications
150 572~575 SCI 국외

10/01
Tuning of the Electronic Characteristics of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by

Proton Irradiation

Woong-Ki
Hong

ACS NANO 4(2) 811~818 SCI 국외

10/02
Structural defects in LiCoO2 studied by 7Li

nuclear magnetic relaxation
J. S. Kim

Applied Physics
Letters

96(6) 062504-1~3 SCI 국외

10/02
Electron spin resonance study of

proton-irradiation-induced defects in graphite
Kyu Won

Lee
Journal of Applied

Physics
107(4) 044302-1~3 SCI 국외

10/02
Polarization inversion in a ferroelectric liquid

crystal studied by 1H nuclear magnetic
resonance

J. K. Cha
Applied Physics

Letters
예정 092903-1~3 SCI 국외

10/02
Structural coherence in

dodecylamine-intercalated vanadium oxides
Hyocheon

Kweon
Current Applied

Physics
10(4) 1152~1155 SCI 국외

10/02
Structur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ZnO

nanorods and Ti buffer layers
C.-H.
Kwak

Applied Physics
Letters

96 051908-1~3 SCI 국외

10/03
In-situ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Study
of TiO2 Nanoparticles under Ultraviolet Light

J.-S. Jeon
Journal of Japanese

Applied Physics
49 031105-1~4 SCI 국외

3차년도

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권(호) 쪽
SCI
여부

비고

10/04
중수소 이온 주입된 게이트 산화막을  갖는 

MOSFET의 전기적 특성
이재성

대한전자공학회논문
지

47 13~19 비SCI　국내

10/04
Improving Performance and Reliability of

MOS Devices Using Deuterium Implantation
Jae-Sung

Lee

“Cutting Edge
Nanotechnology”IN-

TECH 출판사 
단행본

ISBN
978-953-
7619-93-

0

15~33 SCI 국외

10/04
Large-scale patterned multi-layer

graphene films as transparent conducting
electrodes for GaN light-emitting diodes

Gunho Jo Nanotechnology 21(17) 1~6 SCI 국외

10/04
Local structural, magnetic, and optical
properties of Zn(1-x)Fe(x)O thin films

S.-Y. Seo
Journal of Crystal

Growth
312(14) 2093~2097 SCI 국외

10/05
Tailored Secondary Growth on Au Nanorods

Through Regioselective Adsorption
송재희

Japanese Journal of
Applied Physics

49 05EA13-1~3 SCI 국외

10/06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hydrogen-ion-implanted ZnO nanorods
Y.-B. Le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6(6) 2050~2054 SCI 국내

10/06
Development of a Proton Energy Monitoring

Device at High Count Rate Environment
김홍주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6(6) 2118~2117 SCI 국내

10/06
Development of Gas Scintillation detector for

high intensity proton beam monitoring
소중호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6(6) 2122~2125 SCI 국내

10/06
Two Dimensional Beam Profile Monitoring by

Using a LYSO crystal
강상준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6(6) 2118~2121 SCI 국내



- 305 -

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권(호) 쪽
SCI
여부

비고

11/08
Radio-activation Effect on a Polymer by

Proton Beam Irradiation
나세진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9(2) 703~708 SCI 국내

11/08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Cell Death

between Pulsed and Continuous-wave Proton
Beam

정명환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9(2) 713~716 SCI 국내

11/08
The 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 Beam

Utilization and User Program
김계령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9(2) 521~527 SCI 국내

11/08
Preparation of Au Nanomaterials via Pulsed

Proton Beam Irradiation
김영준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9(2) 644~647 SCI 국내

11/08
Measurement of the Scintillation Response of

the BSO Crystal to the Kinetic Energy of
Proton Beams

강상준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9(2) 686~691 SCI 국내

11/08
Measurement of Radiation Damage on a
Back-illuminated Silicon PIN Photodiode

Caused by a 35MeV Proton Beam
배재범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9(2) 692~694 SCI 국내

11/08
Inhibition of Metastatic Activities in Human
Breat Cancer Cells Irradiated by a Proton

Beam
이규식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9(2) 653~656 SCI 국내

11/08
X-ray and Proton Luminescences of

Bismuth-borate Glasses
박정민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9(2) 657~660 SCI 국내

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권(호) 쪽
SCI
여부

비고

10/06
Changes of cancer chemopreventive enzyme

activities in human breast cancer cells
irradiated with proton beams

K.S. Le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6(6) 2068~2071 SCI 국내

10/06
Synthesis of Au-Ag composite nanorods via

proton beam irradiation
송재희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6(6) 2072~2076 SCI 국내

10/06
Activation of 45-MeV Proton Irradiation and

Proton-induced Neutron Irradiation in
Polymers

나세진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6(6) 2093~2099 SCI 국내

10/06
Development of an External Faraday Cup for

Beam Current Measurements
김계령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6(6) 2104~2017 SCI 국내

10/06
Development of a Proton Energy Monitoring
Device for a High Count Rate Environment

H.O. Kim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56(6) 2112~2117 SCI 국내

10/06
Therapeutic application of metallic

nanoparticles combined with particle-induced
x-ray emission effect

Jong-Ki
Kim

Nanotechnology 21 1~10 SCI 국외

10/07
Local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ZnO

Nano particles
E.-S. Jeong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10(5) 3562~3565 SCI 국외

10/09
Efficient bulk-heterojunction photovoltaic cells

with transparent
multi-layer graphene electrodes

Minhyeok
Choe

Organic Electronics 11 1864~1869 SCI 국외

10/12
Structur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Nitrogen Ion Implanted ZnO Nanorods

C.-H.
Kwak

Current Applied
Physics

11(3) S328~S332 SCI 국외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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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

게재연월 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권(호) 쪽
SCI
여부

비고

12/07
Promotion of proton beam utilization by

using PEFP's 100-MeV linac
김계령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61 (2) 286~292 SCI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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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논문발표

1차년도

발표일자 발표제목 학회명 발표장소

08/07/03
PEFP의 빔이용 연구 및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3단계 계획
Korea Accelerator and Plasma

Research Association
한국

08/07/04
Exchange bias field change of FeMn-NiFe films by He ion

irradiation using DuoPIgatron source
Korea Accelerator and Plasma

Research Association
한국

08/09/25
The effect of gamma radiation on initial growth of

Albizzia julibrissin in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
한국토양비료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08/11/14
양성자빔을 이용한 셀룰로오스 전처리 (Pretreatment of

α-cellulose by proton beam irradiation)
한국청정기술학회 한국

08/11/04
양성자 치료와 환자 안전 - 인체 내 양성자 빔 비정 측정 및 

영상화 기술 개발
제7회 방사선안전심포지움 한국

08/05/08
Effect of proton beam on the blood vessel formation and

vascular cell death.
65th KSBMB Annual Meeting 한국

08/07/03
Fabrication of Luminescent Nanoarchitectures by Electron

Irradiation
2008 Korea Accelerator and Plasma

Research Association
한국

08/10/24 전자빔에 조사된 고분자의 광학적 특성변화 한국물리학회 한국

08/05/13
Advanced Radioisotope Development Plan by using a 100

MeV Proton Accelerator of PEFP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in

Isotope
한국

08/05/30 Status of Beam Utilization at the PEFP
The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MV Ion Accelerator
한국

08/06/24
Proton energy measurement using Semiconductor Detectors

at the 45 MeV Test Beam Line of PEFP
European Accelerator Conference

2008(EPAC08)
이탈리아

08/09/05
Study on the Proton energy Measurement Using Si(Li)

Detector Stack
The 12th Workshop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8/11/08 Progress in Beam Utilization and Application at the PEFP
thw 2nd USA-China Workshop on
Scientific & Industrial Applications
Using Neutron, Muon & Protons

중국

08/09/05
Exchange bias and Coercive field change in NiFe bilayers

with different buffer layers by He ion irradiation
The 12th Workshop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8/05/27
Conical shaping of multi-walled carbon nanotube tip using

oxygen plasma ion irradiation
5th korea-china workshop on

nanotubes and nanowires
한국

08/05/27
Tip opening of single-walled carbon nanohorns using

oxygen plasma ion irradiation
5th korea-china workshop on

nanotubes and nanowires
한국

08/08/20
Formation of CNWs with cross-jungction controlled by ion

irradiation on SWNT bundle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electronics and plasma

technology
한국

08/08/20
Effects of sheath electric field on multi-walled carbon

nanotube systhesis in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electronics and plasma

technology
한국

08/08/20
Improvement of field emission properties of conical

shaped multi-walled carbon nanotube tip using oxygen
plasma ion irradiation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electronics and plasma

technology
한국

08/09/05
10MeV proton irradiation effect on hydrogen adsorption

property of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bundle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08/04/13
Preliminary Study for Determination of Distal Dose Edge

by Measuring 90˚ Prompt Gammas with Array-type
Prompt Gamma Detection System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adiation Shielding & 15th Topical
Meeting of the Radiation Protection

and Shielding Division of the
American Nuclear Society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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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발표제목 학회명 발표장소

08/09/04
Determination of Distal Dose Edge with Array-type

Prompt Gamma Detection System for 39 MeV Proton
Beam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08/09/04
Radiation Damage Study of a Silicon PIN Diode and

Signal-to-Noise Ratio Measurement with a Proton Beam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08/09/04
Development of Portable Charge Integration Embedded

DAQ Board for Beam Monitoring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08/09/04
Study of the Scintillation Properties and Proton Induced

Radiation Damage in the K2CeCl5 Single Crystal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08/09/04
Scintillation Properties of Cs2NaCeBr6 Crystal under X-ray,

gamma-ray and Proton Exicitation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08/09/04
The potential and mechanism of proton beam-induced

cancer cell death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08/09/04
Glyceollins protects against vascular endothelial cell death

caused by low dose proton beam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08/09/04
Preparation of Ionic State Lanthanum Cuprate and

Characteristics Radiated by its Ion beams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08/08/07
Neutron diffraction and 1H NMR study of

proton-irradiation effect on KDP
The 7th Korea-Japan Conference on

Ferroelectricity
한국

08/09/05
Proton irradiation effects on KH2PO4 studied by NMR

and electrical conductivity measurements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8/05/25
Tunable electrical properties of surface-tailored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The 5th Korea-China Workshop on
Nanotubes & Nanowires, Sokcho,

Korea
한국

08/05/29
Scaling effects of high-k gate dielectric Al2O3 layer
thickness for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Electronics and Devices

한국

08/05/29
The influence of surface effects in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Electronics and Devices
한국

08/05/29
Tunable logic circuits composed of CNT and ZnO
nanowire FETs by high-energy proton irradiation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Electronics and Devices

한국

08/05/29
Bending Effects of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on Flexible Substrates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Electronics and Devices
한국

08/05/29
Passivation effects on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under ambient, oxygen, and vacuum environments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Electronics and Devices
한국

08/05/29
Charge Transport through Molecular Wires and

Semiconducting Nanowires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Electronics and Devices
한국

08/05/28
Passivation effects on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under ambient, oxygen and vacuum environments
A3 Foresight Program Sub-10 nm

Wires Workshop
일본

08/06/25

Characteristics of metal oxide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Scaling effects of In2O3 nanowires and

radiation effects of complementary inverters consisting of
ZnO nanowires and carbon nanotubes

2008 Electronics Materials Conf. 미국

08/08/27
Tunable Electrical Properties of Surface-tailored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Nano Korea 2008 한국

08/09/04 Optical properties of electron-irradiated polymers
12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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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발표제목 학회명 발표장소

09/06/10
Anti-metastatic effect of proton beam irradiation in human

breast cancer cells
대한암학 한국

09/10/13
Changes of cancer chemopreventive enzyme activities in
human breast cancer cells irradiate with proton beams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0/14
Development of a Proton Energy Monitoring Device at

High Count Rate Environment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0/14
Development of Gas Scintillation detector for high

intensity proton beam monitoring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0/14
Two Dimensional Beam Profile Monitoring by Using a

LYSO crystal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07/05
Identification of Histone H2AX (Y142) kinase in apoptotic

cells
제2회 Kyunghee Brain Conference 한국

09/08/10
Identification of Histone H2AX (Y142) kinase in apoptotic

cells
제64회 한국생물과학협회 

정기학술대회
한국

09/12/11
Identification of Histone H2AX (Y142) kinase in apoptotic

cells
제5회 한국동물학회 Winter Camp 한국

09/11/26 이온빔을 이용한 고효율 박막형 태양전지 개발 한국환경분석학회 한국

09/07/02
Formation Mechanism of Conically Shaped Multi-Walled

Carbon Nanotube Tip in Plasma Ion Irradiation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09/07/02
Effect of 300 keV Electron Irradiation on H2 Adsorption

Properties of Bundle Type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09/07/02
Effect of Plasma Pre-treatment on MWNT Synthesis in

PECVD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09/08/20
Formation of Conical Shape Multi-Walled Carbon

Nanotube Tip under Plasma Ion Irradiation
제 37회 한국진공학회 한국

09/08/20
Study on Cs Encapsulation inside the Single-Walled

Carbon Nanohorns in Plasma
제 37회 한국진공학회 한국

09/08/20
Investigation on Conductance of Particle-Irradiat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Bundle Network

제 37회 한국진공학회 한국

09/10/14
Improvement of Electrical Conductivity of 10 MeV Proton

Irradiat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Bundle
Network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09/04/16
Polyaniline MWCNTcomposite through surface

modification of multi-wall carbon nanotubes
제 103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

09/04/16
ThinwallCNT/Ru nanoparticle composite for a field

emmiter in FED
제 103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

09/04/16
Simple one step synthesis of gold nanomaterials using

beta-diketones
제 103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

09/04/16
Facile one step preparation of size and shape selective

gold nanocrystals via proton beam irradiation
제 103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

09/10/14
A new approach for the synthesis of Au-Ag composite

nanorods via proton beam irradiation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0/30
Synthesis of various metal nanoparticle using

MWCNT-polyaniline
제 104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

09/10/30
Simple hydrothermal synthesis of Ru-CNT, Pd-CNT, and

Ag-CNT nanocomposites
제 104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

09/10/30 Facile one step synthesis of Au, Ag, and Ru nanoparticles
제 104회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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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발표일자 발표제목 학회명 발표장소

09/04/23
Single Crystal Structure Investigation on LiH2PO4 by

Neutron Diffraction at 300K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04/23
Thermal analysis and Impedance study of Squaric acid

(H2C4O4)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04/23 Conductivity of proton-irradiated KH2PO4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04/23
Effect of structural coherence on the vanadium valency in

dodecylamine-intercalated vanadium oxide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04/23
Electrical Conduction in Proton-Irradiated Highly Oiented

Prolytic Gaphite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04/23
Hydrothermal Synthesis Of Decylamine-intercalated

Vanadium Oxide Nanotubes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04/23
Optical and magnetic properties of Mn-doped ZnO

nanorods synthesized via sol-gel technique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04/23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ZnO/PMMA composite

film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04/23 Effects of gamma ray irradiation on a fullerene derivative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04/23
Thermal treatment of bulk heterojunction photovoltaic cells

for enhanced performance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10/25
CRAMPS and proton-deuterium CP/MAS:Alternatives for

high-resol-ution proton NMR
3rd APNMR 한국

09/10/13 Radiation damage in Proton-irradiated ZnO Single Crystal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09/12/09
Observation of hydrogen localization induced by

proton-beam stress in TlH2PO4
ICAMD 2009 한국

09/12/09
Opt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zation of Single ZnO

nanorod
ICAMD 2009 한국

09/12/09
Energy transfer and triplet-triplet annihilation in

inorganic/organic heterostructures
ICAMD 2009 한국

09/12/09
Diamagnetism and Peierls-like transitions in
dodecylamine-intercalated vanadium oxides

ICAMD 2009 한국

09/12/09
Damage dependence of electrical conductivity in

deoxyribonucleic acid film
ICAMD 2009 한국

09/12/09
Proton-irradiation effects on the magnetoresistance of

graphite
ICAMD 2009 한국

09/12/09
Nanometric size effect on magnetic ordering in half-doped

La0.5Ca0.5MnO3 manganite: EPR probing
ICAMD 2009 한국

09/12/09
Study of Proton-irradiation Effect on

[6,6]-phenyl-C61-butyric acid methyl ester
ICAMD 2009 한국

09/04/23
Crystal Structure Investigation on LiH2PO4 by Neutron

Diffraction at 100K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04/23
Magnetic impurity and Peierls-like transition in

dodecylamine-intercalated vanadium oxides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04/23
Proton-Irradiation effects on the resistance of

highly-oriented pyrolytic graphite
2009 봄물리학회 한국

09/10/14 Radiation damage in Proton-irradiated ZnO Single Crystal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0/21
Secondary electron generation in electron-beam-irradiated

solids.
2009 가을물리학회 한국

09/10/21
Non-Radiative Energy Transfer in Inorganic-Organic

Heterostructures
2009 가을물리학회 한국

09/10/21 Spectroscopic study of Proton-irradiated PCBM 2009 가을물리학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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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발표제목 학회명 발표장소

09/10/21
Investigation on CsMnCl3·2(H2O) by Neutron Single

Crystal Diffraction at Room Temperature
2009 가을물리학회 한국

09/10/21
Charge distribution of O-H...O bonds in proton irradiated

KH2PO4 ferroelectrics
2009 가을물리학회 한국

09/10/21 Cathodoluminescence of Single ZnO nanorods 2009 가을물리학회 한국

09/04/23
Proton beam irradiation pretreatment of biomass and

saccharification
한국화학공학회 2009년도 봄 학술대회 한국

09/11/01
Selection of Trichoderma reesei mutant through proton

beam irradiation and cellulase production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움
한국

09/10/13
Trichodema reesei mutant through proton beam irradiation

for cellulase production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0/13 Introduction of Instruments for Spallation Neutrons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0/13
Deuterium Ion implantation to enhance in MOS devices's

reliability
The 13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1/12.
Metal-oxide-silicon(MOS) 구조에서 중수소 이온 주입된 

게이트 산화막의 절연 특성
2009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09/11/28
중수소 이온 주입한 MOS 구조에서 분석된 중수소 농도 

분포
2009 대한전자공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10/02/24
Impact of Deuterium Ion Implantation on Gate Oxide

Integrity
제17회 한국반도체학술대회 한국

09/08/25
Ion Beam irradiated P3HT for the Hole Transporting

Material of Polymer Solar Cell
KJ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ganic Materials for Electronics

한국

09/05/22
Electr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surface-architecture-controlled ZnO nanowires and
threshold-voltage-controlled field effect transistors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Electronics and Devices

한국

09/05/22
Hybrid complementary logic circuits based on ZnO

nanowire and CNT FETs with adjustment of operation
voltag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Electronics and Devices

한국

09/05/22
Characteristics of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with inorganic or organic high-k dielectric layers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Electronics and

Devices-서강대학교
한국

09/08/28
Hybrid complementary logic circuits based on SWNT and

ZnO nanowire FETs
Nano Korea 2009 한국

09/08/28
TuningofoperationmodeofZnOnanowirefieldeffecttransistorsb

ysolvent-drivensurfacetreatment
Nano Korea2009 한국

09/08/29
Hybrid complementary logic circuits based on
one-dimensional semiconductor nanomaterials

The11th nanowire research society
meeting

한국

09/08/31
Logic circuits from one-dimensional nanoscale building

blocks with adjustment of operation voltage
A3 Foresight Summer School and

Workshop
한국

09/11/05
Synthesized High-Quality Graphene Films as Conductive

Transparent Electrode and their application

GJ-NST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 Sicence and Nano

Tehchnology
한국

09/11/05
Tuning of operation mode of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by solvent-driven surface treatment

GJ-NST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 Sicence and Nano

Tehchnology
한국

09/04/23 백금 나노 촉매 제조를 위한 양성자빔 조사 조건 연구
2009년 봄 학술논문발표회 및 제 85회 

정기총회
한국

09/05/18
Synthesis of Nano-size platinum particles by proton

irradiation
한국원자력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및 

2009 춘계학술발표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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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발표제목 학회명 발표장소

09/07/03
PEFP의 빔 이용연구 및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3단계 기획
2009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09/07/03 45 MeV 양성자 빔을 이용한 백금나노 입자의 제조 연구
2009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09/07/03 양성자 빔을 이용한 in-vivo 실험장치 개발 기초 연구
2009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09/10/14
Preliminary Results of Uniform Irradiation of Proton Beam

Using 2-D Target Stage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0/14
Development of External Faraday Cup for the Beam

Current Measurement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0/14
Proton beam-induced cell death on the mouse xenograft

model using prototype in vivo experiment system on
MC-50 cyclotron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0/14
Activation of 45 MeV proton irradiation and

proton-induced neutron irradiation in chloroplatinic acid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0/23 양성자 빔을 이용한 백금 나노 입자 사이즈 제어 연구 2009 가을물리학회 한국

09/10/23
45 MeV 양성자 빔 조사와 이차적인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 

연구
2009 가을물리학회 한국

09/10/14
The Determination of the Distal Dose Edge in the Human

Voxel Phantom by Measuring the Prompt Gamma
Distribution in Proton Therapy: A Monte Carlo study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09/25
Geant4 몬테칼로 코드를 이용한 복셀팬텀 내 3차원 

선량분포 가시화
제 39회 한국의학물리 추계학술대회 한국

09/10/14
Effects of creating variations with high value in

Lagerstroemia indica using proton beam irradiation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08/27 Development of mutant mice by proton beam irradiation 한국실험동물학회 한국

09/11/20
치료용 양성자 빔의 선량 급락지점 확인을 위한 배열형 

즉발 감마선 분포 측정장치 개발
2009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09/10/14
Novel PIXE-based new proton therapy using metal

nanoparticles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04/24
In-situ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study of ZnO

nanorod growth
한국세라믹학회 한국

09/04/23
Surface roughness effect of ZnO nanorods grown on

various films by MOCVD
2009 봄 한국물리학회 한국

09/04/23
Ferromagnetic Properties of Fe-doped ZnO films

Synthesiz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2009 봄 한국물리학회 한국

09/04/23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study of ion- implanted

TiO2 nanopaticles
2009 봄 한국물리학회 한국

09/04/23
Structural Properties of ZnO Nanorods Grown in Sea

Water at Room Temperature
2009 봄 한국물리학회 한국

09/08/27
Influence of Ultraviolet Light to Structur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iO2 Nanoparticles
2009 NANO Korea 한국

09/08/27
Microstructural Properties of Initially Grown ZnO

nanorods on Various Buffer Layers
2009 NANO Korea 한국

09/09/16
Metal-doped ZnO thin films: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s
제7회 표면분석 심포지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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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발표제목 학회명 발표장소

09/09/16
Local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Ion-Implanted

ZnO Nanorods
제7회 표면분석 심포지움 한국

09/10/22
EXAFS를 이용한 Zn(1-x)Mg(x)O 나노막대의 방향 특성에 

따른 연구
2009 가을물리학회 한국

09/10/13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H+ ion implanted

ZnO nanorods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09/12/06
Structural,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Proton-Implanted ZnO Nanorod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dvanced Materials and Devices
한국

09/06/25
Formation Mechanism of Conically Shaped Multi-Walled

Carbon Nanotube Tip in Plasma Ion Irradiation

T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cience and Application of

Nanotubes
중국

09/06/25
Effect of 300 keV Electron Irradiation on H2 Adsorption

Properties of Bundle Type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T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cience and Application of

Nanotubes
중국

09/06/25
Fabrication of Cs Encapsulated Single-Walled Carbon

Nanohorns Controlled by Electrowetting

T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cience and Application of

Nanotubes
중국

09/06/25
Effect of Ar Plasma Pre-treatment on MWNT Synthesis in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T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cience and Application of

Nanotubes
중국

09/06/25
Investigation on Conductance of Particle-Irradiat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Bundle Network

T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Science and Application of

Nanotubes
중국

09/04/16
Synthesis of gold and silver nanocrystals via proton beam

irradiation
2009 MRS Spring Meeting

09/04/16
Novel nanocomposites of covalently bonded multi-wall

carbon nanotubes to conducting polymers
2009 MRS Spring Meeting

09/06/24
Synthesis of polyaniline-MWCNT nanocomposites and their

physical properties
Nanotube 2009

09/11/30
Electrical conductivity enhanced by proton irradiation in

hydron-bonded KH2PO4
Materials Research Society 미국

09/05/03 Pretreatment of biomass by proton beam irradiation
31st symposium on biotechnology

for fuels and chemicals
미국

09/09/07
Tuning of operation mode of ZnO nanowire field effect

transistors by solvent-driven surface treatment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일본

09/12/01
Hybrid Complementary Logic Circuits from

One-Dimensional Nanoscale Building BlocksElements with
Adjustment of Operation Voltage

Materials Research Society 미국

09/05/12
MC-50 싸이클로트론에서의 LEPT 시작품을 이용한 예비 

in-vivo 실험 결과
PAC′09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09)
캐나다

09/05/12
PRELIMINARY RESULTS OF SAMPLE ACTIVATION

MEASUREMENT USING A HPGE DETECTOR FOR THE
NANO PARTICLE FABRICATION BY PROTON BEAM

PAC′09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09)

캐나다

09/07/17
MCNPX Simulation Study on Array-type Prompt Gamma

Detection System for Real-time Distal Dose Edge
Determination in Proton Therapy

The Fif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and Detection

Technology (ISORD-5)
일본

09/07/17
Direct Monte Carlo Dose Calculation Using

Polygon-surface Computational Human Model

The Fif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and Detection

Technology (ISORD-5)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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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자 발표제목 학회명 발표장소

09/07/17
LEGO-type Multi-purpose Dosimetry Phantom for

Intensity-modulated Radiation Therapy Dose Verification

The Fif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and Detection

Technology (ISORD-5)
일본

09/05/01
Novel PIXE-based proton therapy using metal

nanoparticles
PTCOG49 일본

09/06/01
Novel PIXE-based proton therapy using metal nanparticles:

clinical implications
The 3rd World Cancer Congress 2010 싱가폴

09/06/02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Ion-Implanted ZnO

Nanorods
2009 Pacific Rim Conference 캐나다

09/07/01
Local Structural and Optical Properties of Ion-Implanted

ZnO Nanorods
2009 ICMAT 싱가폴

3차년도

발표일자 발표제목 학회명 발표장소

10/04/22
Activation and discoloration of plastics by proton beam

irradiation
한국물리학회 2010년 봄 

학술논문발표회
한국

10/02/19 100MeV 양성자빔을 이용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양성자가속기의 첨단의료분야 활용 

심포지움
한국

10/04/22
45 MeV 싸이클로트론에서의 in-vivo 동물 실험을 위한 실험 

설비 구축
2010년도 대한 방사선 방어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한국

10/07/02 양성자빔 조사에 의한 폴리머의 방사화
2010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10/07/02 양성자빔을 이용한 Pt 나노입자 제조장치
2010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10/07/02
Development of In-vivo Experimental Devices Using

Proton beam
2010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10/07/02 2차원 스테이지를 이용한 빔 프로파일 모니터링
2010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10/10/25 이온빔 장치 가동시 발생하는 X-선 분석 
한국물리학회 2010년 가을 

학술논문발표회
한국

10/10/21 Activation of Polymethyl-Methacrylate by Proton Beam 한국원자력학회 2010 추계학술발표회 한국

10/10/25 양성자빔을 이용한 Ag 나노입자 제조장치
한국물리학회 2010년 가을 

학술논문발표회
한국

10/10/25 Status of Proton Accelerator Development
한국물리학회 2010년 가을 

학술논문발표회
한국

10/10/21
Radiobiological analysis of human lung cancer cells on the

20 MeV Linac and 45 MeV cyclotron proton beam
한국원자력학회 2010 추계학술발표회 한국

10/04/22
Proton Dynamics in LiH2PO4 Studied by Nuclear

Magnetic Resonance
한국물리학회 2010년 봄 

학술논문발표회
한국

10/09/03
Microscopic structural modification of KH2PO4 by

proton-beam irradiation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10/10/25
Control of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hydrogen-bonded

KH2PO4 by proton-beam irradiation
한국물리학회 2010년 가을 

학술논문발표회
한국

10/10/14
Synthesis of flower-shaped colloids using pulsed proton

beam
제106회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한국

10/09/03
Preparation of gold nanomaterials via pulsed proton beam

irradiation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10/09/03
Preparation of flower-shaped Ag colloids via proton beam

irradiation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10/05/20
A new synthetic route for the preparation of Au-Ag

composite nanorods via proton beam irradiation
The 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electronics and devices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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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0
Formation of flower-shaped silver nanomaterials using

pulsed proton beam
The 2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lecular electronics and devices
한국

10/02/26
Impact of Deuterium Ion Implantation on Gate Oxide

Integrity
제17회 한국반도체학술대회 한국

10/04/27
Activation of proton irradiation and secondary neutron

irradiation in matter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uclear
data for science ＆ technology

(ND2010)
한국

10/04/27
Study of the Anti-Angiogenic Effect by Proton Beam

Irrad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uclear
data for science ＆ technology

(ND2010)
한국

10/04/27
Platinum nano particle synthesis by proton beam

irrad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uclear
data for science ＆ technology

(ND2010)
한국

10/04/27
Feasibility Study on the Pulsed Proton Beam Utilization

for the Thin Layer Activation Techniqu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nuclear
data for science ＆ technology

(ND2010)
한국

10/05/21
Proton beam inhibit tumor angiogenesis through

suppression of VEGF expression
Particle therapy Co-Operative Groups

49
일본

10/05/26 Activation and Discoloration of Polymer by Proton Beam
The 1st International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일본

10/05/26
Platinum nano particle synthesis by proton beam

irradiation
The 1st International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일본

10/05/26
Study of The Installation of a Small Animal Experiment in

a MC-50 Cyclotron LEPT Beam Line
The 1st International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일본

10/05/26
Development of the Target System for Large-Area Uniform

Irradiation Using 2D Motional Stage
The 1st International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일본

10/08/17 The Status and Future Plan of the PEFP The Inaugural Workshop UCANS-1 중국

10/09/03 Radio-activation effect of polymer by proton beam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10/09/03
Apparatus for silver nano particle synthesis by proton

beam irradiation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10/09/03 Radiobiological effect: pulsed VS. CW beam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10/09/03 The Status of the PEFP and User Development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10/09/03
Realization of Uniform Irradiation Method with a Target

Stage Using 2-Axis Linear Motions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10/11/30
Development plan of the intense Neutron Sources for

PEFP/KAERI
The 2nd Joint Asian Accelerator

Workshop
한국

10/09/03
The Measurement of the Scintillation Response of the BSO

crystal to the Kinetic Energy of Proton Beams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10/09/03 X-ray and Proton Luminescence of Bismuth-Borate Glasses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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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3 Development of a Standalone Beam Monitoring Electronics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 Beam utilization
한국

10/07/29
Deuterium process to improve gate oxide integrity in

Metal-Oxide-Silicon (MOS) structure
3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hysics of semiconductors
한국

10/08/19
Gate Oxide Dielectric Characteristics after Deuterium Ion

Implantation in nano-scaled Metal-Oxide-Silicon (MOS)
Device

The 8th international nanotech
symposium & exhibition

한국

10/09/03
The Effect of Deuterium Ion Implant Process on the

Improvement of Reliability in 
The 14th international workshop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10/10/14
New implantation method to incorporate deuterium into

the gate oxide film in the Metal-Oxide-Semiconductor
(MOS) structure

The 218th Electrochemical Society
Meeting

미국

4차년도

발표일자 발표제목 학회명 발표장소

11/07/08 PEFP 의 저에너지 중성자원의 개념 및 활용 2011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11/07/08 양성자빔에 의한 암세포 사멸에서의 디커신의 상승효과 2011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11/07/08
MCNPX 코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82Sr, 67Cu, 68Ge

동위원소 수율 계산
2011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11/05/26
The Preliminary Study of an In-vivo Proton Therapy and

a Cancer Diagnosis Using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한국원자력학회 2011 춘계학술발표회 한국

11/05/26
Monte Carlo Simulation on Proton-Induced Fast Neutron

Source
한국원자력학회 2011 춘계학술발표회 한국

11/04/14 20~100 MeV 양성자를 이용한 중성자원 기초연구
한국물리학회 2011년 봄 

학술논문발표회 및 제 87회 정기총회
한국

11/04/14 양성자빔을 이용한 금 나노입자 생성
한국물리학회 2011년 봄 

학술논문발표회 및 제 87회 정기총회
한국

11/09/30

Decursin promotes proton beam-induced programmed cell
death of human lung cancer cells through the blocking

the p42/44 MAPK activation and down-regulation of
STAT-1 pathway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11/09/30
Code simulation of exposure dose rate by secondary

radiation on low dose proton beam irradiation
experiment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11/09/30 promotion of Proton b eam utilization by using PEFP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한국

11/10/18
Effects of additives for metal nanoparticle synthesis by

proton beam irradiation
2011 IEEE Nano materials and

Devices Conference
한국

11/10/27
Comparison of code simulation and measurements:

Radio-activation of ZrO2 by proton beam irradiation
2011 추계 원자력학회 한국

11/10/27
Decursin was accelerated human lung cancer cell death
caused by proton irradiation via blocking the p42/p44

MAPK pathway
2011 추계 원자력학회 한국

11/11/11 MC-50 LEPT 빔라인에서의 in-vivo 양성자 치료 연구
제44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11/11/11
Optical scanner를 이용한 radiochromic film의 흡수선량 

측정 방법
제44회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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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7
Prospective application of PEFP's accelerator driven

neutron source

The Second Meeting of the Union for
Compact Accelerator-Driven Neutron

Sources
미국

11/07/07
Calculation Results for the Low Energy Neutron Source of

the PEFP

The Second Meeting of the Union for
Compact Accelerator-Driven Neutron

Sources
미국

11/05/13
Comparison of Apoptotic Effect of Pulsed and Continuous

Wave Proton Beam
Particle Therapy Co-Operative Group

50
미국

11/09/08
The 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 status and

Prospect of Proton Beam utilization
2011 International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스페인

11/09/08
Radio-activation Effect of Target Rooms for PEFP's

20-100MeV Linear Accelerator
2011 International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스페인

11/09/08 Au Nanoparticle Synthesis by Using Proton Beam
2011 International Particle Accelerator

conference
스페인

5차년도

발표일자 발표제목 학회명 발표장소

12/10/25
Monte Carlo Simulation for Radioisotope Production

Yields Calculation and Radiation Shielding for Rh, RbCl,
ZnO, and Ga target

2012 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한국

12/10/25
Design of the Remote Handling System for Highly

Activated Samples by Proton Beam Irradiation
2012 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한국

12/10/25
Design of the Ridge-Filter Type Modulator for TR103 of

PEFP
2012 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한국

12/11/08
Design of the Ridge-Filter for Spread Out Bragg Peak

Production in Pulsed 100-MeV Proton Beam
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Accelerators and Beam Utilization

한국

12/11/08
Design of Degrader for 20 and 100 MeV High Current

Proton Beam Irradiation
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Accelerators and Beam Utilization

한국

12/11/08
Monte Carlo Simulation of Radiation Shielding Carrier for

Proton Beam Irradiation Samples
The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Accelerators and Beam Utilization

한국

12/11/08 양성자빔 조사 시 플러스 조절을 위한 다공 콜리메이터 2012 가을 한국물리학회 한국

12/11/08 TR103 과 TR23 에서의 Multi-Sheet 에너지 조절장치 2012 가을 한국물리학회 한국

12/11/09 대용량 양성자 빔을 이용한 연구개발 성과와 전망 2012 가을 한국물리학회 한국

12/04/26
Study on verification of the sensitometric response of

film dosimetry
2012 봄 물리학회 한국

12/05/31
Decursin enhances the therapeutic effect in the proton

therapy by induction of tumor cell apoptosis
생화학 분자생물학회 한국

12/07/29 Lu-177의 생체 내 생물학적 반감기 측정 연구 2012 KAPRA & KPS/DPP Conference 한국

12/05/17
Apreliminarystudyofthepossibilityofapplyingin-situmeasuring

system at the MC-50 cyclotron
Particle Therapy Co-Operative Group

51
한국

12/05/17
Design of the Medical Facility For 100-MeV Proton Beam

Utilization of the PEFP
Particle Therapy Co-Operative Group

5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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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1차년도

출원/등록
일자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명 출원/등록인 발명자명 출원/등록국 비고

08/11/26 10-2008-0117857
하이브리드형 나노소자 논리회로 및 그 

제조 방법
한국원자력(연)

조건호
홍웅기
이탁희

대한민국 출원

09/01/26 10-2009-0000883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질 물질의 

전도율 개선방법 
한국원자력(연)

이철의
권진중
오인환

대한민국 출원

08/12/24 10-2008-0133722
중수소 이온 주입을 이용한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한국원자력(연)

이재성
김계령

대한민국 출원

08/12/29 10-2008-0135947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한 은 나노물질 합성 

방법
한국원자력(연)

송재희
김영준
김계령

대한민국 출원

08/12/26 10-0877188
양성자 빔 처리에 의한 천연물 유래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제조 방법

한국원자력(연)

이갑득 
문병식 
김준연 
조진삼

대한민국 등록

2차년도

출원/등록
일자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명 출원/등록인 발명자명 출원/등록국 비고

10-2009-0109930 글리세올린의 용도 이유미 대한민국 출원

09/12/28 2009-0131913
기체 섬광을 이용한 광대역 방사선 

계측장치
한국원자력(연) 김홍주 대한민국 출원

09/12/28 2009-0131914
이차 전자 방출형 광대역 방사선 

계측장치
한국원자력(연) 김홍주 대한민국 출원

09/05/14 10-2009-0042162
이온 빔을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처리방법  
및 이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의 생산방법

한국원자력(연) 김계령 대한민국 출원

09/01/06 2009-0000883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질 물질의 

전도율 개선방법
한국원자력(연) 김계령 대한민국 출원

09/12/30 2009-0134140
이온빔 조사를 이용하여 제조된 유기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한국원자력(연) 김경곤 대한민국 출원

09/04/03 907241
양성자  빔을 이용한 나노와이어 
트랜지스터의 작동모드 제어방법

한국원자력(연) 김계령 대한민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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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출원/등록
일자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명 출원/등록인 발명자명 출원/등록국 비고

10/05/04
10-2010

-0042111
신품종 배롱나무 변종식물 한국원자력(연)

권혜진
(임재홍
우종석
우성민
황문주
김계령)

대한민국 출원

10/05/28
10-2010

-0050612

양성자 도핑된 산화아연 나노구조체, 이를 
이용한 반도체 나노 소자 및 양성자 

도핑된 
산화아연 나노 구조체의 제조 방법

한국원자력(연)
한상욱
김계령

대한민국 출원

10/05/07
10-2010

-0043176

양성자 빔 펄스
조사를 이용한 꽃 형상의 은 나노 물질의 

제조방법
한국원자력(연)

김계령
(송재희
김영준)

대한민국 출원

10/10/22
10-2010

-0103516
나노입자 제조 장치, 나노입자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해 제조된 나노 입자
한국원자력(연)

김계령
(길재근
정명환
나세진)

대한민국 출원

10/11/01 10-0992535-0000
중수소 이온 주입을 이용한 반도체소자의 

제조 방법
한국원자력(연)

이재성
(김계령)

대한민국 등록

4차년도

출원/등록
일자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명 출원/등록인 발명자명 출원/등록국 비고

11/12/29 10-2011-0145867
다결정실리콘적층체및그의누설전류제어방

법 
한국원자력(연)

이재성,
김계령

대한민국 출원

11/12/30 10-2011-0146976
데커신을 포함하는 STAT1-caspase-8

신호체계 차단용 조성물
한국원자력(연) 정명환 대한민국 출원

12/01/12 10-2010-0003757
양성자선 조사를 이용한 퍼옥시레독신의 
퍼옥시다제 및 샤페론 활성 동시 증가 

방법
한국원자력(연) 정병엽 대한민국 출원

11/12/26 2011-0142343
양성자빔 단면의 크기 조절을 활용한 

양성자 치료기
한국원자력(연) 장지호 대학민국 출원

11/09/19 1067369
이온빔 조사를  이용하여 제조된 유기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한국원자력(연)

김경곤
김계령

대한민국 등록

11/03/24 1026160
하이브리드형 나노소자 논리회로 및 그 

제조 방법
한국원자력(연)

이탁희
김계령

대한민국 등록

11/10/1/
0135947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한 은 나노입자 합성 

방법
한국원자력(연)

송재희
김영준
김계령

대한민국 등록

12/02/07 1116035
이온 빔을 이용한 바이오매스의 처리방법  
및 이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의 생산방법

한국원자력(연) 김계령 대한민국 등록

11/09/19 1067369
이온빔 조사를 이용하여 제조된 유기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한국원자력(연) 김경곤 대한민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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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

출원/등록
일자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명 출원/등록인 발명자명 출원/등록국 비고

12/10/12 1193241
양성자 빔 펄스

조사를 이용한 꽃 형상의 은 나노 물질의 
제조방법

한국원자력(연)
김계령
(송재희
김영준)

대한민국 등록

12/08/02 1172508

양성자 도핑된 산화아연 나노구조체, 이를 
이용한 반도체 나노 소자 및 양성자 

도핑된 
산화아연 나노 구조체의 제조 방법

한국원자력(연)
한상욱
김계령

대한민국 등록

12/08/20 1176953 신품종 배롱나무 변종식물 한국원자력(연)

권혜진
(임재홍
우종석
우성민
황문주
김계령)

대한민국 등록

12/05/30 1153390
기체 섬광을 이용한 광대역 방사선 

계측장치
한국원자력(연) 김홍주 대한민국 등록

12/04/30 1135127
이차 전자 방출형 광대역 방사선 

계측장치
한국원자력(연) 김홍주 대한민국 등록

12/03/06 10-1126297 글리세올린의 용도 한국원자력(연) 이유미 대한민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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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1절 동위원소 생산기술

DOE 내부의 Office of Nuclear Physics 에서 동위원소 생산 계획을 세우고 공급한다. 공급

에 어려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안정동위원소의 생산과 분배를 원활히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

며 동위원소 생산과 분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동위원소 생산 기술 

및 화학적 공정의 향상을 위해 R&D 투자와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National Isotope Program

에 의한 동위원소 생산 기관은 약 10곳이 있다. 이중 대부분은 LANL, BNL (accelerator 기반)

및 Oak Ridge (reactor 기반)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1. DOE 의 National Isotopes Program 에 의한 동위원소 생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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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L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의 IPF (Isotope Production Facility)

LANSCE (Los Alamos Neutron Science Center)

LANSCE 의 Linac 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인 injector system 은 H+, H-

ion source 및 750 keV Cockroft-Walton generator 로 구성되며 다음 단계인 201.25 MHz

drift-tube linac (62 m) 에서 H+, H- 빔은 합쳐지고 bunch 를 이루며 최대 100 MeV 까지 가

속된다. 마지막 단계인 side-coupled-cavity linac (800 m)에서 각 빔은 800 MeV 까지 가속된

다.

그림 5.2. Los Alamos Neutron Science Center의 빔 라인 개략도

LANSCE 에는 5개의 주요 빔 이용 시설이 있다.

① 100 MeV : Isotope Production Facility

② 800 MeV : Lujan Center (800 MeV)

③ Proton Radiography (800 MeV)

④ Ultra-Cold Neutrons (800 MeV)

⑤ Weapon Neutron Research (800 MeV)

이중 IPF 시설은 LANSCE 가속기의 Drift-tube linear accelerator 끝 부분에 위치한다. (그림 

5.2의 가운데 원 부분) LANSCE 는 최근에 pulse repetition rate 을 60Hz에서 120Hz로 업그레

이드 하는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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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Los Alamos Neutron Science Center 내의 IPF 건물.

고에너지 대용량 선형 양성자가속기 기반 동위원소 생산 시설 제원 비교

Parameter IPF BLIP INR
(Russia)

iThemba PEFP

Beam energy [MeV] 100 200 160 66 100

Beam current [μA] 245 115 100 120 600

Beam time structure
13.3 mA
625 μs
30 Hz

40 mA
430 μs

6.67 Hz

27 mA
74 μs
50 Hz

DC
20 mA
500 μs
60 Hz

Beam spot (FWHM in mm) 20 swept 19 × 12.5 8 - 10 5 swept 100

Peak power density per
MeV (in W/cm2)

80
26 swept

64 127
56 slanted

509
48 swept

764

Target diameter [mm] 50 60 25 at 26° 20 50

Cooling channel width
[mm]

5 0.9 ~ 4.3 3 1 5

Cooling water velocity
[m/s]

2 1.5 high 20 3

표 5.1. IPF, BLIP, INR, iThemba 가속기의 양성자 빔 및 표적 제원 비교

IPF 의 동위원소 생산 시설

생산 시설은 2개의 층으로 되어 있음. 40 feet 지하에 위치한 아래층은 빔 라인, 표적 챔버 

및 냉각수 공급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위층은 장치실과 하나의 hot cell 이 위치한다. IPF 는 

H+ 빔을 사용하여 동위원소 생산한다. 합쳐진 H+, H- 빔은 kicker magnet 을 통해 H+ 빔을 

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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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IPF 빔라인 및 표적룸 단면도

IPF 의 동위원소 생산 및 핫셀

As Isotopes
Gen. Chemistry

Under
Refurbishment

Generator
Processing
Shipping

Ge-68 Na-22
Product Storage
Gamma Count

Ship Prep.

Opening
Targets

Waste
Management

Target
Handling

Target
Storage

Rb Metal
Target Proc.
For Sr-82

RbCl
Target Proc.
For Sr-82

General
Chemistry

Under
Refurbishment

Waste
Management

Assay

그림 5.5 화학적 공정을 위한 IPF 의 TA-48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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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F 에서 주로 생산하는 동위원소는 아래 표와 같으며 주로 의료용 동위원소를 많이 생산한

다. 그 중에도 82Sr 생산에 IPF 빔 타임의 90 % 이상을 사용하며 IPF 에는 동위원소의 화학적 

공정을 위한 hot cell 을 13 기 보유하고 있다.

Isotope Half-Life Use
7Be 53.3 d Medical R&D
22Na 2.6 y Positron Source

68Ge 270.8 d PET Calibration
73As 80.3 d Environmental Tracer
82Sr 25.4 d Cardiac Imaging
109Cd 461.4 d X-ray Fluorescence
148Gd 70.9 y α-source

표 5.2. IPF 생산 동위원소

82Sr/82Rb

미국 내 82Sr 생산은 LANL 과 BNL 이 충당하며 82Sr 동위원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해 National Isotope Program 에 의해 82Sr 생산량 및 스케줄이 관리된다. 예를 들어, BNL의 

가속기 정지시 LANL 에서 82Sr 동위원소 생산하며 LANL의 가속기 정지시  BNL에서 82Sr 동

위원소 생산한다. LANL의 IPF에서 생산하는 동위원소는 자국 및 해외의 모든 수요를 충족하

지만 BNL BLIP에서 동위원소를 생산할 경우 Beam current 가 LANL 은 245 μA BNL은 115

μA 이기 때문에 BNL 의 동위원소 생산 수율이 적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러시아에서 동

위원소를 수입한다.

225Ac

225Ac (cancer immunotherapy) 생산에 관한 연구가 LANL 및 BNL 에서 진행 중이다.

LANL 의 경우 현재 600 ~ 800 mCi/yr 생산이 가능하다. 225Ac에서 안정 동위원소인 209Bi 로 

붕괴하는 과정에서 4개의 α 입자 방출한다. 225Ac 는 2010년 상반기에 phase I (사람에게 첫 투

여하여 임상시험) 와 phase II (소수의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약물의 효과 여부 및 약물의 적정 

용법 및 용량을 탐색하여 phase III 임상시험으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임상시험을 

완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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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L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의 BLIP (Brookhaven Linac Isotope Producer)

BNL 의 Linac

BLIP 는 BNL Linac 에서 인출되는 202 MeV 115 μA 의 양성자 빔을 사용하는 빔라인과 동

위원소 생산전용 표적으로 구성된다. Linac 의 원래 사용 목적은 고에너지 싱크로트론을 위한 

injector 역할과 필요한 경우에는 BLIP 의 독립적인 운전도 수행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BLIP 는 RHIC (Relativistic Heavy Ion Collider) 에서 수행되는 BNL 의 핵물리 프로그램에 의

해 운영된다.

그림 5.6. BNL 의 핵물리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 중인 가속기 전경

BLIP 동위원소 생산

BLIP 는 66, 93, 117, 139, 161, 181, 202 MeV 의 양성자 빔 사용 가능하다. 현재 생산중인 

동위원소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 117 MeV 로 운전 중에 있다. 2011년의 

BNL 동위원소 생산은 1월부터 6월까지로 스케줄이 잡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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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ope Half-Life Type

7Be 53.3 d γ source

65Zn 243.8 d Zn tarcer

68Ge 270.8 d PET calibration

73As 80.3 d Environmental tracer

82Sr 25.4 d Cardiac Imaging

88Y 106.6 d 90Y tracer

95mTc 61 d Tc tracer

Previously developed
22Na, 28Mg, 47Sc, 52Fe, 55Co, 81Rb, 96Tc, 97Ru, 109Cd, 117mSn,

122Xe, 127Xe, 203Pb

표 5.3. BLIP에서 생산 가능한 동위원소

그림 5.7. 지난 몇 년간의 BNL 의 동위원소 판매량.



- 328 -

- 82Sr

6~7 Ci/month 생산하지만 BNL에서 generator 만들지는 않는다. 82Sr은  FDA 승인된 동위

원소로, Cardiac Image (PET) 용으로 5~6 년 전부터 임상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82Sr 을 

사용하는 PET 의 경우 경비가 99Mo 를 사용하는 SPECT 에 비해 4배 정도 비싼 수준(82Sr : $

4,000/week, 99Mo : $ 1,000/week)이지만 해상도는 82Sr을 사용하는 PET 이 더욱 뛰어나다. 최

근 세계 주요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원자로들의 정비 및 가동 중지로 인해 99mTc 부족현상 발

생하자 일부 의사들이 82Sr 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99mTc 품귀 현상이 사라진 후에도 82Sr 사

용 유지하고 있다.

- 68Ge

PET 교정용 소스로 주로 사용되며 암 치료용 사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독

일에서만 임상시험 중이고, 약 100명의 환자에게 투여하였다.

동위원소 생산 시설 출입

동위원소 생산 시설에 출입 시 전신 오염 계수기를 통과해 손, 발, 몸에 방사성물질 오염을 

체크한 후 TLD 배지를 착용을 확인한 후 고무 덧신을 신고 출입 명부에 신상을 기록하면 출

입 절차가 완료된다.

그림 5.8. Thermo Scientific 사의 iPCM12 전신 오염 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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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동위원소 생산 시설 입구.

동위원소의 이송

동위원소의 이송은 FedEx 를 이용하여 미국 내 및 전 세계로 이송함. 유럽의 경우 이틀이면 

운송이 가능하나, 세관 및 소송 항공기의 문제로 최대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반감기가 비교적 짧은 동위원소는 해외 운송이 어렵다.

그림 5.10. 동위원소 운반 용기 (Type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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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로의 표적의 누설 탐지 및 정제된 샘플 검사

① PERKIN ELMER OPTIMA 3000 DV ICP 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 용액의 분석이나 재료 중 미량원소의 정량 분석에 폭넓게 활

용되는 ICP발광 분석 장치.

② PERKIN ELMER ELAN DRC II ICP 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er) :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법은 원자의 고유한 질량의 차이를 이용한 

극미량 원소 분석 장비 

③ PERKIN ELMER 2480 WIZARD2 Automatic Gamma Counters : 최대 1000개의 샘플을 

NaI 검출기를 이용하여 저 선량의 환경 방사능 및 고선량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핵종 

분석 가능.

④ HPGe detector

그림 5.11. PERKIN ELMER OPTIMA 3000 DV (위, 좌),

PERKIN ELMER ELAN DRC II (위, 우),

PERKIN ELMER 2480 WIZARD2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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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조사된 표적의 화학적 공정

양성자 빔이 조사된 모든 표적은 만들어진 여러 많은 동위원소들 중 필요한 동위원소만을 

분리하기 위해 화학적 공정을 거쳐야한다. Target Processing Laboratory는 9개의 hot cell, 8개

의 방사화학 실험실, 핵종 분석 및 화학적 분석 실험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차폐 및 보관 장

소로 이루어져있다. Oak Ridge 원자로에서 생산된 63Ni, 55Fe 등의 동위원소를 BNL에서 정제

하고 있으며 ORNL에서 정제하는 것 보다 BNL에서 정제하는 경우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

그림 5.12. 동위원소 생산 시설의 Hot cell

BLIP 표적 룸에서 양성자 빔이 조사된 표적을 아래의 장치를 이용해 Target Processing

Laboratory 로 이송한 후 hot cell 내부로 주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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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빔 조사된 동위원소 표적 이송 장치 (좌), 빔 조사된 동위원소 표적을

hot cell 에 주입하는 장치 (우)

그림 5.14. Hot cell 내부의 폐기물 압착 장치(좌), 동위원소 표적 개봉 장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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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화학적으로 분리, 정제된 RI를 hot cell에서 꺼내는 곳

동위원소 생산 표적

- Ga 표적

녹는점이 약 29.7 ℃ 인 Ga 은 다른 금속의 격자 (lattice) 사이로 쉽게 침투하여 그 금속이 

쉽게 부서진다. 그래서 RbCl 표적과 다르게 Nb cladding 사용하며 물에는 잘 녹지 않는 특징

이 있다.

- RbCl 표적

BNL에서는 진공상태에서 RbCl 파우더를 2.2 ton의 압력으로 압축하여 펠렛을 만들어 건조

시켜 메탈 캡슐에 넣어 사한다. LANL에서는 RbCl 을 녹여서 메탈 캡슐에 넣어서 굳힌 후 사

용. 러시아와 캐나다에서도 같은 방법 사용한다.

RbCl 메탈은 물에 잘 녹고, 물과의 화학반응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며 RbCl 표

적 작업 중에는 질소, 아르곤 분위기의 건조한 수분이 없는 곳에서 작업해야만 한다. LANL 에

서는 제조된 모든 동위원소 생산 표적에  vacuum test 실시하고 있다. Chamber 에 표적을 넣

고 He 가스를 30분에 걸쳐 2 atm 까지 넣어준다. 그 후 표적을 Alcohol 에 넣는다. leakage

가 있으면 bubble 이 생성된다. 동위원소 생산 시 표적이 burn up 되는 경우가 많다.

RbCl 표적은 peak current 인 40 mA 로 조사해도 문제가 없으나, Ga 표적의 경우는 표적

이 burn up 됨. 현재 Ga 표적에 빔을 조사하는 경우 34 mA 로 조사한다. LANL 에서도 표적

의 burn up 및 팽창 문제가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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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만들어진 동위원소 생산 표적, (좌) RbCl 표적, (가운데 및 우) Ga 표적

BLIP 표적룸 및 water cooling system

BLIP 표적 챔버는 hot cell 30 ft 아래의 지하 탱크 속에 위치함. 약 1200 ℓ 의 deionized

water 사용하여 빔 조사 중 표적을 냉각시킨다. 양성자 빔에 의해 냉각수가 방사화 되어 11C,

13N, 15O 등의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동위원소 생성됨. cooling system 에는 shielding 이 필요

하다. 냉각수는 일 년에 한번 교체함. 교체된 물은 BNL 내부의 메인 방사서 폐기물 저장고에 

보관 후 Nevada에 있는 Yucca Mountain Nuclear Waste Repository 에 처분한다. BNL에서는

water filter 사용 (Ga 를 filtering 되나, Rb, Sr 은 filtering 안 됨.)하고 LANL에서는 water

filter, deionizer 사용한다. Deionizer 를 사용하면 표적의 leakage에 의한 냉각수의 오염을 알 

수 없게 된다.

Multi target을 사용하며 동위원소 생산 시 Ga 표적에 leakage가 생겼을 경우 Ga는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소량이 녹더라도 filter에서 걸러지며, RbCl 표적의 leakage 가 있을 경우 RbCl 은 

물에 아주 잘 녹고, filter에서 걸러지지도 않음. 이 경우 무시하고 계속 실험한다. Leakage 발

생 시 수중 카메라를 이용하여 표적의 상태를 확인한다. 표적에서 2 ft (약 61 cm) 까지 접근 

가능 (2 ft 두께의 물이 차폐체 역할) 그 이하 일 경우 화면이 흐릿하게 보인다. 이때 사용하는 

수중카메라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BNL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당 약 $3,000 정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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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BLIP 표적룸 단면도 (좌), 표적을 Target area 로 이송하는 장치 (우)

그림 5.18. BLIP의 표적 chamber 상단에 위치한 manipulator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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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P 표적 조사 시설 앞마당 바닥에는 빔 조사 후 표적 이송시 생길 수 있는 누출 사고에 

대비해 아스팔트의 모든 크랙에 보강을 하였음. 방사성 동위원소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림 5.19. BLIP 표적 조사 시설 및 크랙을 보강한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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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성자원 기술

LENS (Low Energy Neutron Source) 시설

LENS

인디애나 대학에 위치한 LENS 는 university-based compact neutron source. 2003 년에 건

설을 시작하여, 2005년에 처음으로 냉 중성자 인출 성하였다. 베릴륨 표적의 저에너지 (p, n)

반응을 이용한다. 고전류, 다양한 펄스폭의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짧거나 긴 펄스의 중성자 빔 

사용가능하다. 2개의 target station 이 있음. 하나의 target station 을 만드는데 대략 $ 10

Million 소요된다. 첫 번째 target station 은 속중성자 빔 라인, 두 번째는 최적의 Target,

Moderator, Reflector (TMR) 구조를 적용하여 cold 및 very cold 중성자를 인출하여 중성자 

산란 실험에 사용하였다.

Initial Beam Energy 25 keV

Final Beam Energy 13 MeV

Peak Current 25 mA

Beam Duty Factor 1.8 %

Pulse Width 10~900 usec

Pulse Repetition Rate 1~40 Hz

Peak Beam Power 0.6 MW

Average Beam Power 6 kW

Operating Frequency 425 MHz

Klystron Peak Power 1.25 MW

표 5.4. LENS 양성자 가속기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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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 양성자 가속기 시설 및 빔라인

그림 5.20. LENS 중성자 빔 라인 단면도. 2개의 target station 으로 구성.

위의 LENS 중성자 빔 라인 단면도에서 위쪽에 있는 빔 라인 (2nd target station)이 

SESAME 및 SANS 실험에 사용되는 냉중성자 빔 라인이다. 아래쪽의 빔 라인 (1st target

station)은 Neutron radiography 및 material test 에 사용되는 속중성자 빔 라인이다.

1st target station

속중성자를 이용하여 neutron radiography 및 material test 에 사용한다.

- 3D neutron radiography

L/D=100

L=2 m, D=2 cm

Aperture = 20 cm

Target : 1.2 mmt Be

Φ (cm-2s-1) = 5.5×104

샘플의 각도를 1° 씩 증가 시켜가며 360° 까지 얻은 모든 이미지를 가지고 3D 영상을 만듦,

전체 스캐닝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소요된다. Geant4 코드를 이용해 시간에 따른 (4D)

neutron radiography 를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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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3D neutron radiography 장치.

그림 5.22. 2D 이미지를 3D 이미지로 변환.

그림 5.23. 1번째 target station 의 TMR (좌), 오른쪽 인출구는 Neutron radiography용, 왼쪽은 

material test 용 (우, 상), 중성자 차폐체로 사용되는 borated polyethylene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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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target station

표적으로는 Be (10 cm × 10 cm × 1.1 mmt)을 사용하며 13 MeV 양성자빔의 Be 에서의 

비정은 약 1.28 mm이다. 감속재로는 solid methane (6 K) 사용한다. 분당 6 갤런의 냉각수를 

흘려 표적을 식혀준다. 실험 장치는 SESAME (Spin Echo Scattering Angle MEasurement)과 

SANS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가 있다.

그림 5.24. LENS 의 두 번째 target station의 MCNP 시뮬레이션 구조. 녹색으로 표시된 

감속재인 물이고, 가운데 파란색 부분이 Be (1.1 mmt) 표적이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납이고, 핑크색은 붕소가 첨가된 폴리에칠렌 중성자 차폐체이다.

그림 5.25. 두 번째 target station 의 TMR (좌), 13 MeV 양성자 빔 입사구 (우, 위), 중성자 빔 인출구,

뒤에 보이는 guide 는 SANS 실험용, 앞에 보이는 guide 는 SESAME 실험용 빔 라인 (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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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LENS 의 두 번째 target station 의 TMR(Target-Moderator-Reflector) 조립 과정.

현재 폴리머, 나노구조물질, 생물학적 고분자의 크기 및 구조에 대한 연구 수행 중에 있다.

Source Frequency 10 – 30 Hz

Moderator Coupled <20 K solid methane

Wavelength Range 4 Å - 20 Å

Wavelength Resolution (Δλ/λ) ~ 11% (FWHM)

Source-to-Sample Distance 8.55 m (fixed)

Sample-to-Detector Distance 1.1 m to 4.2 m (variable)

θ-Resolution (Δθ/θ) 3 - 48% (FWHM)

Collimation Circular pinhole collimation

Beam Diameter at Moderator 10 cm

Sample Aperture Diameter 1.5 cm, 2.0 cm, 2.5 cm (selectable)

Sample Size 0 to 25 mm diameter

Area Detector (3He 2D ORDELA)  

    Active Volume 64 x 64 cm2, 4.4 cm thick

    Pixel Size 1 x 1 cm2

    Detector Efficiency 71% for 5 Å neutrons, 52% for 3 Å neutrons

Count-Rate Capability 104 n/s for 10% coincidence losses (105 n/s max.)

Background ~ 0.5 Hz on whole 2D detector

Q-Range 0.005 Å-1 to 0.5 Å-1

Integrated Flux on Sample 2×104 n/cm2/s (at full accelerator power of 13 kW)

표 5.5. LENS 의 SANS 실험 장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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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실험 장치

SESAME (Spin Echo Scattering Angle MEasurement) 실험 장치는 물질의 planer structure

의 나노미터 단위의 구조를 조사할 수 있는 중성자 회절 기술이다. 2009년 4월에 처음으로 빔

이 인출되었고 현재 NIST 의 Center for Neutron Research 와 LANL 의 Neutron Science

Center에서 neutron reflectivity 나노패턴 실리콘 stamp 를 사용하여 중성자 반사율을 측정하

는 등의 기술 검증 단계에 와있다.

그림 5.28. Spin Echo Scattering Angle Measurement (SESAME)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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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양성자 가속기 시설
Brookhaven Linac

Brookhaven 의 선형가속기는 1960년대 후반에 AGS (Alternating Gradient Synchrotron) 의 

성능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됨. 선형가속기는 9개의 RF station (140 m)로 구성되어있

다. 202 MeV, 40 mA 양성자 빔을 AGS 시설 및 BLIP 빔라인에 제공한다. 현재 RHIC 와 

NSRL 에 중이온 빔을 공급하기 위해 EBIS (Electron Beam Ion Source) 실험 중에 있다.

그림 5.29. The Brookhaven Linear Accelerator.

그림 5.30. Control room of the Brookhaven Linear Accelerator (좌),

RF station control system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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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S (Electron Beam Ion Source)

2대의 Tandem van de Graaff 가속기는 지난 40년간 RHIC 프로그램 및 NSRL 프로그램에 

injecto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를 대신할 EBIS 는 200 MeV 양성자 가속기 구역에 위치

하고, 중수소에서부터 우라늄까지 다양한 안정한 이온빔을 현재보다 높은 빔전류로 제공할 수 

있음 (불활성 기체 포함), 운전 경비는 Tandem van de Graaff 가속기에 비해 적게 든다.

Number of extracted ions of Au32+ (ions per pulse) 3.4x109

Total extracted ion charge (elem. charges per pulse ) 5.5x1011

Capacity of ion trap (elem. charges) 1.1x1012

Extraction time 10-50 μs

Electron beam current: 10 A

Electron beam current density in ion trap: 575A/cm2

Electron energy in ion trap 20 keV

Length of ion trap 1.5 m

Magnet field in the center of SC solenoid 8-6 T

Maximum repetition rate 5 Hz

표 5.6. EBIS 의 특성

그림 5.31. Electron Beam Ion Source 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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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n gun 의 특성

Perveance : P=2.5x10-6A/V3/2

Electron current Iel.max = 20 A at Uanode = 40 kV

Magnet field on the cathode : Bcathode=0.18 T

Cathode material : IrCe

Maximum emission current density J=40 A/cm2 for life time 3-5 thousand hours

Cathode diameter : 9.2 mm

Convex shape, Rsphere=10 mm

그림 5.32. Electron gun 디자인 개략도.

그림 5.33. EBIS 의 이온 주입 및 인출에 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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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dem Van de Graaff 시설

그림 5.34. Tandem Van de Graaff 시설 단면도.

24 m 길이의 2대의 15 MeV Van de Graaff electrostatic accelerator (3), (9) 각각에 이온원 

(2), (7) 이 있으며, 4개의 표적룸 (11), (12), (13), (16) 이 있다. 1970년대에 만들어 졌으며 40

여 종 이상의 이온빔 제공하고 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중이온들의 충돌에 대해 연구하기 위

해 Tandem 에서 AGS 까지 중이온을 전송하기 위한 TtB (Tandem to Booster) 라 불리는 700

m 의 빔 터널을 1986년에 완공하였고 현재 TtB 는 Tandem에서 RHIC 까지 중이온을 전송가

능하다.

그림 5.35. 이온원 및 Van de Graaff electrostatic accel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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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6. 3개의 표적룸으로 빔을 분배하는 Switching magnets (좌), Booster로 향하는 빔라인 (우).

- Target room 2

상업적 이용, 고분자 물질 (PC, PE 등) 에 빔 조사해 의료용 필터 등 생산

(GE, WHATMAN)

- Target room 4

유저 사용 가능, 빔 사용료는 시간당 $ 1,200

그림 5.37. Target room 전경 및 표적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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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RL (NASA Space Radiation Laboratory)

그림 5.38. NSRL 빔라인.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지내게 되면서, 인간이 우주 방사선에 노출 

되었을 때 위험을 알아보기 위해 NASA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는 BNL 과 공동연구 수행중이다. 우주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우주선 (cosmic rays) 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3,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NSRL 을 설립하여 2003년부

터 운영 하고 있다. NASA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주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은 매년 체내

에 있는 DNA 의 약 1/3 이 중이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생명공학 연

구 (세포, 동물) 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실험실 운영한다. (오염 등 에 특별히 주의, 작업자 

외 실험실 출입 금지)

NSRL 시설을 이용한 실험은 3 ~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실험이 가능하다. 1년에 3 주기 

빔 조사 실험을 하고, 년 간 16 주 운영을 한다. 연간 운영비 약 800만 달러이다. 빔 사용 유저

는 NASA 및 미국, 유럽 등의 연구원,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대학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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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9. NSRL 표적 룸 입구, eye scanner, access key

NSRL 의 표적 룸은 출입이 아주 엄격함. eye scan 후 출입이 허가 되면 출입 키 중 하나의 

lock이 풀리고 이 키를 가지고 표적 룸 입장하는 시스템이다. 표적 룸 출입은 한 번에 한 명씩 

센서로 카운팅 한다. 만약 출입한 사람 수가 다르면 전체 시설에 lock이 걸리게 된다. 만일 

lock이 걸리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표적 룸 안을 체크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시설 재가동한다.

그림 5.40. 동시에 많은 수의 마우스에게 사이즈가 큰 빔을 조사할 수 있는 

장치 (좌), 마우스 챔버를 이용해 제작한 가스 이온 챔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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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는 사이즈가 큰 빔에 많은 수의 쥐를 노출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그림 5.43 와 같은 

마우스 챔버 제작, 빔의 uniformity 를 관찰하기 위해 마우스 챔버 (lucite) 를 활용하여 가스 

이온 챔버를 제작하여 운영중이다.

그림 5.41. NSRL 표적 룸 및 마우스 100 마리에 동시에 빔 조사할 수 있는 장치

그림 5.42. NSRL 의 degrader 및 ion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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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RL 실험실에서는 직접 개발한 Digital Beam Imager 로 중이온빔의 빔 프로파일은 관찰

하고 있다.

그림 5.43. Digital beam imager 와 중이온빔 프로파일

NSRL 에서 사용 가능한 중 이온빔은 다음 표와 같다. EBIS 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중

수소에서부터 우라늄까지 다양한 안정한 이온빔을 현재보다 높은 빔전류로 제공할 수 있음 

(불활성 기체 포함). 현재 수행 중인 실험의 50 % 이상이 양성자빔을 이용한 실험.

Ion
Species

Energy
[MeV/nucleon]

Maximum Intensity
(ions per spill)

LET
[keV/um]

1H 50 - 2500 6.4 x 1011 1.26 - 0.21
4He 300 0.88 x 1010 1.413
12C 135 - 1000 1.2 x 1010 21.21 - 8.01
16O 100 - 1000 0.4 x 1010 47 - 14

20Ne 300 0.10 x 1010 35.34
28Si 94 - 1000 0.3 x 1010 151 - 44
35Cl 500 - 1000 0.2 x 1010 80 - 64
40Ar 350 0.02 x 1010 105.8
48Ti 150 - 1000 0.08 x 1010 265 - 108
56Fe 100 - 1000 0.2 x 1010 494 - 150

197Au 100 - 165 1 x 107 4123 - 3066

Sequential Field (Fe/H) 1000 Various 150/0.2

Solar Particle Event 50 - 1000 Various 1.26 - 0.21

표 5.7. NSRL 중이온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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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장비명 용도 주요제원
구매
년도

구입가격
(백만원)

특이
사항

실물사진

1 CO2 incubator
세포배
양

150리터 급
37℃, CO2 5%

2008 6.7

2 Clean Bench
세포관
리

세포 배양 2008 2.7

3 드라이 오븐
시료 및 
초자 
건조

강제 순환 방식,
60 리터 2008 1.3

4
AutoClave

(고압멸균기)

초자 및 
실험기
자재 
멸균

80 리터급 2008 3.3

5

Water
Purification

System
(물장치)

초순수 
제조

15리터/h
18.3 MΩ

2008 4.7

6
Inverted

Microscope
시료 
관찰

100배, 200배,
400배

디지털 카메라 
장착

2008 3.1

7 Water Bath
항온 
유지

37℃ 세팅 (온도 
변경 가능)

2008 0.5

제6장 연구시설·장비 현황

제1절 연구시설·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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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alance
(저울)

시약 
저울

소수점 1자리 
(0.1g 단위)

2008 0.1

9
Balance
(저울)

시약 
저울

소수점 4자리 
측정

(0.0001g 단위)
2008 1.2

10 Stirrer/Heating 교반용
교반 및 

Heating 기능 
2008 1.1

11 Shaker 교반기 RPM 200 2008 0.8

12
3D

Shaker(냉장실
용)

교반기 orbital 운동 2008 0.3

13 Centrifuge
원심분
리

4000 rpm,
6X50ml or

6X15ml
2008 1.5

14 HM-150IV
원심분
리

15,000rpm
1.5ml x 24

2008 1.5

15 MIKRO-17R
원심분
리

냉장 원심분리
15,000rpm
1.5ml x 24

2008 3.3

16 Micro 12
스핀다
운용도

소형 원심분리
스핀다운 용도

2008 0.3

17 Vortex Mixer
시료 
혼합

기본형 20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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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ceMaker
실험용 
아이스 
제조

분쇄 얼음 
제조

2008 3.4

19 Heating Block
항온유
지용

1.5ml tube용.
온도 변경 가능 

2008 0.8

20 pH meter pH 측정
0.01 단위로 pH

측정 가능
2008 1.0

21
Vaccum dry

oven
시료 
건조용

진공 건조기 2009 3.1

22
실험동물 
캐비넷

동물 
사육

실험동물 사육 
장치 

7shelf 4row
28 cage

2009 20.6

23 냉장 냉동고
시료 
보관

냉장고 
/ 냉동고 2008 1.8

24 초저온 냉동고
시료 
보관

-80℃ 유지 2008 10.8

25 PCR machine
DNA
증폭

온도조절이 각 
well 별로 가능 

(Gradient)
200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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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Gel document

system
핵산 
검출

DNA 등 핵산 
검출용

2009 4.2

27
Micro plate

reader
흡광도 
측정

흡광도 측정,
필터 타입으로 
405, 450, 540,
592 nm 측정 

가능

2009 10.6

28
UV/Vis

spectrophotome
ter

흡광도 
측정

200 ~ 1100
nm 파장 측정 

가능
powder, film,

liquid 측정 
가능

2009 26.0

29 HPGe detector
방사선
원 분석

REGe, 15% eff.,
FWHM 1.8 at

1.33 MeV
2010 59.4

30
2D-densitomete

r

필름 
흡광도 
측정

2차원 스캐닝
파장 선택 가능

2005 25.3

31
PXI system

(PXI-1031) 2set
모션 
제어

8축 제어,
시스템

2006
2012

9.4
15.1

32
PXI system
(PXI-8106)

모션
제어

8축 제어,
시스템

2009
2012

18.4
18.4

33 2D-stage
양성자
빔 균일 
조사

2차원 스캔,
spiral,

wobbler 등 
스켄 가능

2011 10.0

34
portable

densitometer
흡광도 
측정

660nm
단일파장, 필름 
흡광도 측정

2010 1.8

35 베타선 검출기
베타선 
측정

방사선 측정 2010 5.3

36 개인선량계
방사선 
측정

개인 선량계 2010 0.6 x 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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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Ion chamber

(TM34045)
선량 
측정

nominal
response :
1.459x109

Gy/C

2010
2012

4.7
4.7

Bragg peak chamber Advanced markus chamber

HD-810 Electrometer

38
Ion chamber

(TM37073)
선량 
측정

Bragg peak
zone 측정 가능

2010
2012

15.3
15.3

Bragg peak chamber Advanced markus chamber

HD-810 Electrometer

39 Electrometer
전하측
정

~2μC 까지 
측정 가능

2003
2012

7.5
13.3

Bragg peak chamber Advanced markus chamber

HD-810 Electrometer

40 Furnace Furnace

900℃ 까지 
온도 변화 가능

multi-step
메모리 기능

2010 5.5

41 중성자 검출기
중성자 
검출

중성자 검출 
가능

2010 17.9

42 감마 검출기
감마선 
검출

감마선 검출 
가능

2010
2012

4.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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