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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원자력 산업용 레이저 응용 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과제는 원자력 산업용 및 의료용 안정동위원소 제조기술과 산업적 

응용기술의 확립을 목표로, 제 1 단계 (1997-1999)에는 원자증기의 플라즈마 

추출 핵심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 고, 제 2 단계(2000-2002)에는 제 

1 단계에 개발된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원자력산업 및 의료용으로 이용 가능

한 원소인 가돌리늄(Gd), 이테르븀(Yb), 탈륨(Tl)을 대상으로 안정동위원소 

제조 기술에 대한 공학적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 으며, 제 3 단계의 첫 

해인 당해년도(2003년도)에는 그동안 개발된 기술을 산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적용 기술을 연구하는 것과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추적기술 개발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를 수행하 다.

    레이저를 이용한 안정동위원소 생산기술은 자연상태의 원소로부터 원

자빔을 발생시키고 여러 색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원자를 여기/전리하여 회

수하는 기술로서, 원자력산업 및 의료용의 고순도 안정동위원소 제조분야 

뿐 만 아니라, 미세입자의 극미량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핵물질 오염 측정 

및 사찰기술 개발, 핵융합로의 원료인 중수소 및 삼중수소 생산, 방사선 폐

기물 중의 고준위 핵종 분리/저장 및 귀금속 추출, 노후 원자력시설의 원격 

유지/보수, 제염 및 해체 등의 분야에 활용이 기대되는 첨단 기술이다. 또

한 본 과제 수행에 따라 레이저 기술, 진공 기술, 전자총 기술 등 첨단 기

술이 동시에 발전하는 효과가 있고, 이들 기술은 레이저 가공, 원자력 신소

재 개발, 고진공 증착 및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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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원자력 산업에서 안정 동위원소의 원자핵 특성을 이용하는 안정 동

위원소 이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원자로의 냉각재(D), 가연성 독극

물(B-10, Gd-157), 원자로 피복재(감손 Zr), 내부식성 소재(감손 Zn) 등이 

현재 원자력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이 전망되는 신소재들

이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인 제4세대 (Gen-IV) 원자

로와 핵융합로에서는 냉각재 및 구조재로 Pb-206과 Si-29 등의 저방사화

(low activation) 안정 동위원소의 사용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한편, 방사

성 동위원소 생산 분야에서는 안정 동위원소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방사성 

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심장질환 진단용 

Tl-201은 Tl-203을 원료로, 암통증 치료제인 Sr-89는 Sr-88을 원료로 생산

된다. 또한, 산업용 비파괴 선원인 Yb-169와 Se-75 는 각각 Yb-168과 

Se-74를 원료로 생산한다. Yb-168은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하면 비파

괴 산업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Yb-169로 핵 변환된다. Yb-169는 높

은 비방사능으로 인해 작은 크기의 선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베타선을 

방출하지 않으며,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60 이나 Ir-192에 비해 반

감기가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비파괴 검사용 저 에너지 감마선 선원으

로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특히 스테인레스나 지르코늄에 대해 높은 

감약율을 보여 소형이며, 운반성이 뛰어난 조사기로서의 이용가능성이 입증

되어, 현재 유럽 및 일본등지에서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얇은 연결관의 비

파괴 검사등에 활용되고 있다. 

정보공학(IT), 나노공학(NT), 생명공학(BT) 등에서도 안정 동위원소를 이

용한 신소재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Pb-210이 제거된 Low 

Alpha Lead (LAL)는 고집적 반도체 회로의 soft error를 줄이는 flip chip 

package 솔더 물질로 사용하고 있고, C-12와 Si-28은 열전도도가 향상된 다

이아몬드와 차세대 반도체 소재이며, Si-28, 29는 차세대 양자 컴퓨터와 정

보통신 기술인 스핀트로닉스의 신소재로 대두되고 있다. C-13, N-15, Ca-48 

등은 질병의 원인진단, 인체 신진대사 연구, 단백질 구조 분석 등 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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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수 소재들이다. 

원자력 분야는 물론, 일반 의료진단 분야, 초전도, 광학, 정  전자 분야

에서 안정 동위원소의 고유한 성질을 이용하는 신소재는 기존의 소재 특성

과는 크게 다른 새로운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안정 

동위원소를 21세기의 중요한 “신소재”로 평가하고 있다. 안정 동위원소 기

술은 원자력 기술과 BINT (BT+IT+NT)의 융합기술이며, 21세기 신소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신기술이다. BINT 분야의 파급효과까지를 

고려하면 안정 동위원소의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다. 따라

서 안정 동위원소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절실한 문제이며,  동시에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과제는 다음의 4개 세부과제로 분리되어 수행되었다. 

① 광펌핑을 이용한 안정동위원소 생산 기술 개발

② 산업용 안정동위원소 제조 기술 개발

③ 동위원소 제조용 레이저 기술 개발

④ 광반응 생성물의 분석 및 회수 기술 개발

   세부과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형 과제로 수행하 으며, 그동안 

연구개발된 성과를 산업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현장 적용 기술들을 중점적

으로 개발하고자 하 다. 각 세부과제별 연구 수행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펌핑을 이용한 안정동위원소 생산 기술 개발

         가. Tl-203 생산시스템용 레이저 장치 개발

         나. Tl-203 생산시스템의 분리 추출 기술 연구

         다. Tl-203 생산 기술 평가 연구

         라. Sr-88 안정동위원소 제조 핵심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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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용 안정동위원소 제조 기술 개발

         가. Yb-168 제조시스템용 레이저 시설 개선

         나. 원자화 장치 내구성 및 성능 향상

         다. 광이온화 반응 진단 기술 연구

         라. Yb-168 동위원소 추출 장치 성능 향상 연구

    3. 동위원소 제조용 레이저 기술 개발

         가. 펌핑용 레이저 (DPSSL) 기술 개발

         나. 파장 가변레이저 안정화 기술 개발

         나. 레이저빔 진단 및 능동제어 기술 개발

    4. 광반응 생성물의 분석 및 회수 기술 개발 

         가. 추출판의 직접 분석 기술 개발 

         나. 생성물 회수 처리 및 질량성분 제어 기술 현장 적용

         다. 고체시료 분석 기술 고도화 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광펌핑을 이용한 안정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 세부과제에서는 금속 

안정동위원소 중에서 국내외에서 수요가 가장 큰 Tl-203과 Sr-88  동위원

소 생산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전자기법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우리 고

유기술인 광펌핑 이온화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당해년도에는 Tl-203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여 80 cm x 80 cm x 100 cm 규모의 작은 분리시스템에서 

10 mg/hr의 광이온 추출용량 목표를 달성하 다. 연구기간이 짧고, 시스템 

구성 첫해년도이며, Thallium(Tl)이라는 독성물질을 다량으로 다뤄야 한다

는 점 때문에 당초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해년도의 성과는 향후 

지향하는 연구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결

과로 판단된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 의학 연구원에서는 

Cyclone30 가속기를 도입하여,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Tl-201 생산에 착수

할 예정이며, 본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국내 생산하는 Tl-201 방사성 의

약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으로의 완제품 수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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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펌핑 이온화 기술은 

향후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Pb-206, Si-28 등 원자력 분야 및 IT/NT 

분야 신소재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산업용 안정동위원소 제조 기술 개발” 세부과제에서는 비파괴 검사

용인 Yb-168 제조관련 내구성 향상, 생산성 향상 등의 산업적 적용기술을 

연구하 다.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40W의 다이오드레이저 여기 고체레이

저 두 대를 사용하여 펌핑레이저를 교체하 으며, 교체된 펌핑레이저 시스

템에 적합하도록 색소레이저 시스템을 개선하 다. 당해연도에는 단위시간

당 1mg/hr의 추출효율 달성을 목표로 하 으나 최종적으로 1.5 mg/hr의 

추출 효율을 달성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 다. 

     “동위원소 제조용 레이저 기술 개발” 세부과제에서는 의료용/산업용 

안정 동위원소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하드웨어 시스템의 개발을 주

요 연구목표로 하여 Tl 동위원소의 광이온화용으로 사용되는 200 W급 고

반복률 펄스형 적외선 다이오드레이저 여기 고체레이저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Yb 동위원소 제조용 파장가변레이저의 펌핑 광원으로 사용되는 100 

W 급 녹색광 다이오드레이저 여기 고체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하 다. 파장

가변 레이저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50 W급 녹색광 광섬유 전송장치를 

개발하 으며, 안정동위원소 제조공정에서 레이저 빔의 이용율을 증가시켜 

전체 공정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레이저 빔의 진단장치 및 레이저 

빔 중첩도 분석 장치를 개발하 다. 개발된 레이저기술 및 관련기술은 원자

력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응용성을 갖는 기술들로서, 여타 학술분야나 산업분야로의 기술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러한 성과는 국가의 핵심적인 기반기술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도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광반응 생성물의 분석 및 회수기술 개발” 세부과제에서는 광이온화 

생성물의 실시간 분석용 고분해능 질량분석기술, 레이저 파장안정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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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고효율 회수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대과제가 추구하는 안정동위원소 제조 

시스템의 장시간 작동 및 생성물의 고품질 유지에 기여하 다. 

     현재, 국내는 RI 생산에 필수적인 안정동위원소의 생산기반이 전무하

며, 기술개발도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안정동위원소 시장 

규모가 2020 년경에는 4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과제 수행을 통해 국

내 RI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당해연도 결과는 이의 첫 걸음으로서 손

색이 없는 결과라 판단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안정동위원소 기술은 원자력기술과 BINT (BT+IT+NT)의 융합기술이

며, 21세기 신소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신기술이다. 따라서, 안

정동위원소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절실하며 시급한 상황이다. ‘04 년

부터는 그동안 축적된 레이저 응용기술을 원자력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재기획되었다. 레이저 안정동위원소 생산기술관련 연구는 선택과 집중을 적

용하여 시장성이 있는 동위원소에 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안정

동위원소 제조 관련 실시간 분석 등의 축적된 기술을 원자력안전성 향상분

야 환경 감시에 적용할 계획이며, 축적된 레이저 기술도 안정동위원소 제조

용 레이저 연구개발에서 차세대 원자력용 레이저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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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laser application technologies for nuclear industry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to develop both stable isotope 

separation technologies by lasers and their application technologies for 

nuclear and medical industries. In this year (2003) as the 1st year of 

the phase III,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in the 

phase 1 (1997 - 1999) and successful completion of engineering 

verification of the technologies (mainly for Gd, Yb, and Tl isotopes) in 

the phase II (2000 - 2002), technologies related to actual industrial 

applications are studied and establishment of our own technology which 

is proliferation-resistant beyond the traditional isotope separation 

technologies are pursued.

 

   The stable isotope separation technology by lasers involves  

general photo-physical/chemical processes which use monochromatic 

laser radiations to selectively isolate particular isotope from the atomic 

vapor stream generated from natural target element by atomizing 

devices.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project can be applied not 

only to the production of highly selective stable isotopes for the 

nuclear and medical industries, but also to the other industries such 

as  real-time monitoring of environmental radioisotope by the highly 

sensitive analytical methods, tritium and deuterium production for the 

fuel of fusion reactor, radioactive isotope separation from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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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and so on. 

   Recently the application areas of stable isotopes utilizing the 

nuclear characteristics in the nuclear industry are expanding rapidly. 

Reactor coolant (D), burnable poison (B-10, Gd-157), reactor material 

(depleted Zr), and corrosion-resistive material (depleted Zn) are some 

of the examples which are now or are going to be used in a near 

future in the nuclear industry. Especially, the low activation isotopes 

such as Pb-206 or Si-29 are thought to be used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ve next generation reactor (Generation IV). Meanwhile, the 

stable isotopes are essential in the radio-isotope production. For 

example, Tl-201 for diagnostics of heart diseases, as the major 

medical isotope in the radio-medicine market, are produced from the 

Tl-203 stable isotope, and Sr-89 for bone cancer palliation is made 

from Sr-88. The Yb-169 and Se-75, the NDT (Non-Destructive 

Testing) radio isotopes, are produced from the Yb-168 and Se-74 

stable isotopes respectively. Yb-169 has high specific radioactivity, 

emitting no beta ray with relatively short half lifetime compared with 

the Co-60 and Ir-192 which are widely used for NDT, and is 

expected to be used in the NDT in the inspection of delicate pipe 

lines and thin metal plate instead of Co or Ir.

   In IT (Information Technology), BT (Bio Technology), and NT 

(Nano Technology) areas, new material development are very actively 

pursued  using stable isotopes. Low Alpha Lead (LAL) depleted of 

Pb-210 is  used in the flip chip material in the semiconductor circuit 

to reduce the soft error. C-12 and Si-28 are raw materials for highly 

thermal conductive diamond and next generation semi-conductors 

respectively. Si-28 and Si-29 are expected to be used in the study of 

spintronics which is related to quantum computer and information t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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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C-13, N-15, and Ca-48 are the essential isotopes in the 

bio-engineering such as the diagnosis of disease, study of the human 

metabolism, protein analysis, and so on.

   In addition to the nuclear engineering, general medical research 

areas, superconductor manufacturing, photonics, precision electronics 

are some of the example areas of isotope usage as new materials 

which show basically different material characteristics. Because of this 

fact, some experts say that the isotope is a "new material" in the 21st 

century. The technologies related to isotope production is a "fusion" 

technology of nuclear engineering and BINT (BT+IT+NT) and thought 

to do an important role in the 21st century new material research. 

The spin-off, including those of BINT, will be huge and contribute to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of the isotope production technologies, 

which is urgent and indispensabl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project is carried out in 4 sub-projects as follows:

① Stable isotope production by laser optical pumping

② Stable isotope separation technologie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③ Laser technology for isotope production

④ Analysis and recovery technologies for photo-reaction 

          products 

    Because of the close dependances of the studies, this project has 

been executed as a form of "system-type" project and main emphasis 

was put on the field applications of the derived/developed technologies in 

the industries. The scopes of each of the sub projects are as follows:



- xi -

   1. Stable isotope production by laser optical pumping

a. Development of lasers for Tl-203 isotope production system

b. Study on the separator system of Tl-203

c. Assessment of Tl-203 production technologies

d. Study on the basic technologies of Sr-88 separation

   2. Stable isotope separation technologie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 Improvement of laser system for Yb-168 isotope separation

b. Durability and performance enhancement of vaporizer

c. Diagnosis of selective resonance ionization processes

d. Enhancement of photo ion extraction efficiency of Yb-168 

   3. Laser technology for isotope production

a. Development of DPSSL as a pump source

b. Frequency stabilization of tunable lasers

c. Diagnosis of laser beams and active control of wave front

   4. Analysis and recovery technologies for photo-reaction products 

a. Direct analysis of extraction plates

b. Field application of control technology based on mass ratio

c. Enhancement of analysis technology of solid targets

Ⅳ. R&D Results

In the sub-project "Development of Stable Isotope Production 

Technology by Laser Optical Pumping", of which major goal is to 

develop the optical pumping scheme for isotope separation of Tl-203 

and Sr-88, small scale system (80cm X 80cm X 100 cm) is established 

and achieved the isotope extraction rate of about 10 mg/hour of 

Tl-203. Considering the short research period of time in this year and 

high toxicity of Tl itself, this is a remarkable achievement for the 

1st year of the production, being assessed to be good enough ena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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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ccessful performance in the years to come. Recently KCCH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is planning to install cyclotron 30 in a near 

future to produce Tl-201 and the results of this project will be used in 

conjunction with this device, leading to the high competitiveness of 

Tl-201 and possible export of final product. This optical pumping 

method can also be applied to the future isotopes such as Pb-206, 

Si-28, etc, as well as to the new material development.

  In the subproject "Development of Stable Isotope Separation 

Technologie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research necessary for actual 

industrial application such as enhancement of dur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stable long term operation 

of the system, the old pump laser system has been replaced by the 

two 40W DPSSL's (Diode Pump Solid State Laser) and matching 

tunable dye laser system has been rebuilt. The goal of this year 

which is to improve the production rate up to 1 mg/hour of 20% 

enriched Yb-168 has been successfully over achieved to the rate of 

1.5 mg/hour. 

  In the subproject "Development of Laser Technology for Isotope 

Production", laser system development was the main goal of the 

research, so that 200W DPSSL for Tl-203 isotope production and 

100W DPSSL for Yb-168 isotope production have been developed. For 

the development of stabilized tunable lasers, laser beam delivery 

system through optical fiber has been developed. Also laser beam 

diagnosis system has been developed to improve the amount of 

overlapping of laser beams. The developed technologies can be applied 

not only to the nuclear industry but also to the general industries, enabling 

the wide ranges of spin-off's. This research is important in the view point of 

national security of cor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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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subproject "Development of Analysis and Recovery Technology 

for Photo-reaction Products"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ry for real 

time analysis of photo product, laser frequency stabilization technology, 

highly efficient recovery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contributing 

to enabling of the long time operation and maintaining high quality of 

the product, which are main issues of the project.

    At the moment, the foundation of the isotope production is almost 

none in our country and related technologies are very poor. However, 

the market scale of isotopes is anticipated to be 4 billion US dollars in 

2020, so that systematic approach in the planning and production of 

isotopes is required. In these regards results of this project are 

meaningful and important, and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ecure RI production lines in our countr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stable isotope separation technology is a new technology to 

take an important role in the 21st century new material research field, 

which is so called "fusion" technology of nuclear technology  and BINT 

(BT + IT + NT). Therefore, an R&D for the production technology of 

the stable isotopes is urgent and highly in need. Starting from 

2004, the obtained laser application technologies so far have been 

re-planned to be applied to the improvement of nuclear  safety. 

The research on laser stable isotope production technology will be 

limited to isotopes which are economically competitive in the 

market, based on the policy of "selection and focus". And the 

accumulated analytical technologies such as the real-time analysis 

of stable isotopes are planned to be applied in the environment 

monitoring, and also the accumulated laser technologies are planned to 

be applied in the next generation nuclear laser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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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원자력산업용 레이저응용기술개발” 대과제는 레이저이용 안정동위

원소제조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1 단계에는 “원자분광 

및 레이저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고출력레이저 핵심부품 개발, 고분해능 

레이저분광 핵심기술 개발 및 실험실 규모 안정동위원소 제조실증을 수행하

으며, ‘00 년부터 ’02 년까지 2 단계에서는 “의료용 및 원자력산업용 안정

동위원소 제조기술 확립” 및 “원자분광 시스템 구축 및 공학적 실증”을 목표

로 핵연료의 가연성 독물질로 핵연료의 경제성을 높힐 수 있는 Gd 안정동위

원소, 비파괴검사에 안전성을 높힐 수 있는 Yb 안정동위원소, 의료용 심장진

단에 사용되는 Tl 동위원소의 제조 연구를 수행하 다. 기술면에서  선진기

술 추적에서 탈피하여 우리 고유기술인 광펌핑기술을 개발하여 Tl 에 적용

하 으며, 시설면에서도 실험실 규모에서 공학적 실증 규모로 확대하여 안정

동위원소 제조기술을 확립하 다.

     당초 ‘03 년부터 착수되는 3 단계 4 년 동안에는 “분리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원자력산업에의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었으나, 외국에서도 

기술적으로 경제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Gd 안정동위원소 제조 연구가 중단

되었고, 또한, 현재 국내에서 개발중인 중소형원자로인 SMART에서 가연성 

독물질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국내의 Gd 의 독물질 사용에 대한 수요가 없

어지게 되어, ’03 년도 3 단계 착수시에 Gd 연구를 중단하고 Yb 및 Tl 안정

동위원소 제조의 성능 개선 및 원자력산업에의 적용만을 목표로 본 과제가 

착수되었다.

     그러나, 원자력산업용 레이저응용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Gd 의 경우와 

같이 안정동위원소 시장의 변화가 생기고, 반면에 안정동위원소 제조이외에

도 원자력산업의 안전성 향상 등에 대한 연구개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03 년도에 레이저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재기획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04 

년부터 원자력산업용 레이저응용기술 개발 대과제가 안정동위원소 제조관

련 2 개 과제와 안전성 향상관련 2 개 과제로 편성되어 착수하게 되었다.

재기획에 따라 새로운 단계가 착수되게 되어, ‘03 년도에 수행한 원자력산

업용 레이저응용기술 개발 대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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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제 1 절에서는 우리 고유기술로서 현재 특허출원중인 광펌핑

기술을 원자력산업에 적용하는 “광펌핑을 이용한 안정동위원소 생산기술개

발” 세부과제와 관련하여, 의료진단용 Tl 및 암치료와 환경감시에 필요한 Sr 

안정동위원소 제조관련 ‘03 년도 수행 내용 및 결과가 기술되어 있으며, 제 

2 절에서는 “산업용 안정동위원소 제조기술개발” 세부과제와 관련하여 ‘03 

년도에 수행한 비파괴검사용 Yb 안정동위원소 제조 장치의 개선 및 추출 효

율 증대 등의 성능 개선 결과가 기술되어 있고, 제 3 절에서는 “동위원소 제

조용 레이저 기술개발” 세부과제와 관련하여 Tl 안정동위원소 제조에 필요

한 광이온화용 적외선 다이오드 레이저여기 고체레이저 개발 및 Yb 안정동

위원소 제조의 노후 된 구리증기레이저를 교체하기 위한 녹색광 다이오드레

이저 여기 고체레이저 개발에 대하여 기술하 고, 제 4 절에서는 “광반응 생

성물의 분석 및 회수 기술 개발” 세부과제와 관련하여 추출판의 직접분석기

술, 생성물 회수 처리 및 질량 성분 제어기술 현장 적용 및 고체시료 분석 

기술 고도화 연구에 대하여 기술하 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기획에 따라 새로운 단계가 착수되어 본 대

과제의 4 개 세부과제의 ‘03 년도 수행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

으나, 4 개 세부과제가 1 년만 수행하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04 년도부터 

재기획에 따라 편성된 4 개과제중 안정동위원소 제조관련 2 개 세부과제에 

‘03 년도에 수행한 4 개 세부과제의 연구내용이 포함되어 계속 수행되게 

되어 있어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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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광펌핑을 이용한 안정동위원소 생산기술개발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금속 안정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와 URENCO에 참여

하고 있는 국, 네델란드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러시아의 경우 전자기적 

방법과 플라즈마법을 사용하여 안정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고, URENCO는 

원심분리법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가격 경쟁에서 

려 1998년 ORNL (OakRidge Nat'l. Lab.)의 CALUTRON 시설의 가동을 중

지함으로써, 러시아와 URENCO의 독점 체제가 시작되었다. Tl-203, Yb-168, 

Sr-88 등은 현재 전자기적 방법에 의해서만 생산이 가능하며, 러시아만이 유

일하게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 공급 체제가 갖는 공급 불

안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의 생산기술은 1950~1970 년

대에 개발된 기술로서 생산성이 매우 낮아, 안정적인 생산과 다양한 활용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에서 안정 동위원소의 원자핵 특성을 이용하는 안정 동위원소 

이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원자로의 냉각재(D), 가연성 독극물(B-10, 

Gd-157), 원자로 피복재(감손 지르코늄), 내부식성 소재(감손 아연) 등이 현

재 원자력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이 전망되는 분야이다. 특

히, 환경 친화적인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인 제4세대 (Gen-IV) 원자로와 핵

융합로에서는 냉각재 및 구조재로 Pb-206과 Si-29 등의 저방사화(low 

activation) 안정 동위원소의 사용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분야는 안정 동위원소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방사성 의약품 중에서 가

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심장질환 진단용 Tl-201은 Tl-203을 원료

로, 암통증 치료제인 Sr-89는 Sr-88을 원료로 생산한다. 또한, 산업용 비

파괴 선원인 Yb-169와 Se-75 는 각각 Yb-168과 Se-74를 원료로 생산한

다. Yb-168은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하면 비파괴 산업용 또는 의료용

으로 사용되는 Yb-169로 핵 변환된다. Yb-169는 높은 비방사능으로 인해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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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선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베타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Co-60 이나 Ir-192에 비해 반감기가 짧은 특성을 가지

고 있고, 비파괴 검사용 저 에너지 감마선 선원으로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갖

는다. 특히 스테인레스나 지르코늄에 대해 높은 감약율을 보여 소형이며, 운

반성이 뛰어난 조사기로서의 이용가능성이 입증되어, 현재 유럽등지에서 핵

연료 재처리 공장의 얇은 연결관의 비파괴 검사등에 활용되고 있다. 

정보공학(IT), 나노공학(NT), 생명공학(BT) 등에서도 안정 동위원소를 이

용한 신소재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Pb-210이 제거된 Low 

Alpha Lead (LAL)는 고집적 반도체 회로의 soft error를 줄이는 flip chip 

package 솔더 물질로 사용하고 있고, C-12와 Si-28은 열전도도가 향상된 다

이아몬드와 차세대 반도체 소재이며, Si-28, 29는 차세대 양자 컴퓨터와 정

보통신 기술인 스핀트로닉스의 신소재로 대두되고 있다. C-13, N-15, Ca-48 

등은 질병의 원인진단, 인체 신진대사 연구, 단백질 구조 분석 등 생명공학 

연구의 필수 소재이다. 

원자력 분야는 물론, 일반 의료진단 분야, 초전도, 광학, 정  전자 분야에

서 안정 동위원소의 고유한 성질을 이용하는 신소재는 기존의 소재 특성과

는 크게 다른 새로운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안정 동

위원소를 21세기의 중요한 신소재“로 평가하고 있다. 안정 동위원소 기술은 

원자력 기술과 BINT (BT+IT+NT)의 융합기술이며, 21세기 신소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신기술이다. BINT 분야의 파급효과까지를 고려하면 

안정 동위원소의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할수 있다. 따라서 안정 동위

원소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절실한 문제이며,  동시에 시급한 문제라

고 판단된다.  

2. 연구 결과 

     광펌핑을 이용한 안정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 과제에서는 Tl-203 동

위원소의 생산 시스템 개발 분야에는 광이온화용 레이저 시스템 개발, 생산

시스템 분리추출 기술개발, Tl-203 생산기술 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

다. 또한 원천 핵심기술 개발 분야로는 Sr-88 안정 동위원소에 대한 제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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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술을 개발하고자 Sr-88 동위원소 포획장치 및 레이저의 주파수 안정화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다.

  표 1-1. 광펌핑을 이용한 안정동위원소 생산기술개발 과제의 세부연구

           목표 및 달성도

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1

■ Tl-203 생산시스템 레이저 분야

- cw UV 레이저 주파수안정화 제고 및 

안정화 감시장치 개발

- 펄스 UV 레이저 반복율 제고 및 UV 발생 

자동화 장치 개발

- 레이저빔 중첩도 측정장치 개발

- 48 시간 주파수 안정도 달성 및 감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 10 kHz 레이저 반복율 및 UV 자동 

발생 autotracker 개발 완료

- 레이저빔 중첩도 측정 장치 개발완료  

  

2

■ Tl-203 생산시스템 분리추출 분야

- 외부가열형 원자빔 발생장치 성능제고

- 원자빔 collimator 성능 개선 및 시뮬레이션

- 원자빔 자동 차단장치 제작

- 파일럿 폐기물 회수장치 설계 제작

- TOF형 광이온 추출장치 시뮬레이션 및 

성능 시험

- 진공용 UV-IR 다중통과 광학계 제작

- Tl-203 광이온 추출 시험

- 원자 도 제고용 빔 발생장치 

제작완료

- 도플러선폭 50 MHz 이하의 원자빔 

collimation 달성 

- 원자빔 자동 차단장치 설계 제작 중

- 설계 제작완료  

- 시뮬레이션 및 성능 시험 완료

- UV-IR 다중통과 광학계 제작완료

- Tl-203 광이온 추출 : 8 mg/hr 달성

3

■ Tl-203 생산기술 평가 분야

- Tl-203 제조 분야 경쟁기술 분석 및 기술 

경쟁력 분석

- Tl-203 생산물의 QC 방안 강구 및 시스템 

자동화 개념설계

- 기술경쟁력 분석 수행     

- 시스템 자동화 개념 설계 완료   

4

■ Sr-88 안정동위원소 제조 핵심기술 

   개발 분야

- Sr 원자 포획 장치 구성

- 원자포획용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장치 

개발

- 포획 장치 구성 완료

- 1 MHz 이하급 포획용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장치 제작완료 

  

  가. Tl-203 동위원소 분리용 광펌핑 레이저 성능개선

   (1) CW UV 주파수 안정화 제고 및 안정화 감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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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CW UV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제고

CW UV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제고분야에서는 CW UV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를 위하여 펌프 광원용 CW 레이저 교체와 안정화 감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다. 광펌핑을 위한 CW UV 레이저 시스템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펌

프 광원용 CW 레이저, 고리형 Ti:Sapphire 레이저, 2nd Harmonic Generation(이

하 SHG) 장치 그리고 주파수 안정화 장치로 구성된다. 펌프 광원용 CW 레이저, 

고리형 Ring Ti:Sapphire 레이저와 SHG는 주파수 안정화 장치의 흡수분광 신호

에 의해 주파수가 lock 되며 이는 광펌핑 효율을 높이게 된다. 1,2차년도 까지는 

광원용 CW 레이저로서 Ar 레이저(@ 514 nm, 12 W)를 사용하 고 3차년도인 

이번년도에서는 장시간 동작에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 그림 1-1의 

Coherent 사의 Verdi-V10 (@532 nm, 10.5 W) 으로 교체하 다. 그림 

1-2는 Verdi-V10의 공진기 구성도를 보 고 표 1-2에서는 Verdi-V10의 

특성을 수록하 다. 또한, Self-optimizing 장치 MIN-ITM에 의해서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로부터 방출되는 파장을 정 하게 close-loop 

feedback 제어하고 있다. 고체 레이저 발진기내부의 다이오드 레이저 펌

프 빔을 흡수하는 이득매질 Nd:YVO4 레이저 결정은 항시 일정한 조건

을 유지하도록 제어됨과 동시에 레이저 변환효율을 높이도록 최적화 되

어있다. 그리고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의 펌프 출력과 인가 전류량은 높

지않게 구동하여 효율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낮은 펌프 전류량으로 높은 레이저 

출력의 변환효율을 얻음으로써 장수명으로 동작할 수 있다. 

    그림 1-1.  Ti:Sapphire 레이저 펌핑용 CW 532 nm 레이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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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특성
 Output Power   10 Watts
 Wavelength   532 nm
 Beam Diameter   2.25 mm ± 10 %
 Beam Divergence   <0.5 mrad
 M

2   <1.1
 Power Stability   ± 1 %
 Noise   < 0.1 % rms
 Polarization   > 100:1, vertical
 Linewidth   < 5 MHz rms
 Pointing Stability   < 5 μrad/℃

    

         그림 1-2. Verdi-V10의 레이저 공진기의 구성도.

        표 1-2. 펌핑 광원용 레이저인 레이저 Verdi-V10의 특성.

Ar 레이저를 사용하여 장시간 동작시켰을 경우에 Ar 레이저의 출력

이 1-2 W범위에서 변화하 으며 Ring Ti:Sapphire 레이저와 SHG의 출력에

도 향을 주어 일관된 조건에서의 실험이 어렵게 하 다. 그림 1-3은 Ar 

레이저를 동작 시켰을 경우에 측정한 Ar 레이저와 Ti:Sapphire 레이저 출력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

다. 그러나 펌프 레이저를 Verdi-V10으로 교체한 후에는 그림 1-4처럼 일정

하게 레이저 출력 값이 유지되었으며 10 W의 일정한 출력으로 48시간 이상도 

연속동작이 가능하 다. 광원용 레이저가 장시간동안 동작에도 안정하게 동작

함으로써 Ti:Sapphire 레이저의 출력 및 주파수가 안정되었으며 더불어 S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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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UV 광원의 출력 및 주파수의 안정성 또한 증가하 다. 그림 1-5에

서는 Verdi-V10의 출력에 따른 Ti:Sapphire 레이저의 출력 변화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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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r 레이저로 펌핑된 Ti:Sapphire 레이저의 시간에 따른 출력      

          변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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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Verdi-V10으로 펌핑된 Ti:Sapphire 레이저의 시간에 따른 

          출력 변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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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Verdi-V10의 출력에 따른 Ti:Sapphire 레이저 출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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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CW UV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감시 장치

CW UV 레이저 주파수 안정화 감시 장치 개발 분야에서는 주파수 안정

화 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Ve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 CW UV 레이저 시스템은 광원용 CW 레이저, Ring Ti:Sapphire 레이

저, SHG 장치 그리고 주파수 안정화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각각 동

작시킨 후 각각의 신호를 개발한 안정화 감시 장치로 감시하고 주파수를 안

정화 시키는 시스템이다. 아래 그림 1-6은 PC 상에 주파수 안정화 감시 소

프트웨어를 실행 시켰을 때의 모습과 프로그램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Ti:Sapphire 레이저의 reference cavity galvo 신호와 reference cavity 

DC 신호, 주파수 안정화 장치의 saturated absorption 신호 그리고 SHG 장

치에 의해 발생된 UV 출력의 신호를 각각의 장치로부터 SRS 850 디지털 

Lock-in Amplifier 장치의 Aux-in으로 수신하고 이를 Lock-in Amplifier 장

치의 GPIB interface 또는 serial interface를 통하여 다시 컴퓨터로 보낸다. 

개발된 Vee 프로그램은 이 신호들을 각각 감시하고 각 레이저 주파수 

Locking이 풀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2 차년도에서  각각의 

장치들을 동작시켜 각각의 장치들을 따로 점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

고 전체 광펌핑 시스템을 운 하는 데 있어 효율이 개선되었다.

  

그림 1-6. CW UV 레이저의 주파수안정화용 소프트웨어 개념도 및 동작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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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jection-locking Ti:sapphire 레이저 개념설계

    Tl-203의 광펌핑에 사용되는 파장은 378 nm의 자외선 역이기 때문에 이 

역에서 발진하는 적합한 레이저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756 nm의 레이저

를 2차 조화파로 변환시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756 nm의 레이저 파장

은 파장가변 고체 레이저로 많이 사용되는 Ti:sapphire 레이저의 발진 대역

과 잘 일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발진시킬 수 있으며, Ti:sapphire의 물리

적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2-3 W의 비교적 높은 출력에서도 장시간동안 

안정적인 발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발진하는 Ti:sapphire 레이저

는 다중모드로 발진하거나 발진하는 종모드가 외부 진동 등에 의해 불규칙

하게 바뀌므로 발진 주파수가 불안정한 문제점이 있다. 공진기 내부에 복굴

절 필터와 에탈론 등을 설치하여 발진 선폭을 좁게 유지하면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할 수 있으나, 공진기 내부의 손실이 커져서 효율이 나빠지고, 발진

하는 주파수를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

다. 본 내용에서는 Ti:sapphire 레이저의 발진 선폭을 좁히고 주파수를 안정

화하기 위해서 injection locking 방법을 적용한다. Injection locking은 출력

은 작으나 선폭이 좁고 발진 주파수가 안정적인 다이오드 레이저 등을 

Ti:sapphire 레이저의 종모드에 일치시켜 공진기에 주입함으로써 고출력의 

Ti:sapphire 레이저가 다이오드 레이저의 주파수 특성을 따르게 하는 방법이

다. 본 과제에서 설계한 injection locking Ti:sapphire 레이저는 그림 1-7과 

같이 injection을 위한 주 공진기 부분, 고출력의 Ti:sapphire 레이저, 

Injection locking을 위한 feed back 회로로 구성된다. 

    Injection에 사용되는 주 공진기는 선폭이 좁고(< 1 MHz) 발진 주파수가 

안정적이어야 하므로, 발진파장이 756 nm인 extended-cavity 형태의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한다. 다이오드 레이저에서 출력되는 레이저의 빔은 상하, 좌우의 

크기와 퍼짐각이 서로 다른 비대칭형이기 때문에 anamorphic prism pair 등 

을 사용하여 원형에 가까운 빔 모양으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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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Injection-locking Ti:sapphire 레이저의 개념 설계도.

    또한, 다이오드 레이저는 광학부품등에 반사되어 되돌아 들어가는 레이저

에 의해 발진 주파수, 출력 등이 상당히 민감하게 변하고, 레이저 자체가 손

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돌아 들어가는 레이저를 차단하기 위한 isolator를 

설치해야 한다. 레이저의 출력은 높은 것이 유리하나 다이오드 레이저의 특

성상 출력이 대부분 수 mW로 한정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증폭해야 한다. 

증폭을 위해서는 그림 1-8과 같이 보다 높은 출력의 broad-area 레이저 다

이오드(BALD)를 사용한다. BALD는 가로 길이는 100 μm 이상으로 길고, 세

로 길이는 수 μm로 매우 얇은 형태의 레이저 다이오드로서 자체적으로 수백 

mW 이상 발진가능하다. 이러한 BALD에 좁은 선폭의 레이저 다이오드 출력을 

입사시키고 BALD를 발진시키면 수십 mW이상으로 레이저 다이오드 출력을 증

폭시킬 수 있다. BALD는 가로, 세로 비율이 10:1 이상으로 차이나기 때문에, 

이러한 BALD에 레이저 다이오드 출력을 coupling 시키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

이 cylindrical lens를 사용하여 가로방향으로는 약하게 집속되고 세로 방향으로

는 강하게 집속되도록 해야 한다. 증폭된 다이오드 레이저의 빔 모양은 대부분 

이상적인 가우시안 분포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TEM00 모드로 발진하

는 Ti:sapphire 레이저에 효율적으로 injection하기 위해서는 빔 모양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일모드 광섬유에 다이오드 레이저 빔을 통과시켜 가우시안 

분포의 레이저 빔을 생성한다. 광섬유를 통과한 레이저 빔은 Ti:sapphire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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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빔 모드에 맞게 injection해야 하므로 렌즈 등을 사용하여 빔 모드를 서

로 일치시켜야 한다.

      

Cylindrical Lens
(f= ~100 mm)

Lens
(f= ~8 mm)

Broad-area
LD

Input

output

<Top view>

<Side view>

         그림 1-8. Broad-area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한 레이저 증폭.

    연속발진 Ti:sapphire 레이저는 그림 1-7과 같이 고리형으로 제작하여 

spatial hole burning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Ti:sapphire는 형광수명

이 3 μs 정도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연속발진으로 발진시키기 어려운 문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오목거울과 평

면거울로 공진기를 구성하여, 두 오목거울 사이에 강하게 집속되는 레이저 빔 

모드를 형성한다. 이 부분에 Ti:sapphire 결정을 설치하고 집속된 빔 모드 역

에만 펌핑 레이저를 집속하면, 연속발진 펌핑 레이저로도 펌핑 도를 높게 유

지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발진이 가능하다. Ti:sapphire의 흡수 대역은 500 

nm 부근이므로 펌핑 레이저로는 ∼10 W 출력의 아르곤 레이저나 Nd 계열 레

이저의 2차 조화파를 사용한다. 펌핑 레이저는 그림 1-7과 같이 오목거울을 통

과하여 Ti:sapphire에 흡수되므로 오목거울은 756 nm는 반사하고, 500 nm 역

은 투과하도록 dichroic coating을 해야하며, 출력거울은 반사율 96% 정도인 것

을 사용한다. 나머지 거울은 모두 756 nm에 대해 전반사 거울을 사용한다. 고

리형 레이저는 발진 방향에 따라 출력거울에서 두 방향으로 레이저가 출력된다. 

이 중 한 레이저 빔은 출력거울을 통해 다이오드 레이저를 injection할 때, 

injection 되는 경로를 역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어 다이오드 레이저의 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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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키거나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의 레이저 발진을 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과 같이 공진기 내부에 Faraday rotator와 λ/2 파장판으

로 구성된 optical diode를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만 레이저 발진이 이루어지

도록 한다. 효율적인 injection을 위해서는 다이오드 레이저의 빔 모드와 

Ti:sapphire 레이저의 공진기 모드가 서로 일치해야 하므로, Ti:sapphire 레

이저의 공진기 모드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림 1-9는 초점거리 5 cm의 두 

오목거울과 평면거울로 구성된 길이 50 cm의 공진기에 대하여 공진 모드를 

계한산 것이다. 그림과 같이 두 오목거울 사이에는 강하게 집속되는 모드가 

생성되며 반대편에는 약하게 집속되는 모드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

에서는 약하게 집속되는 모드에 맞추어 다이오드 레이저를 출력거울을 통해 

injection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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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고리형 Ti:sapphire 레이저의 공진 모드.

    고리형 Ti:sapphire 레이저의 종모드는 외부의 진동, 온도 변화 등에 의해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다이오드 레이저의 주파수와 종모드 주파수를 항상 

일정하게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다이오드 레이저의 주파수를 변화시키거나 

Ti:sapphire 레이저의 공진기 길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PZT 등을 사용하여 

Ti:sapphire 레이저의 공진기 길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PZT의 속도에 따라 수 

kHz - 수십 kHz 정도의 반응대역을 가지나, 다이오드 레이저의 전류를 변화시

켜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것은 MHz 정도의 반응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다이오

드 레이저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나은 안정성을 가진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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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하고 빠른 주파수 변화는 다이오드 레이저의 전류를 변화시켜서 조정하고, 

느리고 큰 주파수 변화는 PZT를 사용하여 조정해야 한다. 다이오드 레이저

와 Ti:sapphire 레이저의 종모드가 서로 벗어나 있는 정도는 

Pound-Drever-Hall 방법이나 Hansch-Couillaud 방법으로 알아 낼 수 있으

며, 이로부터 다이오드 레이저와 PZT를 조정하여 주파수를 조정하면, 

injection locking을 유지할 수 있다.[1-2] 본 실험에서는 공진기 내부의 복굴

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보다 정확한 locking을 유지할 수 있는 

Pound-Drever-Hall 방법을 사용하 다.

   (3) 펄스 UV 레이저 반복률 제고 및 UV 발생 자동화 장치

    (가) 펄스 UV 레이저의 반복률 10 kHz 동작 특성

    광펌핑 방법으로 분리되는 동위원소 Tl-203 생산 시스템의 2차 전이용 

레이저인 펄스 UV 광원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가시광 583.66 nm 색소 레이

저 시스템과 UV 291.83 nm 발생용 제 2 조화파(SHG) 발생장치를 설치 운

용하고 있다.[3-4]

    동위원소 추출 실험에서 시간당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펄스 레이

저의 반복률을 기존의 5∼6 kHz에서 2 배 증가시킨 10 kHz로 전환하여 사

용하 다. 이때 색소 레이저에 에너지를 여기시키는  펌프용 고반복률 532 

nm 레이저 광은 다음의 2 가지 레이저로 사용되었다. 532 nm의 플래시 램

프 펌핑 방식의 Nd:YAG 레이저와 DPSSL(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 

Nd:YAG 레이저를 이용한다. 각각의 레이저들은 AO Q-switcher를 이용하여 

펄스 반복률을 높이는 레이저이다. 이 레이저들은 상업화된 제품으로서 출력

과 펄스 폭이 각각 50 W급, 65 ns와 35 W급, 75 ns인 특성을 지닌다. 이들 

펌프 레이저를 색소 레이저 발진기와 증폭기에 다음의 그림 1-10과 같이 펌

핑하게 된다.[5-9] 두 대의 펌프 레이저는 trigger pulse generator를 이용하여 

10 kHz 반복률에서 동시에 synchronizing 하여 사용함으로써 첫 번째 펌프 

레이저에 의한 색소 레이저 2단 증폭기 출력과 3단 증폭기에 펌프되는 두 

번째 펌프 레이저와의 시간적 일치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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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0. 반복률 10kHz에서 동작하는 펄스 UV 레이저 시스템 구성도.

                  

  그림 1-11. 반복률 10 kHz로 동작하는 펄스 UV 레이저 시스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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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ump Source-1 (Quantronix Laser 48 W, i =31 A @ 532 nm)  
(b)   Pump Source-2 (Corona Laser 35 W, i =24 A @ 532 nm)
(c)   Output of Dye Laser Oscillator       (270 mW, @ 583.66 nm)
(d)   Output of Dye Laser Amplifier-1     (2 W, @ 583.66 nm)
(e)   Output of Dye Laser Amplifier-2     (9 W, @ 583.66 nm)
(f)   Output of Dye Laser Amplifier-3     (20 W, @ 583.66 nm)
(g)   UV-Output with SHG of Dye Laser  (3.6 W, @ 291.83 nm)

  그림 1-12. 펄스형 펌프, 색소 및 UV 레이저의 시간적 펄스 파형 측정.

    펄스형 펌프와 색소 레이저 및 UV 레이저의 시간적 펄스파형을 측정한

결과 펌프 레이저의 펄스 파형에 비하여 약 50% 정도인 색소 레이저와 UV 

레이저의 펄스파형을 측정하 다. 총 85 W의 레이저를 펌핑하여 색소 레이

저 20 W와 UV 3.6 W를 얻을 수 있었다. 펌프 레이저에 대한 색소 레이저

의 전환 효율은 약 24%이었고, 색소 레이저에 대한 SHG 결정의 UV 레이저 

빔 발생 전환효율은 약 18%이었다. 532 nm 펌프 레이저에 대한 UV 발생 

전환효율은 약 4.2% 이었다. 이러한 출력 결과 및 각각의 증폭단에서의 출력 

특성은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때의 532 nm 고반복률 펌프 레이

저의 출력 특성은 표 1-4에 제시되어있다. 또한 색소 레이저의 발진기 및 각

각의 증폭단에서의 색소 용액의 농도를 표 1-5에 나타내었다. 색소 용액 순

환기의 저장은 약 15 liter 용량으로서 대용량의 저장공간을 가지고 있어 장

시간 동작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원심력 펌프를 이용한 색소 용액의 순

환시 조건이 표 1-6에 제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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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펄스형 색소와 UV 레이저의 반복률 10 kHz에서 출력 특성.

              표 1-4. 색소 레이저 펌핑용 레이저의 특성.

        

표 1-5. 색소 레이저 발진기 및 1단, 2단, 3단 증폭기에서의 색소 농도.

              

표 1-6. 색소 레이저 발진기 및 1단, 2단, 3단 증폭기용 색소용액 순환       

      기에서 색소용액의 온도, 압력과 색소 셀 내부에서의 순환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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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색소 레이저의 SHG에 의한 UV 발생 자동화장치

    비선형 매질인 결정에 하나의 레이저(ω, λ)를 입사시킨 후, 위상정합조

건을 충족하도록 비선형 결정을 조절하여 얻은 또 하나의 레이저 광이 주파

수는 2 배(2ω)로 되고 파장은 1/2배(λ/2)로 변환되는 과정을 제 2 조화파 발

생(SHG ; Second Harmonic Generation)이라고 한다. 펄스 UV 레이저를 발

생시킬 때 SHG용 장치의 매질로서 BBO(β-BaB2O4, Beta-Barium Borate)를 

사용한다.[10] 펄스 UV 레이저의 안정화를 이루고자 할 때, 우선 색소 레이

저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어야하겠지만, SHG 결정에서도 위상

정합 각(phase matching angle)의 조건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것은 입사되

는 색소 레이저의 빔에 대한 BBO 결정면의 수직 또는 수평각의 최적화된 

조건이 있는데 이를 맞춘 후에 이 조건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결정을 지지하는 마운트의 물리적 변화 및 진동 등으로 발생되는 위상

정합의 흐트러짐을 보상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결정면의 물리적인 각도 

변화가 없다 하여도 펄스 레이저인 색소 레이저의 펄스-펄스마다 발생하는 

첨두 출력 요동에 따른 결정 내부의 열적 부풀음(thermal blooming)으로 인

한 굴절율 변화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SHG의 출력

변화 요인들에 따른 능동적인 최적화된 위상정합각도를 맞출 필요가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SHG 결정이 장착된 마운트의 X-Y축을 조절하여 결정면

의 각도를 조절하는 곳에 자동화 장치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UV 펄스 

레이저의 출력 중 일부 세어 나오는 빔을 광신호 검출용 photodiode에 조사

하여 UV 출력을 모니터링하고 이 신호를 SHG결정의 위상각도를 조절하는 

제어장치에 피드백함으로써 항상 최적화된 위상정합조건을 유지하는 자동화 

장치(auto-tracker)를 개발하 다. 

  SHG 위상정합조건 자동화 추적장치의 광센서 출력을 모니터링하여 위치제

어를 하는 자동위치 추적장치의 구성은 그림 1-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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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3. SHG 위상정합조건 자동화 추적장치(auto-tracker) 구성도.

  각 부분의 구성을 보면 programmable amplifier 및 peak detector는 op 

amp와 아나로그 스위치로 구성하 고 LCD display는 16 문자 2 줄 표시가 

가능한 HCD16201로 구성하 다. 데이터 입력을 위한 control switch는 9 개

의 개별 switch를 이용하여 데이터 입력뿐 아니라 motor 제어도 가능하게 

하 다. Microcontroller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분리된 구조로서 A/D 

converter, 프로그램과 데이터메모리 뿐 만 아니라 외부장치제어를 위한 입

출력포트가 칩내에 내장된 Microchip 사의 16F872를 사용하 다. 

   입력된 광신호는 programmable amplifier에서 적당한 크기로 증폭한 후 

peak detector를 이용하여 단위시간내에서의 peak 신호를 검출한다. 검출된 

신호는 microcontroller에서 디지털신호로 변환처리되어 결과에 따라서 최적

의 위치가 되도록 pico-motor를 제어한다. 이러한 최적위치 추적방식은 아래

와 같이 2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로 Single control 방식의 경우에는 지정된 step만큼 이동하여 측정한 

다음 이전 값과 비교하여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이전위치로 복귀하고, 클 경

우에는 현위치를 유지하는 제어를 X축과 Y축에 대하여 번갈아가며 실행한

다.

   둘째로 Multi control 방식의 경우에는 현위치에서 + 와 - 방향으로 지

정된 step 단위로 각각 8 번 이동하여 측정한 후 최대값 위치로 재이동하는 

동작을 X축과 Y축에 대하여 번갈아가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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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Control Switch의 기능설정 및 표시 내용.

LCD display 항목  표시 내용

   DATA SET

․제어를 위한 데이터 종류 선택

․RMS연속적으로 변하는 DATA

․PEAK 지정된 시간내에서 최대값
   S E N S O R 

DATA
․측정된 RMS 또는 peak 데이터를 표시

   X-STEP ․X 축 1 회 이동시 움직이는 step

   Y-STEP ․Y 축 1 회 이동시 움직이는 step

   DATA COUNT
․이동후 광신호를 측정하는 횟수 또는 각 동작간 

  대기시간

   AMP GAIN ․Programmable amplifier 의 증폭도

   OPERATION ․현재 작동상태 표시 

   이와 같은 동작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control switch를 사용하여 데이터 

입력 및 장치제어를 하고, 설정데이터 및 동작상태는 LCD display에 표시된

다. 표시되는 데이터는 표 1-7과 같다. 완성된 장치의 보드 구성도와 제작된 

모습은 그림 1-14 및 그림 1-15와 같고, 장치의 제원은 표 1-8과 같다.

   

        그림 1-14. SHG 위상정합조건 자동화 추적장치의 보드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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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5. 제작된 SHG 위상정합조건 자동화 추적장치의 보드 및 

               pico-motor 드라이버의 모습.

           표 1-8. SHG 위상정합조건 자동화 추적장치의 제원.

    

규    격 제    원

X 축 이동step 1 ~ 256 

Y 축 이동step 1 ~ 256 

센서분해능 10 bit

Amp 증폭도 1 ~ 128

동작간 대기시간 1 ~ 256 초
 

              

 그림 1-16. SHG 위상정합조건 자동화 추적장치가 부착된 SHG 장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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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광이온화용 펄스 IR 레이저 출력향상

    Tl-203 원자 생산과정에서 색소 레이저에 의하여 Rydberg 상태( E = 

42011 cm
-1, 72D3/2,5/2 )로 여기된 원자를 이온화하는 과정에 펄스형 고반복률

IR 레이저 광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 년도에는 5-10 kHz 로 동작

하는 Nd:YAG MOPA(Master Oscillator Power Amplifier) 시스템을 구성하

여 60 ns 이하의 펄스폭에서 20 mJ의 펄스 에너지를 갖는 레이저를 발생시

켰다. 이 시스템에서는 증폭기로부터 에너지의 추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4 

중 통과(4-pass) 증폭기 형태로 구성을 하 고, 이에 따라, 열복굴절 보상을 

위한 광학계를 추가하 다. 전년도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증폭기에 입력되

는 주공진기의 출력이 증가할수록 증폭기 출력은 비례하여 증가하 으며, 증

폭기당 증폭율은 약 1.5 이었다. 4중 통과 증폭 구성에서는 포화 현상이 나

타났고, 증폭기 1 세트당 약 100 W의 출력을 더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에

서는 이득이 약 3.2 이었다.[11]

    2003 년의 “동위원소 제조용 레이저 기술개발”과제에서 130 W (10 

kHz/90 W@ 6kHz) 급 DPSSL(Diode Pumped Solid State Laser)를 개발함

에 따라, 주공진기를 교체함으로써 이온화 레이저의 출력 증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주공진기 교체와 증폭단 추가로 인한 시스템의 

출력증가와 시스템의 구성에 대하여 언급한다. 

    주공진기의 출력은 기존 출력 80 W (10 kHz)에서 130 W (10 kHz)로 

증가하 고, M2 는 10 이하로써 기존의 20-30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AO(Acousto-optic) modulator 는 Gooch-Housego Company사의 제품으로 

100 W 출력을 낼 수 있으며, 역시 2 개의 레이저 헤드로 구성되었다. 필요

한 입력전력은 약 1.5 kW 로써 Hewlett Packard의 HP6684(0-50V/0-100A)

를 사용하 다.

    증폭기 헤드는 flat-flat Short 공진기에서 한쪽 거울의 반사율을 85%로 

하 을 경우 400 W의 CW(continuous wave)출력을 낼 수 있다. 펌핑은 소

모전력 약 5 kW 급 섬광등 2 개로 양쪽방향에서 일정한 전력으로 펌핑된다. 

사용되는 이득 매질은 Nd:YAG 로 길이 162 mm, 직경 7 mm 이고, 양쪽에는 

Nd:YAG 결정이 레이저광에 의하여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직경 6.8 mm 



- 24 -

의 aperture가 있다. Nd:YAG 결정의 도핑 농도는 약 0.6 w.t% 이다. 4 중통

과 증폭기를 구성할 경우에 Faraday Rotator 와 렌즈를 구성하여 열복굴절 

보상을 하 지만, 증폭기 헤드를 2 개 사용할 경우에는 똑같은 레이저 헤드

와 90도 rotator, 렌즈를 사용하여 열복굴절 보상이 가능하다.[12-13] 따라서, 

두 번째 증폭기 헤드는 차후의 출력 증가를 대비하여 첫 번째 증폭기 헤드

와 같은 성능의 증폭기 헤드를 구성하 다. 그림 1-17의 (a)는 새로 교체된 

주공진기를 나타내고, (b) 는 레이저 증폭기를 직렬로 구성하여 단일 통과 

증폭 구성을 한 경우이다. 그림 1-18은 시스템 구성도이다.

       

                  (a) 주공진기              (b) 2단 증폭기

     그림 1-17. 펄스형 적외선 레이저의 주공진기 및 증폭단의 모습.

         

발진기 증폭기1 광학계

Power Supply

Cooling System

AO modulator
Controller

Laser 출력

Pulse Generator

증폭기2 

Cooling System Cooling System

Power Supply

Power Supply

Power Supply

Power Supply

발진기 증폭기1 광학계

Power Supply

Cooling System

AO modulator
Controller

Laser 출력

Pulse Generator

증폭기2 

Cooling System Cooling System

Power Supply

Power Supply

Power Supply

Power Supply

           그림 1-18. 펄스형 적외선 레이저 시스템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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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의 교체와 증폭단의 추가로 변화된 시스템의 사양 및 구성을 표 

1-9에 나타내었다. 레이저 빔질은 주 공진기에서 발진되는 레이저광의 빔질

이 30 이상에서 M2 가 10 미만으로 개선되었다. 출력은 약 10% 정도 증가

되어 10 kHz의 동작에서 22 mJ의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단

일 통과 증폭 구성에서 출력된 결과이므로, 시스템이 단순화되어 미세 조정

이 필요가 없다. 차후에 고출력 레이저빔을 만들기 위하여 4 중 통과 증폭기

를 구성할 경우에 증폭기 1단에서 100 W의 출력을 얻는다면 250 W에서 

300 W 의 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 경우에는 두개의 증폭

단에서의 열복굴절 보상이 필수적이다. 주공진기에 입력되는 전력에 따른 레

이저 출력의 변화를 그림 1-19에 나타내었다.

         표 1-9. 당해단계 연차별 적외선 레이저의 시스템 향상.

2003 년 2004 년 결 과

주공진기

- unpolarized IR light

- 8 mJ@10 kHz

  10 mJ@6 kHz

- DPSSL

- M2 > 30

- Unpolarized IR 

light

- 13 mJ@10 kHz

  15 mJ@6 kHz

- DPSSL

- M
2
 < 10

- 자체 제작한 레이저로 교체

하여 출력과 빔질 개선.

증폭단
- 섬광등 펌프형 레이

저 헤드 1 set (HBL)

- 섬광등 펌프형 레이

저 헤드 2 set (HBL)

- 출력 증가를 위하여 증폭단

을 1 단에서 2 단으로 구성.

증폭기 

구성
- 4 중통과 증폭 구성 - 단일 통과 증폭 - 시스템 단순화.

최대 출력
- 20 mJ@10kHz

  23 mJ@6kHz

- 22 mJ@10 kHz

  25 mJ@6 kHz

- 주공진기의 출력 및 빔질 개

선과 증폭단 증가로 적외선 레

이저빔 출력과 빔질 향상.

- 다중통과 구성으로 출력 증

가 가능함.(약 +100 W/증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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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공진기 출력 특성.      (b) 증폭기 출력 특성.

      그림 1-19. 주공진기 및 증폭기의 적외선 레이저 출력 특성.

   (5) 레이저 빔 중첩도 측정 장치

   동위원소 제조에 이용되는 레이저 빔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번 세부과제(동위원소 제조용 레이저기술 개발)에서 개발된 레이저 빔 실시

간 진단 및 빔 중첩도 분석 프로그램을 레이저 시스템에 적용하여 UV 레이

저와 IR 레이저의 빔 특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빔의 중첩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 다.

   적용된 시스템은 상신호처리 전용 보드(Matrox Meteor2)를 사용하여 4

개의 레이저 빔을 동시에 실시간 감시 및 분석할 수 있다. IR과 visible 파장

의 빔은 감시 카메라로 직접 측정이 가능하 으나, UV 빔은 카메라의 감도

와 sampling/density 조절에 사용되는 광학 부품의 투과율 등의 문제로 인해 

형광물질을 포함하는 스크린에 반사시킨 후 그 형광패턴을 B/W 카메라로 

감시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1-20은 펄스 IR과 UV 레이저의 

빔 중첩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학적 구성도이다. Tl-203의 분리용 챔버로 

CW UV 레이저, 펄스형 UV 와 IR 레이저를 입사시킨다. 그림의 좌측상단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챔버로 전달되는 레이저 중에서 CW UV 레이저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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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빔의 하단부에서 첫 번째로 광펌핑시킨다. 1차 전이된 원자 빔이 수직으

로 진행할 때 펄스형 IR과 UV 레이저가 동시에 입사되고, 중첩된 빔은 UV 

와 IR에서 반사율이 높은 거울을 이용하여 원자 빔을 여러 차례 진행하게

(multi-pass)하게 된다. 그러므로 CW UV와 펄스 레이저는 중첩되지 않고 

수직면만이 일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펄스형 UV와 IR 레이저는 시간적․공

간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 각각의 펄스 레이저는 시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

하여 Trigger 펄스 발생기를 이용한다. 공간적인 일치 즉 빔 중첩을 위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색성 거울(b)을 이용하여 빔 중첩을 시킬 수 있다. 각

각 레이저의 파장에 대하여 이색성 거울의 반사와 투과율은 높기 때문에 이

중에서 손실로 빠져 나오는 빔을 그림과 같이 중첩도 측정에 이용하면 된다.

그림 1-20. 펄스 IR과 UV 레이저의 빔 중첩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학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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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그림 1-21은 진단 및 중첩도 분석 모습으로, 노이즈 문턱치, 중

심점 일치, 정규화 등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면서 중첩도를 분석한 결

과이다. (a)에서 중첩도가 82% 인데 이것은 기저 노이즈가 중첩도 수치를 

상승시킨 틀린 것이며, 기저노이즈를 제거시킨 (b)에서 중첩도가 53%로 떨

어진다. (c)는 세기가 같다고 가정한 경우로 중첩도로 60%이며, (d)는 중심

이 일치할 경우 중첩도가 62%까지 좋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a)                    (b)

                   (c)                    (d)

               그림 1-21. 빔 감시 및 중첩도 분석 결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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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l-203 동위원소 분리추출 시스템

   (1) 외부 가열형 Tl 원자빔 발생장치 성능제고

    (가) 원자빔 collimator 성능 개선 및 원자빔 발생 시뮬레이션

    다음의 그림 1-22는 현재 Tl-203 광이온 추출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외

부 가열형 탈륨 원자빔 발생 장치의 원자빔 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외부의 

하단부 히터를 온도 1000 
oC까지 가열했을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자빔 

형성 부분인 collimator의 온도가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증가되나 400 
oC 

이상으로는 가열되지 않았다. 500 oC 이하에서는 탈륨의 증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자빔 발산각을 고려할 때 collimator 내부에서의 증발에 의한 원자 

충돌 효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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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 형 collimator가 장착된 원자빔 발생 장치의 가열 특성.

    외부 가열형 탈륨 원자빔 발생 장치에서 발생하는 원자빔의 도와 발

산각은 Tl-203 생산 시스템의 핵심 자료이다.  Tl-203 광이온 추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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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는 탈륨 원자빔 발생 장치의 원자빔 도와 원자빔 발산각 측정

을 위한 실험 장치는 그림 1-23과 같이 구성된다. 고안정 다이오드 펌핑 

Nd:YAG 레이저로 펌핑되는 링 Ti:S 레이저를 외부 링 공진기형 제2고조파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378 nm 역의 자외선으로 전환한다. 이 레이저는 

Tl-203 광펌핑 광원으로도 사용되는 레이저로서 원자빔 도 측정을 할 때

에는 10 μW의 낮은 출력의 레이저 광을 사용한다. 원자빔에 입사되기 전에 

378 nm 레이저 빔을 둘로 나눈 뒤 Lock-in 증폭기에서 이를 다시 나누어줌

으로써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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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nm) (756 nm) (378 nm)

Lock-in1

chopper

P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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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in2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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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nm) (756 nm) (378 nm)

Lock-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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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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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µW

       

                그림 1-23. 원자 도 측정 장치도.

     그림 1-24에서 보듯이 가열 온도가 950 oC 가 될 때 까지는 원자빔 

도가 서서히 증가하여 약 3×10 10 atoms/cm 3   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1000 
oC 이상이 될 경우에는 원자 도가 오히려 감소하 다. 이는 원자빔 발생 

부분의 상단에서부터 collimator 입구 부분까지의 역에서 탈륨 원자들의 

매우 심한 충돌로 인한 병목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되며, 기존 "˄" 
형태의 collimator 로는 10

11
atoms/cm 3수준 도의 고지향성 원자빔 형성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원자빔 형성 시뮬레이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table-top 분리 시스템에서 수십 mg/hr급의 

Tl-203 광이온 추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 형태의 colliamtor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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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빔 발생 장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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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 형 collimator 가 장착된 원자빔 발생 장치의 원자 도.

    탈륨 원자빔의 원자빔 발산각을 측정하 다. 378 nm 광펌핑 레이저로 

Tl-203 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원자빔 발산각이 도플러 선폭 기준

으로 80 MHz 이내가 되어야 한다. 기존 "˄" 형태의 collimator 가 장착된 탈
륨 원자빔 발생장치는 700 

oC 역에서 35 MHz 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광

펌핑 레이저의 power broadening과 준안정 준위의 에너지 교환 충돌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광펌핑 광이온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선택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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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 형 collimator 가 장착된 원자빔 발생 장치의 원자빔
             발산각 측정.

    (나) 원자빔 발생 시뮬레이션

    Tl 원자빔의 설계 목표는 가능한한 적은 양의 원자빔을 증발시키면서, 

레이저 조사 역을 좁게 만드는 것이다. 원자빔 시뮬레이션은 자체개발한 3

차원 DSMC (Direct Simulation Monte Carl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자빔

의 증발 특성을 밝혀내도록  원자빔 발생 장치의 슬릿 모양에 따른 최적의 

설계 변수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14] 

   원자빔 발생 역에서 슬릿의 모양은 원자빔의 전파특성을 결정하는데, 

가능한한 직진성을 가지고 좁은 역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 슬릿의 모양

에서 원자빔 전파 특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 다. 아래 그림에는 

슬릿모양에 따른 원자빔의 전파모양이 그려져 있다. 그림 1-26에서 보듯이 

가장 V자 모양의 슬릿에서 원자빔의 직진성이 가장 좋았으며, 이는 주변 원

자와의 충돌을 최대한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역 V자의 경우에는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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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되튕겨 나오는 원자들이 슬릿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어 도가 높아져

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서 원자빔의 직진성을 떨어뜨리며 결과적으로 레이

저 조사 지역에서의 원자빔의 도가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시뮬레이션 조

건은 증발면의 온도는 900oC이고, 슬릿에서의 충돌에 의한 되튕김 확률은 

50%로 가정하 다.

              그림 1-26. 슬릿모양에 따른 원자빔 전파모양.

    바닥에서 증발하는 원자빔은 주변 원자와의 충돌에 의해서 원자빔 발생

장치내에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벽면과의 충돌에 의해서 2차적으로 되튕겨

나온다. 되튕겨 나오는 원자들의 각도 분포는 난반사 분포인 Lambertian 분

포, 곧 수직입사각에 대해서 cosθ  분포를 가지게 되며, 충돌후의 에너지는 

충돌전과 충돌후가 같은 탄성충돌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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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7. 벽면의 온도에 따른 원자빔 증발 모양.

    바닥에서 증발하는 원자빔과 벽면을 충돌하여 나오는 원자빔에 의한 충

돌은 원자빔의 직진성을 떨어뜨리며, 벽면의 온도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 다. 벽면 온도에 따른 시뮬레이션에서 주위 벽면에서 나오는 입자는 앞

에서 언급된 대로 난반사로 퇴튕겨 나오므로 직진하는 원자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원자증기 발생장치 바닥면에서 증발하는 원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난

다. 이런 충돌효과는 벽면의 온도가 낮을수록 적어지면,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위벽면을 600
oC 정도로 냉각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다) 외부 가열형 원자빔 발생장치 원자빔 도 제고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 형태의 collimator 가 장착된 원자빔 발생 
장치는 최고 2×10 10 atoms/cm 3  의 원자 도 이상을 얻는데 문제가 있다. 

2×10 11 atoms/cm 3  수준의 원자 도를 얻기 위해서는 원자빔 collimator의 크

기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collimator 의 모양 또한 “˅” 형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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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할 필요가 있다. 광이온 추출용량의 제고와 함께 추출물의 동위원소 순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탈륨 원자빔 발생장치의 개선이 요구된다. 고지향성 원

자빔 형성과 2×10
11
 atoms/cm

3  수준의 원자 도를 얻기 위해 원자빔 

collimator의 슬릿 크기가 7 mm x 10 mm 이고, collimator의 길이가 350 

mm인 “˅” 형 원자빔 발생장치를 설계 제작하 다. 그림 1-28은 “˅” 형 원
자빔 발생 장치의 기초 설계도이다. 기하학적 모양을 토대로 원자빔 flux와 

원자빔 도를 계산한 결과 기존의 장치에 비해 3배의 도 증대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며, 원자빔 발생 부분의 상단에서부터 colliamtor 입구 부분까지

의 역에서 탈륨 원자들의 충돌로 인한 병목 현상의 완화를 위해 “˅” 형태
의 collimator를 장착하도록 하 다. 기하학적인 구조에서 나타나는 도 증

가와 함께 전체적으로는 10배 정도의 도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림 1-28.  "˅" 형 collimator 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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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형 collimator가 장착된 원자빔 발생장치의 예측원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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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0은 원자빔 collimator의 슬릿 크기가 7 mm x 10 mm 이고, 

collimator의 길이가 350 mm인 “˅” 형 원자빔 발생장치의 제작 사진이다. 기
하학적 모양만을 고려할 때 원자빔 발산각은 레이저 진행 방향으로 74.7 

MHz 이고 광이온 추출 방향으로 54.4 MHz가 되도록 설계 제작하 다. 

그림 1-30. 원자 도 1011 atoms/cm 3  급 원자빔 발생을 위한 "˅" 형 
           원자빔 발생 장치. 

   (2) TOF형 광이온 추출장치 개발 및 Tl-203 광이온 추출 시험

    (가) UV-IR 다중통과 광학계 제작 및 TOF 광이온 추출장치 성능 시험

    전년도에 제작된 TOF 형 광이온 추출 장치의 성능을 시험하 다. 이를 

위해 UV-IR 다중통과 광학계를 제작 사용하 으며, 10 kHz 펄스 반복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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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시스템에서 단일 통과 시스템에 비해 다중통과 광학계 사용으로 광

이온 전류는 약 3.5 배 증가 하 다. 그림 1-31은 Tl-203 광이온 추출로 인

해 추출판의 색상이 변한 모습을 나타낸다. 원자빔과 레이저가 상호작용하는 

부분만 탈륨으로 증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년도에는 반복율 10 

kHz의 레이저 출력을 높이고, 291 nm 무반사 코팅된 optical-grade의 윈도

우 사용으로 광학계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원자 도가 증대된 “˅” 형 원
자빔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광이온 전류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출력이 증대된 

레이저 시스템 사용으로 약 1.6배, 다중 통과 광학계의 효율 개선으로 1.5배

의 효율 증대가 기대된다. 

        

18.5 cm

그림 1-31. TOF형 광이온 추출장치의 추출판에 Tl-203 광이온이 증착된 

           모습.

    (나) Tl-203 광이온 추출 시험 

  광이온 추출장치의 시험과 Tl-203 광이온 추출 연구를 위한 실험 시스템

은 그림 1-32와 같다. 당해연도 과제로 구입한 cw DPSSL (LD-pumped Nd:Y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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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nm) 레이저로 안정도가 개선된 378 nm 레이저를 광펌핑 레이저로 사용

하며, 세부과제 2에서 개발된 1064 nm의 적외선 레이저와 자체 개발된 10 

kHz 반복율의 색소 레이저를 UV로 변환하여 광이온화 레이저로 사용한다. 

광펌핑 레이저와 광이온화 레이저를 Tl-203 분리 시스템의 탈륨 원자빔에 

조사하여  Tl-203 광이온를 발생시키며, UV-IR 다중통과 장치와 광이온 추

출장치를 사용하여 Tl-203 추출 연구를 수행하 다. 

   

Ring Ti:S SHG

756 nm
2 W

378 nm
500 mW

cw UV Laser
cw DPSSL

Nd:YAG MOPA

Nd:YAG

Dye Osc. Dye Amp. SHG

1064 nm
200 W

293 nm
2 W

<광펌핑 레이저>

<광이온화 레이저> <분리 챔버>

Pulse UV-IR
Laser

Ring Ti:S SHG

756 nm
2 W

378 nm
500 mW

cw UV Laser
cw DPSSL

Nd:YAG MOPA

Nd:YAG

Dye Osc. Dye Amp. SHG

1064 nm
200 W

293 nm
2 W

<광펌핑 레이저>

<광이온화 레이저> <분리 챔버>

Pulse UV-IR
Laser

              그림 1-32. Tl-203 광이온 추출 시스템.

    “˅” 형 원자빔 발생장치와 TOF 형 광이온 추출 장치를 사용하여 광이
온 추출 시험을 실시하 다. 이 때 cw 광펌핑 레이저는 출력이 30 mW이고, 

빔 직경은 약 10 mm 다. 10 kHz광이온화 레이저는 291 nm 펄스 UV 레

이저가 2 W, 1064 nm 적외선 레이저는 약 120 W 다. 그림 1-33에 나타

낸 바와 같이 광펌핑 레이저의 파장에 따른 Tl-203 광이온 추출 스펙트럼은 

선폭이 약 247 MHz 으며, 공명 파장에서 Tl-203과 Tl-205의 비는 약 

80:1 로서 광펌핑 과정의 98.5% 의 선택도를 갖는다. 광이온 전류 측정 결과 

8 mg/hr 급의 추출 용량 (single column에서 4 mg/hr 급)을 나타냈으며, 추

출판의 분석결과 Tl-203 의 순도는 약 80% 다. 광이온 추출용량이 목표치인 

10 mg/hr 급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된 “˅” 형 원자빔 발생장
치의 원자 도가 낮은 때문이다. 또한 98.5% 광펌핑 순도가 추출판에서는 80% 

로 낮아진 이유는 일차적으로 중성 원자의 부착율이 예상과는 달리 광이온 추

출장치의 중성원자 부착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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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광펌핑 레이저의 파장에 따른 Tl-203 광이온 추출 스펙트럼과

           공명 파장에서의 광이온 전류 측정 신호.

   현재 제작 시험 중인 “˅” 형 원자빔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원자빔 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광이온 추출 용량을 제고하며, 광이온 추출효율은 낮으나 중

성원자 부착율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폐형 광이온 추출장치의 사용으로 

중성원자 부착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광펌핑 과정의 동

위원소 선택도는 Tl-205를 준안정 준위에서 바닥준위로 repump 함으로써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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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킬 수 있다. Repump 파장은 535 nm 로서 Yb-doped fiber 레이저(1070 

nm)를 periodically-poled stoichiometric MgO-doped lithium tantalate 

(PPSLT)에서 제 2 고조파를 발생시켜 쉽게 얻을 수 있다. 차기년도에는 이

러한 개선을 통해 추출 용량의 제고는 물론 추출물의 순도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Tl-203 광이온 추출 시뮬레이션 

    이온-중성원자 간의 공명 전하교환 충돌은 
203Tl 원자 이외의 원자가 전

하를 띠게 되어 극판에 수집되는 효과를 줄이기 때문에 중성원자와 이온과

의 충돌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중성원자는 레이저 입사지역으로만 전파되도

록 원자빔 발생장치의 슬릿부분을 설계한다. 레이저 입사 역에서 원자빔의 

도는 약 1010cm− 3이고, Tl 중성 원자의 전하교환 충돌 단면적은 2 10− 12cm 2  

정도이므로 자유 비행거리 l =
1

밀도 충돌단면적 50cm로 원자빔 입사 지역의 

50배 정도이므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약 1 % 정도로서 원하는 정도의 추

출률을 얻을 수 있다.

    203Tl의 추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체개발한 2차원 PIC 

(Particle-In-Cell) 플라즈마 시뮬레이션 코드를 이용하여 플라즈마의 거동특

성을 분석하 다.[15-16] 플라즈마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에 

따른 플라즈마의 분포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라즈마 내의 이온 및 전

자는 집단적인 운동을 하며, 외부 전기장으로부터 플라즈마를 스크린하여 이

온 및 전자의 분리를 막는데, 이러한 Debye Shielding으로부터 원하는 이온

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외부 전압이 요구된다. 우리는 약 4 

kV의 전위차를 4.5 cm 떨어진 음극과 양극에 주었다. 

    그림 1-34는 플라즈마의 초기 도가 1.5 109cm− 3일 경우에, 외부전압을 

2 kV인가 하 을 때, 시간에 따른 플라즈마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 분포를 

통해서 우리는 플라즈마에서 추출되는 이온의 양 및 추출판에서의 이온의 

분포도 계산할 수 있다. 

    플라즈마의 초기 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플라즈마 진단을 통한 실험적

인 방법으로 행해진다. 그러나 이 진단 장비는 고도의 플라즈마 및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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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이용하는 바 정확한 도값을 알아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

다. 우리는 플라즈마 시뮬레이션과 실험적으로 측정한 전류 신호를 비교함으

로서 발생된 플라즈마의 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플라즈마의 도는 

3 109cm − 3이고, 이로부터 중성 원자빔의 도는 1010cm− 3정도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림 1-35에서는 3 마이크로초에서의 플라즈마의 분포와 음극에

서의 전류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34. 평행형 Tl 추출판에서 시간에 따른 플라즈마의 운동.

          그림 1-35. Tl 추출 시스템에서의 플라즈마의 분포 및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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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l 독성 자료 분석

    (가) Tl 연구의 역사적 배경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탈륨은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

하기 전에 이를 숙지하고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861년에 Crookes에 

의해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처음 발견된 탈륨(Thallium, Tl)은 녹색 역의 불

꽃을 가진다고 해서 탈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역시 Crookes와 

Lamy에 의해 분리 정제되었다. 이러한 탈륨은 흡입하거나 살갗에 닿거나 하

면 중독증상을 일으키고 탈모증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신이상에도 이어

진다고 한다.[17] 탈륨 황산염이 전부터 "쥐약"이나 살의제(殺蟻劑:개미를 죽

이는 약재)로 사용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그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것

이다. 이러한 탈륨은 매우 위험한 중금속 원소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래의 그림 1-36과 같이 몸과 머리 부분의 털이 

빠지는 탈모증이 탈륨의 아주 특징적인 독성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피부과의

사들은, 모발제거를 위해 탈륨을 연고로 만들어 국소적으로 사용하거나, 아

주 적은 양을 경구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하기 시작했다. 투여량을 줄이는 것

은 불쾌한 독성을 피하려고 한 것인데, 독성으로는 구토, 경련, 쇠약, 현기증, 

사지의 작열통과 동통, 마비, 혼수 등이 있었고 때로는 사망하기도 하 다. 

               

                    그림 1-36. 탈모가 일어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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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920년대까지, 탈륨은 초산염의 형태로 아이들 두피의 백선치료

에 흔히 사용하고 있었다. 이 약은 먹는 약으로 한번 투여하는데, 2-3주 지

나면 감염된 모발이 빠지면서 치료되는 것이었다. 이 치료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었고, 특히 고아원이나 정신지체자 수용시설에서 많이 사

용하 다. 두피백선은 귀찮은 병이기는 하지만, 중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탈륨을 사용했던 것이다.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가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부과의사들도 열심히 사용하고 있었다. 

    1931년, 초산 탈륨이 코레뮬이라는 상품명으로 생산되었는데, 화장용 탈

모 크림으로 소개되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걸쳐, 복용약 

및 크림에 의한 중독사고와 사망자가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었다. 1934년까

지, 먼쉬는 논문과 동료 의사들의 정보를 종합하여, 탈륨에 의한 692명의 중

독 예와 31명의 사망 예를 수집하 다. 물론 보고되지 않은 증례도 많이 있

었을 것이다. 치료받은 아이들의 5 퍼센트가 중독된 것이다. 코레뮬을 생산

한 회사는 연이은 소송 때문에 결국 파산하 고, 제품을 모두 회수하 다. 

그 후 의약품에 의한 탈륨 중독은 점차 없어졌지만, 아이들이 쥐약을 주워 

먹는 바람에 탈륨 중독이 가끔씩 생겨났다. 또한 몇몇 동물실험을 통해 탈륨

이 유독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대조임상시험은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 

    (나) Tl 독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동안의 중독 증세에 대한 보고들을 정리하여 

탈륨의 특성 및 독성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 1-10과 같다. 탈륨은 하늘색(엷

은 파란색)의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알려진 탈륨 화합물들에 의한 중독은 다리나 발

부위의 종기나 부기, 관절통, 구토, 불면증, 지각과민증, 손과 발의 감각이

상, 정신착란, 다리와 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동반한 다신경염, 퇴화를 동반

한 다리의 부분 마비, 편도 주위염 같은 통증, 신장염, 피로하고 쇠약한 증

세, 림프관련 병, 백혈구와 관련된 병. 중독 후 약 18일 정도 되면, 몸과 머

리에 있는 털의 완전 탈모가 일어나며 위에 서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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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탈륨 화합물의 경우 생식기와 태아에게도 극히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방독면과 비닐장갑 등을 구비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한다.[18-20]

                  표 1-10. 탈륨과 탈륨 화합물의 독성.

종류 독성

탈륨
(Tl, Thallium)

․ 특정 경로가 없는 독물질

․ 흡입에 의한 신체 향 - 신경 또는 표피 구조를 변형시키고, 

안구의 바깥쪽 근육을 변형시키고, 땀을 흘린다.

․ 열이나 불에 노출되었을때 먼지의 형태로 인화성이 있다.

․ 불소(F2)와 격렬하게 반응한다. 

․ 분해될 정도로 가열되었을 때 유독가스를 만든다.

․ 쥐약, 살균제, 곰팡이약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렌즈, 프리즘 그리고 고 도 액체에 사용된다.

탈륨 화합물

  (Tl-compounds)

․ 굉장한 독물질.

․ 흡입에 의한 치사량은 0.5-1.0 g.

․ 향은 누적되고 매우 낮은 수준에서 계속 노출되었을 때 

독성이 나타난다.

․ 신경이나 피부조직 그리고 심장혈관의 경로에서 심각한 

향을 미친다.

․ 말초신경조직의 경우에 운동근육 섬유와 긴 감각 섬유의 괴

사를 유발하는 향을 미친다.

․ 생식기와 태아는 극히 감염되기 쉽다. 

․ 탈륨이 함유된 탈모제의 흡입, 쥐약의 뜻밖의 또는 자살기도

적 흡입에 의해 심각한 중독이 될 수 있다.

․ 심각한 중독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야기한다. 다리나 발부위

의 종기나 부기, 관절통, 구토, 불면증, 지각과민증, 손과 발의 

감각이상, 정신착란, 다리와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동반한 다

신경염, 퇴화를 동반한 다리의 부분 마비, 편도 주위염같은 

통증, 신장염, 피로하고 쇠약한 증세, 림프관련 병, 백혈구와 

관련된 병.

․ 약 18일정도 되면, 몸과 머리에 있는 털의 완전 탈모가 일어

난다. 치명적인 중독현상이 일어난다. 회복에는 몇 개월이 소

요되며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 공업적인 중독은 머리가 빠지면서 변색되고, 통증이 따르며, 

식욕 감퇴, 피로, 다리의 장딴지 부분에 심한 통증, 단백료증, 

백혈구와 관련된 병, 림프구와 관련된 병, 퇴화에 의한 시신

경 신경염등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공업적인 중독의 경우 아

주 드물다.

․ 탈륨은 실험적인 기형기인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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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r-88 안정동위원소 제조 핵심기술

    스트론튬 88 동위원소는 말기암 환자의 통증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r-89 의 원료이며 Sr-84 는 지질학용 및 Sr-85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유용한 원소이다. 특히, Sr-88 동위원소는 1993년 현재 전 세계 안정 동위원

소 시장에서 각각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안정동위원소중 하나

이다. 스트론튬 원소는 분광학적으로 동위원소 이동이 작고 자동이온화 준위

가 없는 동위원소이지만, 본 과제에서 수행중인 광펌핑을 이용한 생산방법을 

적용하면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생산기술개발에 앞서, Sr-88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기술개발에 앞서, 분

광학적으로 이온화 구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원자 포획 방법은 금속원

자를 레이저광을 사용하여 공간상의 한 점에 포획하는 방법으로 포획을 하

면 정지상태에 근접한 원자를 얻을 수 있어서, 정 한 분광측정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이온화 구도 연구에 필요한 두개의 준안정 상태에 있는 원자를 

만들 수 있다.[21-24]

    단일 종모드로 발진하는 레이저 광이라고 할지라도 레이저 주파수는 열

적 효과에 의하여 수백 MHz 이동하는데, 이 주파수를 1 MHz 이내로 안정

화하여야 중성원자 포획이 가능하다. 본 내용에서는 포획용 레이저로 사용된 

링 색소 레이저의 주파수를 안정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포획에 대한 이

론적 배경을 소개한 뒤, 챔버와 원자빔 발생장치 제작에 대하여 보고하 다.

   (1) Sr-88 원자 포획 장치

    일반적인 원자 포획을 위하여 발생되는 원자빔 장치는 온도에 따른 증

기압 곡선과 포획장치의 기하학적 모양에 의하여 결정되며, 스트론튬의 증기

압 곡선( log pmm =  7.435 −  
7548

T
)을 사용하여 설계된다.[25] 중성원자의 냉각원

리는 아래 그림 1-37과 같다. 레이저가 마주 오는 원자에 흡수되면 광자

는 원자에 운동량을 전달하게 된다. 여기된 원자에서는 자발 방출에 의하

여 다시 광자를 내어놓는데, 입사한 레이저의 방향과는 달리 임의의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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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광자를 방출하므로, 자발방출에 의한 운동량 변화는 평균적으로 0 이라

고 할 수 있고, 레이저에 의하여 전달된 운동량은 식 1-1과 같다. 원자의 운

동방향과 반대로 레이저가 입사하여 여기된 후, 임의의 방향으로 형광을 내

어 운동량(momentum)이 전달된다.

        < Δ Patom>  =   P photon  =   
h
λ
k̂    (식 1-1)

Atom

Laser

                  그림 1-37. 중성원자의 냉각원리. 

    실제의 냉각과 포획은 3 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냉각 포획의 원리

는 1 차원 모델을 사용하여도 충분히 이해될 수가 있다. 1 차원 모델을 사용

하여 레이저 광을 사용한 중성원자의 냉각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림 3-38과 

같이 2 준위의 원자와 붉은색으로 detuning 된 마주 오는 레이저 광에서 원

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v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v = 0 인 경

우에는 양쪽 방향으로부터 같은 힘을 받게 되어 원자는 정지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v > 0 인 경우에 왼쪽방향으로부터 오는 레이저 광에 대해서

는 공명하게 되고 레이저광을 흡수하여 레이저 광으로부터 운동량을 받는다. 

여기된 원자는 임의의 방향으로 자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자발 방출에 의한 

평균적인 운동량의 변화는 없다. 따라서 레이저 광으로부터 알짜힘을 받

게 된다. 반면에, 오른쪽 방향으로부터 오는 레이저 광과는 레이저의 주

파수가 공명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힘을 받지 않고, 결국 원자의 속도

는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움직이는 원자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로 

dissipative force를 받게 되어 레이저 냉각이 구현될 수가 있다. 그러나 

도플러 냉각만으로는 공간상의 한 점에 냉각된 원자들을 모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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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g>

|e>

|g>

v

ω+kvω−kv
F=-αv

                  그림 1-38. 도플러 냉각의 원리.

    실제 원자는 여러 개의 초미세 구조와 자기 부준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포획되는 기본 개념은 하나의 기저준위와 세 개의 자기부준위로 이루어진 

원자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성원자가 그림 1-39와 같이 자기장아래에 있

다고 가정을 하고, J =  1 ↔ J =  0  전이선과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면

서 공명선에서 δ만큼 적색 편이된 레이저 광을 고려한다. 레이저의 편광은 

그림과 같이 σ+ , σ-의 원편광으로 입사된다. z = 0 위치에 있는 원자가 

속도 v > 0 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z > 0 방향으로 

원자가 이동할수록 자기부준위 중 하나가 오른쪽에서 입사하는 레이저 광과 

공명하게 된다. 그러나 왼쪽에서 입사하는 레이저광과는 선택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명하지 않게 되어 z = 0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왼쪽으로 이동하

는 원자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로 힘을 받게 되어 결국 원자는 z = 0에 모

이게 된다. 

      

σ+σ-

m = 0

m = 1m = 0m = -1

F = 0

F = 1

m=+1

m=-1

m=0

σ-σ+

δ

z=0 z>0
F = 0

F = 1

m=0

                    그림 1-39. 1 차원 포획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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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위와 같은 포획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스트론튬 원자빔 발생장

치와 포획장치인 포획 챔버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스트론튬 원자빔 발생 장

치는 입사되는 원자개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300 oC - 700 oC에서 동작하여

야 한다. 원자빔 발생장치는 사진 1-40에 나타내었고, 시료를 넣기 전, 진공 

중에서 온도가 최대 700 oC까지 조절 되어, 포획 연구에 필요한 원자빔 도

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발생장치를 제작하 다. 원자빔 발생장치 내부의 슬릿

의 직경은 2 mm 이다.

    포획 챔버에서는 진공챔버 안의 타원소와의 충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진공도가 10-8 Torr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스트론튬 원자는 Glass와 

반응하기 때문에, 원자빔이 직접 닿는 부분은 사파이어 윈도우를 사용하여 

제작하 다. 그림 1-40은 3 차원 포획을 위한 MOT 챔버의 사진으로 원자빔

이 입사하는 포트와 레이저 광이 입사하는 여섯 방향의 포트, 온도를 측정하

는데 사용하는 포트, 형광 측정 및 이온 가속을 위한 포트로 구성되어 있다. 

팔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8 개의 2.75 inch의 포트와 6 inch의 뷰포트로 

이루어져 있고, 6 inch 플랜지 외부에는 Anti-Helmholtz 코일을 설치하여 원

자가 중앙에서 포획되도록 구성하 다.  

     (a) 원자빔 발생장치(atomizer)               (b) 포획챔버

     그림 1-40. 스트론튬 원자빔 발생 장치와 포획 챔버의 모습. 

   (2) Sr-88 원자 포획용 레이저의 주파수 안정화

Strontium 중성원자 포획에는 460.7 nm 파장의 레이저광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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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파장에서 단일 종모드 레이저 광을 발생하는 방법에는 921.4 nm 파

장을 가진 1∼2 W급 단일 종모드 다이오드(또는 Ti:S) 레이저의 제 2 고조

파를 발생하는 방법과 multi-line UV 아르곤 레이저로 펌핑되는 단일 종모

드 링 색소(Stilbene420)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

유중인 아르곤 이온 레이저로 펌핑되는 단일 종모드 링 색소 레이저를 사용

하여 460.7 nm의 스트론튬 전이선에 해당하는 파장의 레이저 광을 발진시켰

다.

    중성원자 포획에 사용되는 레이저 광은 단일 종모드 레이저 광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레이저 주파수가 원자의 자연선폭 이내로 안정화되어야 한

다. 단일 종모드 색소 레이저에서 발진하는 레이저 주파수는 미세한 온도변

화에 의하여 수백 MHz이상 이동하는데, 주파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하여 해

당 원자(스트론튬) 증기를 만들어 증기에서 Doppler free 신호를 얻는 장치

를 구성한 뒤에 원자의 이색성 또는 주파수 떨림(modulation)을 사용하여 전

이선 주파수에서 분산 신호를 얻도록 만든다.[26] 이 분산신호는 레이저 주

파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차신호를 발생시키고, PI 회로를 통하여 레이저 

주파수를 전이선 중앙으로 이동하도록 만든다.

    스트론튬 증기는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스트론튬 셀을 사용하여 발생시

킨다. 스트론튬 셀의 레이저가 입사하는 포트에는 사파이어 윈도우를 사용하

고, 로터리 펌프를 사용하여 10-2 Torr 이하의 진공도를 유지한다. 스트론

튬 앰풀속의 스트론튬 덩어리를 셀 내부에 넣고, 약 600 oC로 가열하여 산화 

피막을 제거한 뒤에 약 500 oC로 온도를 낮추면 스트론튬 증기를 얻을 수 

있다.[27] Doppler Free 실험은 단일 종모드로 발진하는 좁은 선폭의 레이저

가 안정되게 전이선 근처에서 발진하여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험이고, 주파수는 원자의 이색성을 사용하여 1 MHz 이

내로 안정화 하 다. 표 1-11은 각 주파수 위치별로 동위원소의 자연 성분

비를 나타내었고, 그림 1-41은 스트론튬 원자의 에너지 준위도이고, 그림 

1-42는 5 s
2 1S0 과 5s5p 

1P1사이의 에너지 준위에서의 Doppler Free 포화 분

광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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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1. 스트론튬 안정동위원소의 종류와 자연성분비.

자연성분비(%)
동위원소 이동(MHz)

(5 s
2 1S0 - 5s5p 

1P1)

Sr-84 0.56 270.6

Sr-86 9.86 124.5

Sr-87 7.02 49.2

Sr-88 82.5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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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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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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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6 nm
( γ: 7.5 kHz)

6.5 µm
(Γ:3.9x103 s-1)

1.8 µm
(ΣΓ:3.0x103 s-1)

18319.267

18218.795

18159.056

4d 3Dj

1

2

3

2.82 µm
(Γ:180)

2.87 µm
(Γ:56)

0

2169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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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8.563

14504.531

14317.520

5s2 1S0

5p 1P1

4d 1D2

5p 3Pj

0

0

2

1

1

2

460.862 nm
(γ: 32 MHz)

689.26 nm
( γ: 7.5 kHz)

6.5 µm
(Γ:3.9x103 s-1)

1.8 µm
(ΣΓ:3.0x103 s-1)

18319.267

18218.795

18159.056

4d 3Dj

1

2

3

2.82 µm
(Γ:180)

2.87 µm
(Γ:56)

            그림 1-41. 스트론튬 원자의 에너지 준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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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Sr의 5 s2 1S0 과 5s5p 
1P1사이의 에너지 준위에서의 Doppler

           Free 포화 분광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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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선 록킹을 위하여는 분산신호에서 발생한 오차신호를 피드백하여 

제어하는 PI controller를 제작하여야 한다. 그림 1-43과 같이 설계된 PI 

controller에는 전압을 가변하여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회로와 느린 스

캔을 수행할 수 있는 회로를 포함하고 있다. 비례기는 저항값을 조절하여 비

례상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 고, 적분기에도 저항을 변화시켜 적분상수 

및 전체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1-44는 주파수 안정화

에 사용된 스트론튬 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3. PI 제어 회로도.          그림 1-44. 주파수 안정화용

                                                  스트론튬 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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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산업용 안정동위원소 제조기술 개발

    1. 개  요 

지난 단계에는 안정 동위원소 분리 추출에 대한 공학적 실증을 달성하였

으며, 당해연도부터 시작된 당해 단계에는, 산업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Yb 동

위원소를 중심으로, 상업화 가능성 타진을 위해 추출량 증진과 연속 추출시

간 연장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체 시스템의 내구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레이저 활용 분야: 지난 10년간 활용하여 온 시스템은 매우 노후화 되었

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커서 유지비가 많이 들며 고전압 사용에 의한 위험

성이 매우 높았고, 특히 예열하는데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생산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새로운 레이저 시스템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 급속

히 개발이 활발해진 고반복율의 DPSSL (Diode laser Pumped Solid State 

Laser) 이 구리증기 레이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해에 

교체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고, 당해연도에 실제로 교체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체된 펌핑레이저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색소레이저 시스템을 제조하고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 

원자빔 발생 분야: Yb 금속을 균일하게 좁은 방향으로 증발시키는 것은 

안정동위원소 분리추출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분해 

조립 및 착탈이 쉬워야 제작된 장치를 오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내구성이 좋고 관리하기 쉽도록 모듈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Yb 원자의 발생량을 항시 감시할 수 있도록 자외선 파장을 이용하는 실시간 

원자발생량 감시장치도 개발하였다. 

동위원소 추출 분야: 개발된 장치들을 실제로 Yb-168 추출 실험에 활용

함으로써 Yb 원자들을 이온화시키고 이온들을 최대한 추출하면서 이온화되

지 않은 중성원자의 비 선택적 부착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해

연도에는 단위시간당 1 mg/hr의 추출효율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적으

로 1.5 mg/hr의 추출효율을 달성하여 당초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세부

연구목표별 달성도를 표 2-1에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들에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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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산업용 안정동위원소 제조기술 개발 연구목표 및 달성내용

번호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에 기술된 

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1

￭ 레이저 장치 개선

  - 펌핑레이저 교체

  - 색소레이저 출력 증강 

- DPSSL 펌핑 광원 구축

    (40W + 40W)

- 색소 레이저 출력 향상

    (5W -> 10W @80W 펌핑) 

100

2

￭ 레이저 빔 공간 및 파면왜곡

   측정 및 분석

  - 3파장 레이저빔 동시측정 

및 특성 진단 분석

  - 파면왜곡 측정 속도: 30 Hz

- 3파장 레이저 파면 분석 및 

중첩도측정

- 장거리 빔 전파 특성 측정  

100

3

￭ 원자화장치 내구성 및 

성능 향상

  - 원자 도 실시간 측정 

    장치제작

  

  - 원자빔 발생기 내구성 

    증대 및 모듈화 연구

- UV ECDL을 이용한 실시간 

원자 도 측정 장치 개발

- 2.3 x 10
11
/cm

3
 @ 519 

o
C 측정

- 개량형 원자빔 발생기 설계 및 

제작 완료 

100

4

￭ 광이온화 반응 진단기술개발

  - 이온화율 측정연구

  - 원자분광 및 광동력학 

     DB 연구

- 광 이온화 진단용 극초단 

레이저 출력 증대 ( 다중 통과 

증폭기를 이용한 레이저 펄스 

증폭시스템 개발)

- 란탄계열 원소의 isotope 

shift의 상대 론적 이론계산 및 

실험과의 비교분석

100

5

￭ 이온추출장치 성능향상 

  - Yb 동위원소 추출 효율 : 

      1mg/hr

  - 이온신호모니터 및 

    제어 기술 연구

  - 추출효율 향상을 위한 

    전산 시뮬레이션

- Yb 광 이온 추출효률 증대 

(254 uA, 시간당 광 이온 

회수율: 1.5 mg/h 달성)

- 이온 신호 원격 계측 

   프로그램 개발

- 이온 sputtering, 이온 동태, 

출력비, 광 이온화에 관한 전산 

시뮬레이션 수행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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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레이저장치 개선

산업용 안정 동위원소인 이테르븀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레이저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전까지 사용해 왔던 구리증기레이

저 시스템은 제작가격도 많이 들지만 운용하기 위한 관리비용도 대단히 많

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또한 예열시간도 대략 2 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경

제성 및 효율성 면에서 적절치 못한 장비이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다른 대체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개발된 다이오드펌핑 고체레이저 (DPSSL) 시스템은 구리

증기레이저에 비하여 제작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으며, 관리 비용도 그리 크게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DPSSL은 예열이 필요 없어 동작을 시

작하자마자 곧바로 실험에 들어갈 수 있는 등 구리증기레이저의 단점을 모

두 보완할 수 있으며, 특히 발진되는 레이저빔의 성질이 구리증기레이저와 

매우 근접되어 있어서 그동안 사용되어 오던 구리증기레이저 시스템을 완전

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해에는 대체 가능성을 

위한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몇 가지 고려해야할 점들이 나타나기

는 하였지만 대체하는 데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었다. 

더욱이 지난해까지 사용해 왔던 펌핑레이저 시스템인 구리증기레이저 시스

템은 이미 10년이 지나 노후되어 고장이 잦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펌핑레이

저 시스템을 교체하고, 이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 및 해결해 나가

는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펌핑레이저를 DPSSL로 교체하면서 가장 우려되었던 문제는 우선 펄스 

시간 폭이 약 100ns로서 그동안 사용되었던 구리증기레이저의 30ns 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이었다. 시간폭이 길어지면 색

소레이저를 펌핑하였을 때 발진 효율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 문제는 지난해 예비실험 결과 발진되는 색소레이저의 시간폭이 약 50ns 

정도이었고 발진효율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당해

연도에는 발진기뿐만 아니라 증폭단에 대해 실험한 결과 그 효율이 크게 뒤

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색소레이저의 시간폭이 길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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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위원소를 이온화시키는 효율의 문제이었으나, 뒤에 기술된 바와 같이 레

이저의 시간폭이 길어지면 이온화 효율이 오히려 증가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간폭이 길어짐에 따라 peak power가 감소하게

되어 단위 면적당 레이저 강도가 더 강해져도 인접된 다른 동위원소가 이온

화될 확률이 현저히 감소하게 됨에 따라 구리증기레이저 보다 더 효율적으

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발된 DPSSL의 경우 시간폭이 길어 발진기 내부에서 

제 2 조화파를 발생시키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하나의 레이저 시스템으로 실

험에 필요한 고출력의 레이저빔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대 혹은 세 대의 레이저시스템을 동시에 발진시키고 이

것을 이용하여 색소레이저를 동시에 발진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경우 

서로의 jittering으로 펄스형성이 달라져 색소레이저의 증폭 효율이 크게 떨

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험 결과 펌핑레이저의 jittering이 약 10ns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이것은 펌핑레이저의 발진 시간폭에 비해 1/10 정도로 매우 

작아 두 대의 펌핑레이저를 pulse/delay generator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색소레이저를 펌핑하여도 문제가 없었다.

       

   가. 펌핑레이저 시스템 구축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해에 구리증기레이저를 DPSSL로 교체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하였고 당해연도에는 이를 근거로 우리 부서에서 이미 개발하여 

사용 중이던 DPSSL 한 대를 이테르븀 안정 동위원소 제조용으로 개선하는 

한편 새로이 한 대를 더 제작하였다. 

보고서 KAERI/RR-2361/2002에서 보고하였듯이 개발된 DPSSL의 경우 

발진되는 녹색광이 반복률 16KHz 일 때, 최대 평균출력이 90W에 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반복률 10KHz에서 첨두출력이 너무 높고 

아직 정확한 조건을 찾지 못한 결과로 인하여 최대 평균출력으로 장시간 동

작시키는 경우 제 2 조화파 결정과 레이저 출력경이 손상을 입어 장시간 동작

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장시간 

동작이 가능한 출력인 40W 정도로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차후 연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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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출력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이 되는 조건을 연구한 후에 출력을 향상시키기

로 계획하였다.  

그림 2-1은 펌핑레이저 시스템으로서 구축된 DPSSL 이다. 두 대의 

DPSSL 시스템을 4 채널의 Pulse Generator(Berkeley Nucleonics Corp., 

Mod. 555)를 이용하여 동시에 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색소레이저 펌핑

에 필요한 에너지의 레이저빔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DPSSL 시스템의 에너지는 약 40W 씩이었으며 그 중 한 대에서 발진

된 레이저빔은 색소레이저의 발진기 3 대와 증폭기 1 대를 펌핑하는데 사용

되었으며, 다른 1 대의 펌핑레이저는 나머지 두 대의 증폭기를 펌핑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림 2-2는 DPSSL로 펌핑레이저를 교체하기 이전에 이테르븀 안정동위

원소 제조를 위해 사용되었던 구리증기레이저 시스템이다.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구형 펌핑레이저 시스템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다. 레이저 발진 

부분인 발진기 및 증폭단의 크기가 대략 6m x 3m x 2m (가로 x 세로 x 

높이)이며, 이 레이저를 구동시키는 펄스 발생장치 및 전원공급장치는 6.5m 

x 2m x 1.5m 정도의 규모이다. (전체규모 : 약 50m2의 공간 차지) 외형적인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제작비용 및 관리 유지비용 또한 대단히 크기 때문

에 실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경제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당해연도에 구축된 펌핑레이저시스템인 DPSSL 

장치는 그림 2-1에서 보듯이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

축된 DPSSL 두 대가 120cm x 40cm의 조그마한 보드 위에 설치되었으며, 

전원장치 및 controller도 60cm x 70cm x 100cm정도이다.  또한 DPSSL

의 발진 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기의 사용효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

고, 구리증기 레이저에 비하여 제작비용 및 관리 비용의 대폭 절감, 예열시간 

단축에 의한 시스템 사용시간 연장 등 펌핑레이저의 교체로 인하여 전체 시스

템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펌핑레이저의 교체가 산업화에도 크

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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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 구형 펌핑레이저 시스템으로부터 교체된 DPSSL.

    (a) DPSSL 두 대로 구축된 펌핑레이저 시스템의 Head 부분

    (b) 두 대의 DPSSL에 공급되는 전원장치 및 레이저 조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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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2-2. 구형의 펌핑레이저 시스템.

(a) 교체이전에 사용하던 펌핑레이저의 발진기 및 증폭단

(b) 구형 펌핑레이저에 공급되는 펄스공급장치 및 전원장치

전술한 바와 같이 한 대의 DPSSL 만으로는 색소레이저를 펌핑하는데 에

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립된 두 대의 DPSSL을 동시에 발진시키도록 시

스템을 구성하였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syncronizer에 의하여 발진되는 

두 대의 펌핑레이저의 발진이 잘 일치하여 동시에 발진되느냐 하는 것과 장

시간 발진을 시킬 때 발진되는 레이저가 얼마나 같은 시간에 발진되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jittering이 될 것이다

그림 2-3(a)는 두 펌핑레이저에 입력되는 pulse를 공급하는 Pulse 

Generator와 두 pulse의 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동작시킬 때에 발진되는 두 

펌핑레이저빔의 pulse를 photo-diode를 이용하여 오실로스코프로 관측한 것

이다. 두 펌핑레이저의 발진이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또한 약간의 jittering도 관측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jittering은 대부분 10ns 이내로서 펌핑레이저의 펄스폭 70ns에 비해 훨씬 

작기 때문에 색소레이저를 발진시키거나 그 빔을 증폭시키는 데는 큰 문제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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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3. 두 펌핑레이저로부터 발진되는 레이저빔의 시간 profile.

(a) syncronize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진된 펌핑레이저의 시간 profile. 

(b) syncronize하였을 때 발진되는 펌핑레이저의 시간 profile과 

이 때 펄스를 공급하는 Puls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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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SL로 펌핑하여 발진되는 색소레이저빔을 이테르븀 안정동위원소 제조

에 이용하려면 세 파장의 레이저빔이 동시에 발진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두 대의 펌핑레이저가 동시에 발진이 되도록 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두 펌핑

레이저의 발진 시간을 조절하는 Pulse Generator를 그림 2-3(b) 와 같이 

설치하였다. 이 때 발진되는 레이저빔은 그림 2-3(b)의 오실로스코프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레이저빔이 동시에 발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두 대의 DPSSL로 하나의 펌핑레이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축

된 펌핑레이저시스템은 총 출력이 약 80W 정도이며, 펄스시간폭은 약 70ns

이었다. 자체 jittering은 약 10ns 이었다. 펌핑레이저시스템이 구리증기레이

저에서 DPSSL로 교체됨에 따라 레이저 시설규모를 10분의 1 이하로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유지비용도 거의 들지 않게 되었다. 또한 예열시간이 없

어도 되기 때문에 시간의 절약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색소레이저 시스템 개선

펌핑레이저를 교체함에 따라 색소레이저 시스템도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

림 2-4는 DPSSL을 이용하여 구성된 레이저시스템을 보여준다. 발진기에서

는 세 개의 파장을 발진시키기 위해 세 대의 발진기로부터 파장이 555nm, 

581nm, 583nm인 레이저빔을 발진시켰고, 그 중 581nm와 583nm 파장은 

서로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두 빔을 합성한 후 동시에 하나의 증폭기

에서 증폭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발진기는 전년도에 제작하였던 것을 새로운 광학테이블에 옮겨 설치하고, 

테이블 전체를 air filter 등을 이용하여 청정화하였다. 색소레이저의 발진기

에는 미세조정 모터로 구동되는 mirror mount를 이용하여 에탈론의 각도를 

미세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온화시키고자 하는 이테르븀 안정동위원

소인 Yb-168 만 이온화될 수 있도록 수동 또는 자동으로 레이저의 파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뒤에 다시 기술하겠지만, 세 대의 레이저에 의하

여 발진되는 세 개의 파장을 이용하여 TOF 질량분석기 내에서 이테르븀의 

특정 동위원소를 이온화시키고 이온화된 원소의 질량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으며, 동시에 관측된 질량스펙트럼을 데이터화한 후 이를 실시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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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DPSSL을 이용하여 새로이 구축된 Yb 안정동위원소 

                    제조용 레이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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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새로 구축된 레이저시스템의 동작 모습.

하여 레이저의 파장이 원하는 파장에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

는 파장으로 자동으로 되돌리도록 하는데 motorized mount가 사용되었다. 

그림 2-5는 새로이 구축된 펌핑레이저시스템과 이를 이용하여 발진되는 색

소레이저의 발진기 등을 보여주고 있다. 

당해연도에는 색소레이저의 총출력을 10W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대의 증폭단을 설치하였다. 그림 2-6은 두 대의 증폭단에서 

발진되고 있는 색소레이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증폭단에서 레이저의 출

력을 최대로 해주기 위하여 pulse generator를 이용하여 색소레이저 발진기

에서 증폭셀에 입력하는 빔의 시간과 펌핑레이저의 펌핑하는 시간을 일치시

켜주었다. 그림 2-7은 증폭단에서 측정된 색소레이저의 발진기로부터 입력

된 레이저빔의 시간펄스와 (그림의 아래 펄스) 펌핑레이저로부터 증폭단에 

입력되는 레이저빔의 시간펄스를 보여주고 있다. 두 레이저빔이 정확히 일치

할 때 최고의 출력을 얻을 수 있으며 완전히 분리된 시간에 입력되면 전혀 

증폭이 일어나지 않는다. 40W의 펌핑레이저를 7W와 33W로 나누어 두 증

폭단을 펌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출력된 황색 레이저빔의 출력은 약 

11.2W 이었다. 또한 첫 번째 여기에 이용되는 녹색레이저광은 0.3W로서 총

출력은 11.5W가 되어 당해연도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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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색소레이저의 증폭단의 동작 모습.

그림 2-7. 증폭단 펌핑레이저 및 입력 색소레이저의 시간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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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레이저 시스템의 문제 중의 하나는 발진기에서 형성된 빔을 증폭단

으로 보내어 파워를 증가시킬 때 빔의 형상이 불균일하게 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증폭단에서 펌핑레이저를 횡펌핑 하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횡펌핑 방법의 경우 레이저의 출력을 증강시키는데 적합하기는 하지만, 펌핑 

구조 자체 때문에 증폭된 빔의 모양이 입사된 빔의 모양과 달라져 결과적으

로 빔모양이 나빠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고출력을 발진시키기는 어렵지만 빔의 형

상이 균일한 종펌핑을 이용함으로써 세 대의 레이저빔을 합성하였을 때 서

로 중첩도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횡펌핑 방법에 비해 고출력을 얻을 

수는 없지만 종펌핑 방법을 이용하여도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출력은 충

분히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8은 색소레이저에서 출력되는 레이저빔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a)에서 보듯이 발진기에서 출력되는 레이저빔은 둥글고 상당히 균일함

을 알 수 있다. 제 1 증폭단에서 출력되는 레이저빔 또한 그림 (b)에서 볼 

수 있듯이 발진기에서 출력되는 레이저빔과 거의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막 주증폭기에서 출력되는 레이저빔도 약간 찌그

러지긴 하였지만 횡펌핑에서 출력되는 레이저빔과 비교하면 그렇게 나쁜 모

양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주 좋은 모양이 아니며 이것은 색소순환펌프의 용량이 

적어서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당해연도에 책정된 연구비가 

적었기 때문에 색소레이저시스템을 새로이 구성하면서 순환펌프의 용량이 

부족하여도 교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순환펌프의 용량을 증가시키면 

주증폭기에서 출력되는 레이저빔의 모양도 좋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레이저의 총출력도 증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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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2-8. 색소레이저에서 출력되는 레이저빔 형태.

(a) 색소레이저 발진기에서 출력되는 레이저빔

(b) 제1 증폭단 (c) 주증폭기에서 출력되는 레이저빔

합성된 세 파장의 레이저빔으로부터 광분할기를 이용하여 약 10% 의 레이

저빔을 분할하여 TOF 질량분석기에 입사시킨 후, 세 파장을 미세 조정함으

로써 Yb-168의 공명 파장과 일치시키고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질량신호

를 검출하였다. (그림 2-9) 그림 (b)에서처럼 색소레이저에 에탈론이 없을 

때는 파장선폭이 넓어져 여러 개의 동위원소들이 동시에 이온화되었지만 에

탈론을 이용하여 선폭을 줄이자 Yb-168 신호만 검출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그 질량신호를 이용하여 레이저파장의 안정도를 시험하였다. 그 결

과 실내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동위원소의 질량비가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자동안정화장치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세 파장의 레이저 빔을 합성한 후 출력의 총합은 약 11W 로서 연구 목

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사용된 색소인 pyromethan은 발진효율이 매우 높

아 연구에 필요한 목표의 출력을 발진시킬 수는 있었으나, 색소의 lifetime

이 약 2hr/liter 정도로 매우 짧았다. 본 연구를 산업화로 발전시키려면 장

시간 지속적인 동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색소가 계속해서 사용되

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색소로는 rhodamine이 있는데 이 

색소의 경우는 lifetime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색소의 경우

는 발진효율이 크게 떨어지며, 증폭한 후의 빔의 형태도 좋지 않았다. 본 

연구를 산업화로 발전시키려면 색소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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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2-9. TOF 질량분석기 및 이테르븀의 질량스펙트럼.

   (a) 질량분석장치 및 부속 장치들

   (b) 색소레이저에 에탈론이 없을때 측정된 이테르븀 질량스펙트럼

   (c) 에탈론에 의해 좁아진 선폭의 레이저로 Yb-168을 선택적으로 

이온화시켰을 때 얻어진 질량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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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레이저빔 공간분포 진단/분석/제어기술 개발

동위원소 제조용 레이저 기술개발 세부과제에서 개발된 레이저빔 실시간 

특성 진단 및 중첩도 분석 장치와 파면왜곡 측정을 위한 Shack- Hartmann 

센서를 Yb 동위원소 제조용 레이저 시스템에 적용하여, 색소 레이저빔의 특

성 진단에 사용하였다. 레이저빔 특성 진단 프로그램은 실험 중에 레이저 시

스템 유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면 분포, 위치, 출력변화 등의 주요 변수에 

대하여 실시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험시간 전반에 걸친 

모든 분석 결과를 기록하여 레이저빔 이력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그림 2-10은 레이저 빔 공간 분포진단 및 중첩도 측정 결과 예이다. 좌

측의 레이저빔 실시간 진단 결과에서 중심점의 위치, 빔의 공간 크기, 빔 세

기의 최고점, 레이저 출력, 노이즈 레벨 등의 분석 값을 실시간으로 update 

하며 보여주고, 이들 변수를 별도의 창에서 우측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다. 

연속획득 및 중첩도 설정 창에서 중첩도에 관련된 각종 기능을 설정할 수 

있으며, 레이저빔의 출력 변화 설정창, 중심점 위치 요동 그래프 설정 창 

등 측정 및 분석에 관련된 여러 종류의 기능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데

이터 저장은 2Hz 의 속도로 실험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자료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 실험 전반에 걸친 레이저빔 변수의 변화를 기록하게 된다.

그림 2-10. 다색 빔중첩도 분석 및 출력변화 감시 창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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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시스템은 레이저빔 샘플링 광학계와 이 빔 단면 세기 영상을 획득

하기 위한 3대의 CCD camera (Pulnix 7EX, RS-170 방식), 그리고 카메라

의 영상을 저장하고 계산하기 위한 영상신호처리 전용 보드(Meteor-2 

Matrox)와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및 display 프로그램은 MIL 영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영상처리를 수행하여 공간분포 진단 뿐 아

니라 중심점의 위치, 레이저빔의 크기, 출력변화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디

스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디스플레이 된 정보는 일정한 시간 간

격으로 저장되어 실험 시간 동안의 레이저빔 출력 상태의 이력을 계속 기록

하고 실험 후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 문턱치25 적용          (b) 문턱치25-정규화6 적용

(c) 문턱치25-정규화6-중심화 적용   (d) 문턱치25-중심화-정규화 4 적용

그림 2-11. 단계에 따른 3색 빔중첩도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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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중첩도는 3개의 레이저빔 영상 전체 grey level의 합에 대한 3 영상이 

중첩되는 부분의 grey level 의 비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빔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광학계에서 3 빔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거나, 빔 샘플링시 영상의 감쇄 

정도가 다르면 틀린 중첩도 값을 나타낸다. 또한 3 빔의 세기가 1:1:1이 아

니고 분광 실험시에는 조건에 따라 특정 비율로 최적화되므로 이러한 변수

를 감안하여 영상의 세기를 보정한 후에 중첩도 값을 구하게 된다. 빔 영상

의 기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특정 문턱치 이하의 값을 제거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그림 2-11은 3색의 레이저빔의 빔 세기 결과로부터 중첩도를 측

정한 결과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으로, (a)는 문턱치 25를 적용한 경우(전체 

영상에서 grey level 25를 삭제한 영상으로 중첩도를 계산한 것)로 빔의 세

기 차이가 커서 중첩도가 7%를 나타내며, (b)는 3빔의 세기를 정규화 시킨 

후의 중첩도로 14%를 나타낸다. 정규화 6이란 각 빔 영상의 세기를 전체 

화면의 최대값의 6%에 맞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c)는 중심을 일치하여 

다시 계산한 결과로 중첩도가 42%이며, (d)는 처리 순서를 바꾸고 정규화를 

4%로 한 경우인데 중첩도가 41%로 (c)의 경우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

다.

Shack-Hartmann 파면왜곡 측정 센서와 디지털 고속 카메라(Kodak 

Ekta-pro Digital High-speed camera)를 사용하여 레이저빔의 파면왜곡과 

 

    (a) 파면측정 화면             (b) kH 빔패턴 영상 분석 화면

그림 2-12. 레이저빔 파면 및 장거리패턴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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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공간분포 특성을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2-12는 파면측정 및 분

석 프로그램의 주 화면과 장거리 레이저빔 패턴 고속 분석 SW의 주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분광 파장가변 레이저빔의 파면왜곡은 동위원소제조용 레이저기술개발 과

제에서 개발한 Shack-Hartmann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스템의 최

대 파면측정 속도는 60 Hz이지만, 컴퓨터 display의 3차원 그래픽에 따른 

속도 저하와 다색 기록의 문제로 실제로는 array lens에 의한 Hartmann 점 

영상을 컴퓨터에 기록 한 후, 실험 후에 off-line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림 2-13은 실제 컴퓨터에 저장된 점영상을 불러내어 파면을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 (a)와 점 영상을 3채널 까지 계속적으

로 저장한 후 (b)의 중심점 추출 및 중심이동량 계산 과정을 거쳐 (c)와 같

은 파면 정보를 얻는 과정을 나타낸다.

고속 유동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디지털 고속 카메라의 영상 센서는 

192 x 239 pixels의 Cooled-NMOS array이며, 풀 프레임 영상의 기록 속

도는 최대 1000 frames/second, 노출 시간은 1/50 - 1/12000 s, 총 1024 

개의 프레임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이 고속 카메라

는 별도의 processor를 가지고 있으므로 측정된 빔 패턴의 실시간 처리는 불

가능하다. 따라서 파면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레이저빔 영상을 획득한 후에 

off-line으로 패턴 분석을 수행하였다.

  

(a) 레이저빔의 점 영상     (b) 이동량 계산       (c) 파면재구성 모습 

그림 2-13. 파면측정 점영상 과 파면왜곡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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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자화 장치 내구성 및 성능 향상

   가. 실시간 Yb 원자 발생량 감시 장치 개발

      (1) 배 경

본 과제에서는 산업용 안정 동위원소로 활용되는 Yb-168 동위원소의 추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레이저를 이용하여 자연 상태의 Yb 중에서 Yb-168

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인 Yb를 원자 발생

기에 의하여 원자화 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원자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원

자 증기량 즉 원자 밀도는 레이저의 출력등과 함께 추출 시스템의 시간당 

생산량 및 생산물의 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추출 실험시 외부

에서 항시 감시되어야 한다.

추출 챔버내에서의 원자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현재까지는 수정 진

동자를 이용한 thickness monitor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센서가 챔버내에 위치하고 있어 장시간 사용 시 증기 증착으로 인한 센서 

교체를 필요로 하고, 레이저 진행을 막지 않도록 레이저와 원자가 상호작용

하는 영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thickness monitor는 원리상 증기 flux만 측정 가능하므

로 정확한 원자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증착 두께이외에 원자빔의 속도

도 아울러 측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

한 직접적인 원자 밀도 측정 방법이 세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2-1∼2-3]. 

이 방법은 레이저를 진공 용기 안에 있는 원자 증기로 보내서 흡수되는 빛

의 양을 측정하여 베어(Beer)의 법칙에 의하여 원자밀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 이때, 레이저의 파장은 원자의 특정한 전이선에 공명되도록 조절되고 감

도향상을 위해 변조 분광학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원자증기의 흐름을 방해

하지 않는 비 간섭적인 방법으로서 여러 원소를 증발시킬 경우에도 특정원

소의 밀도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진동자를 이용한 방법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팀에서도 이 방법을 기존 과제에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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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실제로 작년도에서는 추출챔버가 

아닌 열파이프 오븐에서 예비 실험을 통하여 관련 측정 기술을 축적하였다. 

당해연도에는 확립된 원자 밀도 측정 기술을 직접적으로 Yb-168의 추출 챔

버에 접목하여 본 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Yb-168의 추출 실험시 실시간으

로 원자 밀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실제적인 추출 조건에서 

Yb의 원자 밀도를 측정하였다.             

      (2) 실험 장치 구성

Yb 추출시 실시간 원자 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Yb 원자의 전이선들 중

에서 기저 준위가 4f146s2 1S0 (0 cm-1) 이고 여기 준위가 4f146s6p  1P1 

(25068cm-1) 인 준위와 공명을 이루는 근 자외선 영역인 398.8 nm 전이선

을 사용하였다. 이 전이선은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매우 크며, 주파수 표준

이나 원자 냉각에 이용되는 Yb 전이선으로서 원자 밀도 측정에 필요한 분광 

정보가 잘 알려져 있다. Yb 전이선중 555.6 nm (6s2 1S0 - 6s6p 3P1)도 가

시광 영역에서 전이선의 강도가 커서 원자 밀도 측정에 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사용 가능한 다이오드 레이저가 없어 이용할 수 없었다.        

398.9nm 전이선을 위한 여기 광원으로서는 근 자외선 영역에서 발진되는 

연속 발진형 단일 종모드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였다[2-4∼2-6]. 이 다

이오드 레이저는 그림 2-14와 같은 Littrow 공진기 구조를 가져 mode-hop

없이 10 GHz이상 파장가변이 가능하며, 398nm에서 400nm까지의 파장가변 

영역을 갖는다. 최대출력은 30 mW이고 단일 종모드로 발진된다. 다이오드

레이저의 선폭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free spectral 영역이 1 GHz인 Fabry- 

Perot 간섭계를 이용하였으며, 다이오드 레이저의 선폭은 8 MHz 이내로 측

정되었다. 그러나 8MHz의 선폭은 간섭계의 분해능 때문에 얻어진 결과이고 

실제로는 2 MHz 이내로 추정된다. 보다 정확한 다이오드 레이저의 선폭은 

Super Cavity나 heterodyne 방법을 이용한 temporal beating 신호를 분석함

으로 얻어질 수 있다. 한편 Littrow형 공진기에서는 파장 변환을 위해 grating

을 회전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출력 빔의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빔 방향 보정 거울이 grating 뒤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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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Littow 형 근 자외선 역 단일 종모드 다이오드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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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 추출용 챔버안에는 1m의 길이를 갖는 실린더형 원자 발생기가 설치되

어 있고, 이 챔버는 두 대의 터보 펌프로 2 x 10-6 torr까지 진공도가 유지

되었다. 원자 발생기에서 발생된 Yb 증기는 가열형 slit에 의하여 집속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도플러 선폭 확대 효과를 줄이도록 노력하였다. Yb 증

기의 양은 챔버내에 설치된 thickness monitor로 개략적으로 측정하였다.  

다이오드 레이저로부터 방출된 레이저 광은 레이저로의 되먹임 현상을 방

지하기 위하여 근 자외선용 optical isolator를 통과한 후 챔버에 입사하도록 

하였고, 레이저에 의한 비선형 효과를 줄이기 위해 강도를 1 mW/cm2 이하

로 줄였으며 챔버내 에서의 빔의 공간적 균일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름 3 

mm의 빔 가리개를 사용하였다. 또한 레이저의 파장을 Yb의 398.8nm 전이선

에 공명 시킬 수 있도록 wavemeter와 Yb-Ar hollow cathode lamp를 이용

하여 파장을 보정하였으며, 레이저의 일부 빔을 갈라 Fabry-Perot 간섭계로 

보내 상대적인 주파수 및 레이저 파장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하도록 하였다. 

레이저가 원자 증기를 통과하면서 레이저의 파장은 5 GHz 정도 공명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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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에서 스캔되었고, 원자 증기를 통과한 레이저는 photodiode에 의해 강

도가 측정되고,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및 컴퓨터에 의하여 분석되었다. 아울

러 배경 신호와 레이저 출력 요동에 기인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챔버 

입사전에 빔(reference beam)의 일부를 갈라 그 강도를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그림 2-15는 Yb 추출 챔버내에 파장이 398.8nm인 다이오드 레이저광을 

입사 시키고 Yb 원자 발생기의 온도를 바꿔 가면서 측정한 흡수 스펙트럼이

다.   가로축은 다이오드 레이저의 상대적인 파장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Yb의 398.8nm 전이선 근처에서 5 GHz 정도 스캔

되었다. 세로축은 입사빔(I0)에 대한 투과빔(I)의 상대적인 강도 I/I0를 나타낸

다. 또한 그림 2-15에서는 원자 밀도 계산에 필요한 스펙트럼 선폭을 정밀

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Fabry-Perot interferometer 신호도 함께 나타내었

다. Fabry-Perot 신호로 판단할 때 본 흡수 실험에서 사용한 근 자외선영역

의 다이오드 레이저가 단일 종모드로 발진되며 연속적인 파장 변환시 모드 

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5의 흡수 스펙트럼은 여러개의 흡수 peak이 보이며, 몇 개의 

peak은 중첩되어 보이는 등 매우 복잡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Yb 원자가 자

연계에 7 개의 안정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장이 398.8 nm인 6s2 

1S0 -6s6p 1P1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위원소 이동에 대한 분광정보

가 기존 연구에 의해 잘 알려져 있다. 짝수 질량 동위원소인 Yb-168, 

Yb-170, Yb-172, Yb-174, Yb-176의 경우 핵스핀(I)이 0이므로, 초미세 구

조를 갖지 않고 각각의 동위원소는 단지 한개의 흡수 peak 만을 가진다. 

Yb-171의 경우 1/2의 핵스핀을 가지므로 2개의 흡수 peak를 가지고, Yb-173

의 경우 5/2의 핵스핀을 가지므로 3개의 흡수 peak를 가진다. 따라서 모든 

Yb 동위원소와 홀수 동위원소의 초미세 구조를 고려한다면, 흡수 peak의 개

수는 10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림 2-15를 보면 403 oC, 450 oC, 469 oC

의 경우에는 4개의 peak만 보이는 반면, 490 oC, 509 oC, 519 oC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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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온도에 따른 흡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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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흡수 peak만이 보인다. 이러한 각 흡수 peak의 중첩은 추출 챔버내

에서 원자빔의 이동 경로에 놓여진 slit에 의해 도플러 선폭 확대 효과가 줄

어들긴 해도, 약 300MHz의 도플러 선폭 확대 효과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림 2-15에 이미 알려진 동위원소 분광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흡수 

peak를 동위원소 기호로 명시하였다[2-7]. 각각의 동위원소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스펙트럼을 포화 분광법과 같은 고분해 분광법을 이용하여 

분리하여야 하나, 아래에 이어지는 분석 방법에 의해 전체의 흡수 스펙트럼 

면적만 알면 총 Yb 원자 밀도를 구할 수 있고, 이어 각 동위원소 성분비에 

의하여 각각의 동위원소의 밀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해 분광에 대한 

시도는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원자 증기에 공명인 레이저가 전파하면서 흡수되는 비율은, 

원자 증기의 밀도, 레이저가 원자증기를 통과하는 거리 및, 원자 전이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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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즉 Einstein 계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역으로 흡수되는 비율을 알고, 

전이선의 세기, 길이를 알면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원자 밀도는 쉽게 유

도된다 [2-8].   

(2-1)N = α
8π

λ
2

g 1
g 2A 21 (

π
4 ln2 )

1/2

 △ν1/2   

                             

(2-2)
α=-

ln I/ I 0
L

위 식에서 α는 레이저의 peak 흡수도 이고, A 21은 전이선의 Einstein 계수

이며, △ν 1/2는 흡수 스펙트럼의 FWHM(Full Width Half Maximum)이다. I

와 I 0는 입사 후와 입사 전의 레이저 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4f14 6s2 1S0 (0 cm-1) - 4f146s6p 1P1 (25068 cm-1) 

전이선에 대하여 기저준위와 여기준위의 g-factor는 각각 g1 = 1, g2=3 이

며,   Einstein계수는 1.76×108/sec  로 알려져 있다. 위의 밀도 계산식과 흡

수 스펙트럼에서 얻은 peak 흡수도를 고려하여 그림 2-15의 흡수 스펙트럼

으로부터 각각의 온도에서 원자 밀도를 측정하면 그림 2-16과 같다. 예상한

대로 추출 챔버내에서 원자 발생기의 온도가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원자밀도

는 증가한다. 온도가 403 oC 일때는 1.6x1010/cm3 이던 중성 Yb 원자 밀도

가 온도가 519 oC가 되면서 2.3x1011/cm3으로 증가한다. 

위의 측정 결과로서 Yb-168의 자연 성분비 0.13 %를 고려한다면 추출 

실험이 행해지는 520 oC 근처에서 목표로 하는 Yb-168 동위원소의 원자 밀도

는 3.1 x 108/cm3 임을 알 수 있고, 충돌 효과에 의한 전하 교환이나, 중성 원

자 부착률에 관계되는 Yb 중성 원자의 밀도는 대략 2 x 1011/cm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정 자료는 향후 Yb-168의 생산량 및 동위원소 순도 분석

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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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온도에 따른 추출 챔버에서의 Yb 원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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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자빔 발생기 내구성 증대 및 모듈화 연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Yb 원자빔 발생기는 내구성과 유지보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신뢰성을 보장하기위하여 새로운 원자빔 발

생기를 설계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일부 성능시험을 하였다. 구형의 문제점

은 장시간 사용할 경우 Yb 시료가 증발기 내벽에 증착되어 시료 오븐을 제

거하고 시료를 교체하기가 매우 불편하며, 원자빔 조준 슬릿의 구조상 통과

한 원자빔의 지향성이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오븐 내부에서는 그 구조상 길이방향의 주변부로 갈수록 열방출이 심하

여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오븐 내부의 기화된 증기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주변부 내벽의 틈새로 스며들어 저온에서 증착하면서 결정성장이 시작되

고 성장이 시작된 결정들이 점점 더 크게 자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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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들이 금속괴를 이루게 되면 오븐 내부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 접합되

어 분해가 어려워지고, 무리하게 분해하려 할 경우 내부 절연재인 세라믹튜

브가 깨어지고 구조적 변형을 초래한다. 매번 약 40 시간의 누적 동작 후에

는 시료를 재충전할 필요가 있고 그 때마다 오븐을 분해해야 하는 번거로움

과 그에 따른 손상은 시스템의 내구성과 안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

였다.

신형 오븐은 구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내부재료로 내구성이 나쁜 세라믹튜

브를 사용하지 않고, 가열소자로써 교체가 용이하고 수명이 긴 할로겐 램프

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유지보수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여러 개의 복잡한 조

합으로 구성되는 세라믹을 구조재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스테인레스 스틸

을 재료로 사용하여 부품의 개수를 줄이고 견고성을 높였으며, 분해가 쉬운 

상부개방형으로 설계하였다. 신형 원자 발생장치의 개략도와 내부구조는 각

각 그림 2-17, 2-18과 같다.

가열장치는 최대 1kw출력을 가진 15개의 텅스텐 할로겐 램프를 열원으로 

사용하였고, 단열은 복사열을 차단하기위한 스테인레스 스틸 복사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신형에서는 도가니 내부의 증발열 전달도 복사열에 

의존하므로, 열원의 전력변화에 대한 도가니의 온도의 변동이 매우 민감하

다. 따라서 도가니 내의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정밀제어하게 하기위해서 

PID ( Proportional Integral Differential ) 제어방식 전원장치(NP200, 한영

전자)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PID 제어방식은 매개변수 설정이 까다롭다

고 알려져 있지만 이 장치는 자동 오프셋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작동 매개 

변수 설정이 간단하다. 그 결과 도가니 내의 온도는 열전대로 측정되는 최소

단위인 1°C 이내로 고정되었다. 시험 가동한 결과 Yb 증기의 측면 증착의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고 증발률의 측정값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가열 

용량도 충분하므로 도가니의 크기도 키워 최대 3kg을 한번에 채울 수 있게 

되어, 시료충진 1회로 80시간의 연속동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구형은 

길이 1cm 정도의 벌집형태를 가진 튜브들의 집합체로 구성된 조준 슬릿을 

장착하고 있다. 따라서 그 구조상 고속 열운동을 하는 Yb 원자들과 가열된 

튜브내벽간의 탄성충돌에 의해 원하지 않는 방향성분의 원자빔을 통과시

킨다고 추정된다. 그 결과 레이저빔 진행 방향과 동일한 운동성분의 원자빔



- 79 -

에 의한 도플러효과에 따른 흡수스펙트럼의 분산을 초래하여 단일 동위원소

의 선택성을 매우 저하시킨다.

새로이 설계된 원자빔 조준 슬릿은 그림 2-19, 2-20과 같이 타공된 판을 

일정 간격을 두고 삼중으로 겹쳐 설치하여 일직선으로 연속된 슬릿을 통과

하는 원자빔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원자빔의 측방향 성분을 

제거하여 원자빔의 수직방향 직진성을 좋게 한다. 단위 면적당 최대의 원자

빔 통과를 얻기 위해 슬릿의 평면 구성은 정삼각형의 배치를 하였다. 슬릿의 

재질은 열팽창계수가 비교적 낮은 invar를 사용하여 각 판 간의 온도 차이에 

따른 슬릿의 정렬편차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 invar의 열팽창계수 = 9.72 

cm/cm/°C x 10-6,  sus 304의 열팽창계수 = 18.4 cm/cm/°C x 10-6 , at 

25°C to 530°C ). 각 슬릿의 길이는 20cm 이며 원자빔 칼럼의 전체 길이가 

1m 이므로 5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끝 부분에서의 팽창효과를 분산시켰다.

그림 2-17  신형오븐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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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제작된 오븐의 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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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제작된 원자빔 조준 슬릿.

그림 2-20. 원자빔 조준 슬

릿의 구조 ( 단위 : mm )

4*cos3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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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이온화 반응 진단기술 개발

   가. 광이온화 반응 진단 레이저장치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공진기에서 출력되는 레이저 펄스의 에너지는 

nJ 수준이며, 펄스 확대장치와 포켈스 셀을 통과하면 펄스 에너지가 더욱 줄

어든다. 이러한 낮은 에너지의 레이저 펄스를 광이온화 진단에 사용하기 위

해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도록 증폭해야하며, 이를 위해 예비 증폭기를 사

용한다. 예비 증폭기는 크게 재생 증폭기(regenerative amplifier)와 다중통

과 증폭기(multipass amplifier)로 나누어진다. 재생 증폭기는 기본적으로 레

이저 공진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며, 증폭하고자 하는 레이저 펄스를 공진기 

안에 가두어 원하는 만큼 증폭될 때까지 공진기 내부의 이득 매질을 왕복하

도록 한 후, 공진기 밖으로 출력한다. 이러한 재생 증폭기는 공진기 내부에

서 원하는 만큼 레이저 펄스의 왕복 횟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증폭 매질의 

이득이 그리 높지 않아도 되며, 입력 펄스의 공간적인 분포가 좋지 않아도 

재생 증폭기의 공진기 모드에 따라 증폭된 레이저 펄스의 공간적인 에너지 

분포가 재생성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레이저 펄스를 공진기 안에 가두고 

출력시킬 때, 편광 분할기와 포켈스 셀 등을 사용해야 하므로 공진기의 구성

이 복잡해지고 레이저 펄스의 입력 순간과 출력 순간을 모두 조정해야 하므

로 시간조정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다중통과 증폭기는 레이저 펄스가 증

폭 매질을 8-12회 정도의 한정된 횟수만큼 왕복할 동안 레이저 펄스를 증폭

하므로 증폭 매질의 이득이 7-10 정도로 높아야 하며, 레이저 펄스의 경로

가 증폭 매질을 통과할 때 마다 달라져야 하므로 증폭기의 정렬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레이저 펄스가 이득 매질을 통과하는 횟수가 적고 포

켈스 셀 등의 추가적인 매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군속도 분산이 적게 발생

하여 극초단 펄스 증폭에 유리하며, 증폭기를 구성하고 나서 재생 증폭기에 

비해 사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통과 증폭기를 예비 증

폭기로 선택하였다.

그림 2-21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다중통과 증폭기의 구성도이다. 그림과 

같이 예비 증폭기는 초점거리 45 cm의 오목거울 두 개, 초점거리 50 c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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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50 cm
오목거울

f = 45 cm
오목거울

티타늄 사파이어
이득매질

출력입력

25 mJ
(532 nm)

25 mJ
(532 nm)

              그림 2-21. 다중통과 예비 증폭기의 구성도. 

오목거울 두 개로 구성하고, 각 오목거울이 공초점 배치가 되도록 하였으

며, 초점이 맺히는 지점에 티타늄 사파이어 증폭 매질을 설치하였다. 증폭할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펄스는 초점거리 45 cm의 오목거울에 의해 집속되

면서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을 통과하고, 초점거리 50 cm의 오목거울에 반사

되어 평행광이 되며, 다시 초점거리 45 cm의 오목거울에 의해 티타늄 사파

이어 결정에 집속된다. 레이저 펄스가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을 4번 지난 다

음에 그림과 같이 수직방향으로 펄스를 이동시킨 후 반대 방향으로 진행시

켜 4번 더 왕복하도록 하였다. 예비증폭기에 사용한 펌핑 레이저(Q스위칭된 

Nd:YAG 레이저, 동작반복율: 10 Hz)의 펄스 에너지는 약 50 mJ이었으며, 

50:50 광속 분할기를 사용하여 펌핑빔을 나눈 후, 양방향에서 초점거리 50 

cm의 집속 렌즈로 집속하여 펌핑하였다. 이러한 예비 증폭기에서 증폭된 티

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펄스의 에너지는 약 4 mJ이었다.

그림 2-22는 예비 증폭기에서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펄스가 증폭되기 

전과 후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펨토초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공진

기에서 생성된 레이저 펄스의 스펙트럼은 200 nm정도의 넓은 선폭을 가지

나, 펄스 확대기와 펄스 선택장치 등을 통과하면서 광학거울의 반사대역 한

계 등에 의해 예비 증폭기에 입력되는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펄스의 스펙

트럼 폭은 약 120 nm 정도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예비 증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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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2. 다중통과 예비 증폭기에 의해 증폭된 레이저 펄스의 스펙트럼.

와 같이 백만배이상의 높은 증폭율을 가지는 증폭기에서는 gain narrowing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Gain narrowing은 레이저 매질의 이득이 파장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특정파장을 중심으로 점점 이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증

폭과정에서 레이저 펄스의 스펙트럼 폭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티타늄 

사파이어 매질은 800 nm 파장 부근에서 매우 넓은 이득대역을 가지나 예비 

증폭기에서 높은 증폭율로 증폭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gain narrowing 현상

이 발생하므로 그림 2-22와 같이 증폭된 스펙트럼의 폭이 약 60 nm로 줄

어들었다. 증폭된 스펙트럼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최소의 레이

저 펄스폭은 약 20 fs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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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위원소 이동값의 ab inito 계산 및 실험값과의 비교

동위원소 이동은 원자핵과 전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므

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 적은 성분비의 동위원소를 고감도 

고선택도로 추출하기 위한 다색 다단계 광이온화 구도의 탐색에 있어서도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4f shell이 전부 채워지지 않은 복잡한 

원자 구조로 되어 있는 희토류 원소의 동위원소 이동값에 관한 정보는 완성

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UV 영역의 전이선들이 가시광이나 적외선 영역에 

비해 높은 전이 확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장가변형 레이저 소스

의 부족으로 UV 영역에서의 동위원소 이동값에 대한 자료는 빈약한 상황이

다. 단일종모드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한 635-690nm영역의 Sm I의 20개

의 전이선들에 대한 동위원소 이동값이 보고되어졌다[2-9]. 최근들어 소형 

청색다이오드 레이저가 개발되면서 근 자외선 영역의 분광학에 사용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398-400nm 파장영역의 청색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하

여 Sm I의 동위원소 이동값을 측정하였으며, 잘 알려진 King-plot 방법 및 

ab-initio 계산을 통하여 측정값을 분석하였다[2-10]. 

연구한 Sm I의 전이선들의 도식도가 그림 2-23에 나타나 있다. 전이선들

은 4f6 6s2 7FJ 의 ground multiplet에서 4f6 6s 6p 또는 4f5 5d 6s2 

configuration의 준위로 여기하는 전이를 하고 있다. 

동위원소 이동값중 핵의 volume효과인 field shift는 원자핵에서의 전자의 

전하밀도 4π|ψ(0)|2에 비례하며 δEh-δEl≃π|ψ(0)|
2
a
3
0/Z⋅f(Z)⋅δ<r

2>의 관계를 

갖는다. King-plot에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field shift factor ratio는 원자

핵에서의 전자의 전하밀도의 변화의 비와 같아야 한다. 원자핵에서의 전자의 

전하밀도를 상대론적인 원자구조 계산 code인 MCDF (mutli- configuration 

Dirac-Fock) 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King-plot의 기울기와 비

교하였다. 단일 configuration에 의한 4π∆|ψ(0)|2
의 MCDF 계산값이 표

2-2에 나타나 있다. 6s-6p 전이의 경우 6s 궤도에 있는 전자의 점유수가 

감소하여 전자의 전하밀도가 감소하므로 음의 field shift를 갖게되나, 

4f-5d 전이의 경우 4f-5d전이로 인해 전자들의 screening이 감소하여 6s 

및 내부 s궤도의 전자 밀도가 증가해 전체 전하밀도가 증가하므로 음의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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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 Single configuration에 대한 4π|ψ(0)|2  의 MCDF 계산값. (Total값
은 각 s 궤도들의 전자 도에 점유수를 곱한값들의 총합이다.)

Orbitals 4f66s2 4f66s6p 4f55d6s2

1s 870131.9 870131.8 870128.6

2s 107815.4 107815.1 107806.5

3s 228213.9 22813.5 22810.1

4s 5178.7 5177.9 5204.1

5s 784.8 783.0 829.0

6s 52.6 53.8 62.9

Total 2013554.4 2013496.1 2013680.7

shift를 갖게 된다. Field shift factor ratio는 단일 configuration 계산

만으로는 실험적으로 구한 King-plot의 기울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여

기 준위의 4f66s6p, 4f55d6s2 configuration의 mixing을 고려하여 계산한 전

자의 전하밀도 변화로부터 얻어지는 field shift factor ratio는 표 2-3에서 

보듯이 실험적인 King-plot으로부터 얻어지는 값과  잘 맞는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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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실험으로 유도된 field shift factor ratio와 MCDF계산에 의한 값

의 비교. (기준 전이선으로 4f
66s2 7F0 - 4f

66s6p 7D1 (λ = 598.97 nm) 전이선

을 택하 다.)

λ(nm) Classification Fi/Fref (exp)

Fi/Fref 

(single 

config.)

Fi/Fref 

(config. 

mixing)

672.59
4f
66s2 7F0 - 

4f
66s6p 9F1

0.98 0.97 0.97

591.64
4f66s2 7F1 - 

4f
66s6p 7F2

1.00 1.02 1.02

587.42
4f66s2 7F2 - 

4f
66s6p 7F3

1.00 1.03 1.03

562.18
4f66s2 7F1 - 

4f
55d6s2 7H2

-1.51 -2.18 -1.35

5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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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에너지 준위 scheme을 포함한 Sm I의 전이선들의 도식도. 

          (동위원소 이동값의 측정값은 각각 a Park et al [2-9], b Brand   

          et al [2-11], 
c Park et al [2-10] 논문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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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온 추출 장치 성능 향상

   가. 추출 효율 증대 연구

      (1) 배경

광 이온 추출 기술은 레이저가 원자 증기에 입사한 후 생성된 광 이온을 

전기장에 의해 유도한 후 collector에 수집하는 기술로서, 레이저에 의한 동

위원소 추출 기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다. 특히 본 기술은 동위원소

의 최종 생산량과 순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광 이온을 collector에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고압

의 전기장을 인가하는 정전기장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자기

장인가 방법, RF 전기장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Gd, Sm 원소등의 효율적인 추출을 위하여 평판형 전극을 

이용한 정전기장 방법을 사용해왔고, 각 원소의 특성에 따라 불원이온 제거 

보조 장치등을 추가적으로 장착하여 순도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

나 본 과제에서 대상으로한 Yb 원소의 경우에는 단순한 평판형 전극을 사용

할 경우, 과도한 중성 원자 부착 문제가 예측되어 추출기의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어, 지난 단계에서는 중성 원자의 부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밀폐형 

이온 추출기를 개발하여 Yb-168의 고순도 이온 추출에 사용 하였다. 그 결

과 밀폐형 추출기를 사용한 수차례의 추출 실험을 통해 중성 원자 부착을 

총 생성된 광 이온의 10-20% 이내로 감축하여 Yb-168의 순도를 25%까지 

올리는 결과를 달성하였다. 이 결과는 Yb-168처럼 희귀 동위원소를 추출하

는데 단순한 개방형 평판 전극 보다는 추출기가 외부로부터 밀폐된 추출기

가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추출량의 경우, 평균 이온 전류 60 

uA, 시간당 추출률 0.3 mg/h를 달성하여, 순도 25%를 갖는 20 mg의 

Yb-168을 수집하는 결과도 아울러 달성하였었다.

당해연도에는 25%의 순도는 Yb-168이 산업용 동위원소가 요구하는 15-20%

의 순도를 무난히 달성한 결과이므로 생산량, 즉 시간당 추출율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추출 효율 제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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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발된 밀폐형 추출기의 광 이온 추출 효율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

고, 이어 추출판의 길이를 전단계보다 50% 증가하고, 레이저 출력 및 빔질

을 향상시켜 추출 효율을 증대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밀폐형 추출기 추출효율 평가

밀폐형 추출기의 구조는 지난년도의 연구 보고서에 자세히 언급되었듯이

추출장치의 총 길이는 1 m이고, 부식 방지를 위해 전체적으로는 스테인레스

(STS)를 사용하였다. 추출 순도의 주요 저하 원인인 중성 원자의 부착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광 이온 collector를 외부와 차폐된 위치에 부착하였다. 또

한 레이저에 의해 이온화된 Yb-168 이온을 추출기 내부로 유인하기 위하여 

폭 8 mm의 슬릿을 전면에 설치하였고 광 이온을 collector로 유인하기 위

해서 슬릿 부분에 지름 0.5mm의 텅스텐 선(wire)를 설치한 후 음 전압이 

인가 되도록 하였다. 위의 구조를 갖는 밀폐형 추출기는 중성 원자가 이온 

collector에 부착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으나, 광 이

온 출입구로 사용된 슬릿의 폭이 작기 때문에 레이저에 의해서 생성된 광이

온 전량을 회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밀폐형 추출기에서 광 

이온 추출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추출기 전극 구조등의 최적화 연구

가 필요하고, 전제 조건으로 현재 추출기 구조에서 얼마만큼의 광 이온을 회

수 할 수 있는지, 즉 추출 효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본 과

제에서는 레이저에 의해 생성된 광 이온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밀폐형 

대신에 완전 개방된 평판형 추출기를 이용하여 광 이온 전류를 측정하였다. 

제작된 평판형 추출기에서 추출판으로 폭 5 cm, 길이 50 cm의 스테인레

스 판을 이용하였고, 광이온을 최대한 추출할 수 있도록 두 평판간의 길이는 

3 cm 이하로 줄였으며, 전압은 -5 kV 이상 인가하였다. 추출 전류 측정시 

밀폐형 추출기와 평판형 추출기의 상대적인 이온 신호의 비교를 위하여 레

이저의 출력 및 원자 증기 발생량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색소 레이저의 총 

출력은 5W 였고, 원자 증기 발생량은 thickness monitor로 간접 측정시 10 

A/s 가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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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평판형 추출기와 폐형 추출기의 광이온 전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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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는 평판형 추출기를 사용한 이온 신호이며, 비교를 위해 지난

단계에서 밀폐형 추출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이온 신호를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에 표기되었듯이 밀폐형 추출기로 측정한 광 이온 전류의 크기는 60 

uA이지만, 평판형 추출기로 측정한 광 이온 전류는 240 uA이다. 본 실험에

서 사용한 평판형 추출기가 레이저에 의해 생성된 광 이온을 대부분 추출한

다고 가정한다면, 지난 단계에서 이용한 밀폐형 추출기의 광 이온 추출 효율은 

25 %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중성 원자의 부착 방지를 위하여 밀폐형 

추출기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5 % 추출효율은 너무 낮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보다 효율적으로 레이저에 의해 생성된 광 이온을 추출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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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출효율을 50% 이상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밀폐형 추출기에서 광 

이온 입구로 사용된 슬릿의 폭을 늘리는 등 보다 최적의 구조를 갖는 추출

기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추출 효율 증가 실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난 단계에서는 밀폐형 추출기를 사용하여 평균 이

온 전류 60 uA, 시간당 추출률 0.3 mg/h를 달성하여, 순도 25%를 갖는 20 

mg의 Yb-168을 수집하는 결과를 달성하였다. 당해연도에는 Yb-168의 산

업적 적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당 추출량을 0.3 mg/h에서 1 mg/h 

이상으로 늘리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레이저 출력 및 빔질을 개선하는 방

법, 원자 발생량의 증대 및 추출기 구조의 개선을 들 수 있다. 본 과제에서

는 우선 광이온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는 레이저 출력의 증

대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하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수행하였다. 레이저 출력은  

그림 2-25에서 볼 수 있듯이 이온 전류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2-25는 다른 조건은 같게 하면서 레이저의 출력만 변화 시켜 이온 

전류를 비교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총 레이저 출력이 

1.75 W( 1st : 0.13 W, 2nd : 0.72 W, 3rd : 0.9 W) 일 때는 이온 신호가 

10.5 uA 이지만 출력을 4 W(1st : 0.3 W, 2nd : 1.7W, 3rd : 2W)로 증가

시키면 이온 신호가 26.7 uA 이 되었다. 레이저 출력이 2.3 배 증가하였는

데 이온 신호의 크기는 2.7 배가 증가하였다. 실제로 광 전파를 고려하지 않

은 전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계산하면 2.54 배의 이온 전류 신호를 갖게 

된다. 위의 결과를 보면 지난 단계에서 이용한 5W의 레이저 출력 영역에서

는 광 이온화율이 포화되지 않아 보다 큰 레이저 출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추출을 위한 레이저 광원으로서 지난 단계까지는 구리 증기 레이저로 펌

핑되는 색소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3단계 전이를 위해서 3대의 색소 레이저

를 사용하였고, 총 출력은 5 W 이었다. 당해연도에는 색소 레이저의 펌핑 

광원으로서 안정적인 특성을 갖는 다이오드 여기 고체 레이저로 구리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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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레이저 출력에 따른 이온 신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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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를 교체하였고 총 레이저 출력을 11 W 이상으로 만들었다.

한편 지난 단계까지는 원자 발생기의 길이가 1m임에도 불구하고 추출기

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collector의 길이가 70cm로 제한되었다. 당해연도

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collector의 길이를 원자 발생기와 같은 1m로 하

였다. 

위와 같이 레이저의 출력을 증대시키고 collector의 길이를 늘인 후 이온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추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2-26은 수 차례의 실험 

결과 후에 얻어진 전형적인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레이저의 총 출력은 

11.5W 이었고 각각의 출력은 1차 레이저가 0.3 W, 2차 레이저가 3.7W, 

3차 레이저의 출력은 7.5 W 이었다. 그림 2-26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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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당해연도 추출 실험 결과와 작년도 추출실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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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는 254 uA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작년도의 결과 60 uA와 비교하면 

약 4배 정도 증가한 결과이다. 레이저 출력이 5W에서 11W로 2배 증가하

고, collector의 길이가 70cm에서 1m로 증가하고, 레이저 빔질이 개선된 효

과를 고려한다면  4배의 추출률 증가가 설명된다.  

한편 당해연도에 측정한 이온 전류 254 uA를 시간당 생산량으로 환산하

면 1.54 mg이 된다. 이 양은 추출판에 부착된 전체 이온 양을 의미하므로 

여러 화학적인 회수 처리를 통하여 얻은 최종 생산량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

나 통상 80%의 화학적 회수율을 고려한다면 시간당 생산량은 1.2 mg/h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당초 목적한 1 mg/h 을 무난히 달성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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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온 신호 원격 계측 및 감시 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장치로부터 추출되는 이온 신호를 원거리(10m)에서도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온신호 원격 계측 및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PCMCIA용 GPIB 카드(National Instruments, 

1.5Mbytes/s, IEEE488.1)를 노트북 컴퓨터에 장착하여 이온신호를 원격으

로 측정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의 신호처리 순서도는 그림 2-27과 같다. 

그림 2-27. 이온 신호 원격 계측 시스템의 신호처리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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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세 가지 모드의 측정방법을 선택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가 원하는 입력채널 번호와 전체 샘플링 

수 및 샘플링 주기를 설정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만 관측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버튼이 선택되는 순간에 한번만 측정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

며 세 번째 방법은 사용자가 중지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하여 반복 측

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오실로스코프에서 수신 가능한 채널은 Ch1에서 Ch4까지 네 개의 

기본 채널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상채널 TA부터  TD까지 네 개의 채널이 

더 지원된다. 사용자는 측정되는 현재 데이터를 자동 혹은 수동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저장할 

수도 있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파일명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연속 반복적으로 저장되는 경우에 컴퓨터는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명 

끝부분에 0에서부터 1씩 증가되는 정수 값을 추가하여 파일명을 생성한 후 

지정된 하드디스크 디렉토리에 측정 데이터를 저장한다. 컴퓨터는 기본적으

로 256번까지의 과거에 측정했던 데이터를 메모리에 기억하고 있으므로 과

거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며 과거의 모든 데이터는 사용자가 CLEAR버튼을 

누르면 지워진다.

컴퓨터는 사용자가 설정한 샘플링 주기 간격으로 설정된 채널 번호에서 

지정된 샘플링 수 만큼 획득된 디지털 데이터를 GPIB통신(≥1.5Mbytes/s)으

로 오실로스코프로부터 컴퓨터로 송수신한다. 수신된 데이터는 화면에 디스

플레이 되며 동시에 최대값과 평균값을 계산한 후 이를 함께 디스플레이 된

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파일 저장 시에 함께 저장된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 화면 구성은 그림 2-28과 같다. 그림 2-28에 보이는 

바와 같이 컴퓨터는 원거리에서 오실로스코프가 측정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획득한 후 이 데이터를 컴퓨터의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며 현재 및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측정데이터에 대한 최대값과 평균값을 화면상에 함께 디스플레

이한다. 사용자는 Update Trace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측정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으며 또한 Auto Trace Start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연속 반복하여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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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사용자는 Single Save버튼을 눌러 현재 획득한 측정데이터와 

최대값 및 평균값을 하드디스크에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또한 SAVE버튼

을 선택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File Name버튼을 선택하여 Auto Trace시에 자동으로 저장

될 파일명과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설정된 파일명은 끝 부분에 저

장 순서적으로 1씩 증가된 정수형의 일련번호를 추가한 파일명으로 연속하

여 측정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Clear버튼을 선택하여 

컴퓨터의 과거 데이터를 지운 후 새로운 측정을 시작할 수 있으며, Range 

Setup 버튼을 선택하여 컴퓨터 모니터의 다이얼로그 박스 상에 보여주는 파

형의 평균값과 최대 값의 경계 값을 설정할 수 있다. 

Peak Save 버튼은 컴퓨터 버퍼에 저장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최대 값

들을 하드디스크에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Average Save버튼은 

컴퓨터 버퍼에 저장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평균값들을 하드디스크에 파일

로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사용자는 GPIB Test버튼을 선택하여 오

실로스코프와 컴퓨터와의 GPIB 통신 상태를 Query나 Command입력을 통

하여 통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8에 개발된 주 운영 프로그램의 편집 및 콤보 박스에서 

Channel Select버튼은 파형을 획득할 채널 번호를 선택하는 기능을 수행하

며 Sample Times버튼은 자동 측정시의 총 샘플링 수 설정 기능을 수행한

다. 그리고 Sample Period버튼은 자동 측정 시 샘플링 주기를 설정하는 기

능을 수행하며 Current-Peak는 현재 측정데이터의 최대 값을 나타내며 

Current-Average는 현재 측정데이터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또한 Total-Peak

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측정된 데이터의 최대값들의 최대 값을 나타내며 

Total-Average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측정된 데이터의 평균값들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Sampling Times는 현재까지의 샘플링 횟수를 나타낸다. 측정된 모든 

데이터는 하드디스크에 텍스트 파일(*.txt)로 저장이 되므로 상용의 소프트웨어들 

사이에 데이터 호환이 가능하며 ORIGIN이나 EXCEL등과 같은 신호분석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측정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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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이온 신호 원격 계측 시스템의 주화면 구성.

   

   다. 추출효율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1) 광 이온 거동 시뮬레이션  

광 이온화시킨 원자를 포획 및 채집하여 회수하기 위한 채집판의 설계와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온의 이식과 채집판 재료의 sputtering 

현상 모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12].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실험적 

검증은 대단히 중요하나 실험장치의 설계 및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감안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Yb 이온의 포획 및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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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추출을 위한 채집판에 대하여 이온이식과 재료의 sputtering을 입사이

온 에너지와 입사각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산모사를 사용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온이나 중성원자가 재료표면을 때릴 때 일어나는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전산 코드로는 MARLOWE와 TRIM이 개발되어 있다. 이 두 코드는 모

두 입사 및 반사입자의 궤적을 추적하는데 Monte Carlo 기법을 채택하고 

있고, 입사이온과 격자이온 사이의 충돌은 고전적으로 처리한다. 본 연구에

서는 TRIM 코드를 사용하여 입사이온의 반사 및 Sputtering 확률을 상세하

게 계산하였다.

표적판의 재질은 구리(Cu), SUS304, SUS316으로 그 두께는 5 mm이다. 

Yb-168 이온은 표적판에 그림 2-29a와 같이 입사하게 되며, 그림 2-29b는 

Yb-168 이온을 채집하기 위하여 포획효율의 극대화를 고려하여 고안된 채

집판이다. 10 keV의 에너지를 갖는Yb-168 이온 5000개가 두께 5mm인 표

적판에 입사하는 경우, Yb-168 이온들이 이식되는 현상을 전산모사한 결과

는 그림 2-30∼2-34와 같다.

10 keV의 입사 Yb 이온 1 개 당 Sputtering 되는 각 원자의 생성량과 

Yb 원자의 되튕김량에 대한 계산결과를 표 2-4와 아래 그림에 정리하였다. 

X-Z 평면을 따라 이온들이 입사하는 경우, 재료로부터 되튀겨 나오는 입사

이온의 X-축 방출각은 통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입사에 대한 반사의 형태를 

갖는 방출각의 특성을 가지나 Y-축 방출각은 균질하고, sputtering되는 원

자들은 X- 및 Y-축 방향 모두에서 균질한 각도분포를 갖고 방출되는데, 이러

한 점은 입사이온이 무거운 원소이거나 에너지가 클 경우 재료 내부에서 대

Z

                 
Y

Z
θ

a. 표적판,입사이온빔의 입사각 및 좌표계.      b. 입사이온 채집판

그림 2-29. 표적판 및 입사 이온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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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10 keV Yb이 채집판에 입사하는 경우 

Sputtering된 원자와 되튕긴 Yb의 양. 

   

각(°)
Copper 판 SUS 304 판 SUS 316 판

Cu Yb Fe Cr Ni 합 Yb Fe Cr Ni Mo 합 Yb

0 6.63 0.000 2.98 0.76 0.33 4.07 0.000 2.27 0.57 0.41 0.09 3.34 0.000

30 9.75 0.000 4.62 1.10 0.48 6.20 0.000 3.51 0.92 0.63 0.14 5.20 0.000

70 29.79 0.156 16.20 3.99 1.73 21.92 0.14 13.12 3.32 2.36 0.54 19.34 0.141

각도 산란이 작아 충돌 후 진행방향성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점을 의미하

는 반면, sputtering된 원자들은 서로 비슷한 질량과 입사이온으로부터 전달

받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거의 양자간 충돌이고 충돌 후 무작위적으로 진

행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Yb 이온을 채집판에서 수집하여 화학처리를 통하여 Yb-168 원자를 추출

하는 과정에서 추출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야한다.

1. 채집판을 구성하는 재료의 물성 및 원자적 성질: 화학적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채집판 표면 가까이 이온들이 이식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입

사에너지는 가능한 낮을수록 좋다. 기화열이 높은 재료가 sputtering을 더 

적게 일으키므로 Cu 보다는 Stainless steel (SUS)이 채집판으로서 더 좋

으며, SUS304 보다 기화열과 질량이 큰 Mo와 Ni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

이 포함된 SUS316이 sputtering을 적게 일으키므로 채집판으로서 더 적합

함을 알 수 있다.

2. 채집판의 기하학적 형상: 추출판의 형태는 단면이 빗살 형태로 홈이 

파인 판이 표면에서 되튀어 나오는 이온을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음을 각

도를 변화시키면서 수행한 simulation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 입사이온

들이 채집판 표면에서 되튀어 나오면서 에너지가 감소된 이온을 많이 생성

하여 채집판 홈의 맞은 편 부분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입사각을 70도 이상

으로 유지하면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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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추출판에서의 이온의 (a) 에너지 분포 (b) 각도분포

      (2) 광 이온화 과정 시뮬레이션 

Yb-168의 선택적 광이온화 효율 향상을 위한 레이저의 출력 특성을 다음 

그림 2-37에 보인 바와 같은 Yb의 원자구조에 대하여 3색-3단계 밀도 행렬 

방정식(density matrix equation)을 풀어 조사하였다. 레이저의 자연 선폭, 도

플러 효과, 원자 준위의 여기 수명에 의한 비 결맞음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구

한 밀도 행렬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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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단계 실험에서의 레이저의 출력 조건은 다음과 같다. 레이저의 출력 세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저에 대해 각각 P1 = 0.3W, P2 = 3.7 W, P3 = 

7.5W 였고, 레이저 빔의 크기와 펄스폭은 세 레이저빔 모두 대략 직경 0.7cm, 

40ns였고 레이저의 펄스모양은 가우시안 으로 두었다. 레이저의 선폭은 첫 번

째 두 번째 레이저 모두 대략 300 MHz로 가정하였다. Yb 원자의 온도는 800K로 

두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계산된 Yb-168의 시간에 따른 각 에너지 준위의 밀도 

변화는 그림 2-38과 같다. Yb-168의 이온화율은 65%이고 다른 질량수의 동위 

원소 이온들 가운데서 Yb-168 이온의 선택도는 16% 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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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Yb 원소의 3색-3단계 광이온화 구도.

본 실험의 레이저의 출력의 세기에서 P1, P2를 고정하고 자동이온화 준위

로 전자를 여기 시키는 레이저의 출력 세기 P3를 변화시키면서 Yb-168 원

자의 광이온화율과 선택도를 살펴 보면 다음의 그림 2-39(a)와 같다. P3가 증

가함에 따라 이온화율도 증가 함을 볼 수 있다. 이때 선택도의 변화는 크지 않

았다. P1, P3를 P1 = 0.3W, P3 = 12 W로 고정하고 두 번째 여기 레이저의 출

력 세기 P2를 변화시키면서 계산한 이온화율과 선택도는 그림 2-39(b)에 나타

나 있다. P2가 감소 하면서 이온화율은 감소하나 선택도가 좋아 짐을 볼 수 있다. 또

한 P2, P3를 P2 = 3.7 W, P3 = 12 W로 고정 하고 첫 번째 여기 레이저의 출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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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P1을 변화시키면서 얻은 이온화율과 선택도가 그림 2-39(c)에 나타나 있다. 

P2를 변화 시킬때와 마찬가지로 P1이 증가 하면 이온화율은 증가하나 선택도가 

감소 함을 볼 수 있다. P1, P2의 증가에 따른 선택도의 감소는 레이저의 power 

broadening 의해  Yb-168의 에너지 준위에 인접한 준위가 있는 Yb-171 원자

등이 여기 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2-39에 나타난 결과로 볼

때 P1, P2는 작게 하면서 P3를 크게 하면 좋은 광이온화율과 선택도를 얻을 수 

있음이 예측된다. 실제로 본 실험의 출력 조건에서 P1과 P2를 각각 0.2W, 1W

로 줄인후 여분의 출력을 P3에 더해 P3 = 10.3 W로 두고 계산하면 60%의 광

이온화율에 37%의 선택도를 얻게된다. 

   

      

그림 2-38. Yb-168의 시간에 따른 원자 준위의 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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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9. 레이저의 출력의 세기 변화에 따른 Yb-168 원자의 

              광이온화율과 선택도의 변화.   
 

레이저의 펄스폭과, 시간지연, detuning도 변화시키면서 광이온화 효율과 선

택도의 변화를 계산하였고, 이 변화들은 광이온화 효율과 선택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았다.  따라서 레이저의 출력 세기가 선택적 광이온화 효율결정

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 단계 실험 조건인, P1 = 0.3W, P2 = 1.9W, P3 = 

2.3W에서 계산된 Yb-168의 이온화율과 선택도는 28%, 20%이다. 레이저 펄스

폭은 10ns 였고 이외의 레이저 특성은 본단계와 대략 같았다. P3가 약 세배 증

가 하면서 이온화율도 약 3배 증가 함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레이저의 

출력의 세기에 따른 Yb-168의 광이온화율과 선택도를 요약하면 표 2-5와 같다.

표를 보면 레이저 출력이 총 4.5W와 11.5W인 경우 이론적인 광 이온화율이 

2.3배 증가하나 실험적으로 측정한 이온 신호값은 약 4배 증가한다. 이러한 차

이는 이론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한 밀도 행렬 방정식이 레이저의 다중

통과등 전파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원자를 가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보다 정확한 이론 계산을 위해서는 레이저의 실제적 전파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차기 년도에 장거리 매질에서 레이저의 출력에 따른 광 이

온화 과정에 대한 전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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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레이저의 출력의 세기에 따른 Yb-168의 광이온화율과 선택도.  

        (레이저빔의 직경은 세빔 모두 대략 0.7 cm로 두었다. 괄호안의  

          값은 광이온 추출량의 실험값을 나타낸다.) 

P1 (W) P2 (W) P3 (W) 광이온화율(%) 선택도(%)

0.3 1.9 2.3 28 ( 60uA ) 20

0.3 3.7 7.5 65 ( 250uA ) 16

0.2 1.0 10.3 60 37

       

6. 연구결과 요약

본 과제에서는 산업용 안정 동위원소로 활용되는 Yb-168의 고순도 추출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단계에서는 구리 증기 레이저로 펌핑되는 3

대의 색소 레이저와 밀폐형 추출기를 개발한 후, 레이저 출력이 5W로 최

적화 되었을 때, 평균 이온 전류 60 uA, 시간당 추출률 0.3 mg/h를 달성

하여 순도 25%를 갖는 20 mg 의 Yb-168을 수집하는 결과를 얻어 공학

적 실증을 한 바 있다.

당해 년도에서는 산업화 단계의 첫해로서, 주로 시스템의 안정성 및 추

출율 제고를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시스템 안정성 향상을 위

해서 색소 레이저의 펌핑 광원을 교체 하였다. 지난 단계까지는 색소 레이

저 펌핑 광원으로서 방전형 광원인 구리 증기 레이저를 사용한 바 있다. 

구리 증기 레이저는 순간 출력은 증대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장시

간 추출 실험을 하기에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금년도

에는 보다 시스템 안정성이 뛰어나고 규모가 소형인 다이오드 여기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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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DPSSL) 로 펌핑 광원을 교체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 시켰다.

이어 색소 레이저 시스템을 DPSSL로 펌핑이 가능하도록 개조 변경하였

고, 펌핑 방식 변화, 색소농도 최적화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출 챔버 입

구에서 11.5 W의 출력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추출 챔버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기존의 원자화 장치를 

개량한 새로운 원자 발생기를 설계 제작하였고 그 일부 특성 실험을 수행

하여 기존의 원자화 장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추

출기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개방형 평판 추출기를 추가 장착하여 기존 밀

폐형 추출기의 추출 효율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추출 시스

템의 평가를 위해서 원자 밀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하여 추출 챔버에 부착시켰으며, 추출기에 대한 전산 시뮬레이션, 레이저 

조건에 따른 추출율 계산, 광이온 스퍼터링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도 병행

하여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당해연도에 목표한 시간당 추출효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레이

저 출력을  11.5 W로 증가시키고, 밀폐형 추출기의 추출판 길이를 70cm

에서 100cm로 증가시킨 후 반복적인 수차례의 추출 실험을 수행하여 당해

연도 연구 목표인 시간당 생산량 1 mg/h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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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동위원소 제조용 레이저 기술개발

1. 펌핑용 레이저 기술 분야

   가. 녹색광 고체레이저 출력안정성 개선 및 고품질화 기술 개발

녹색광 고체레이저 출력안정성 개선 및 고품질화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내부공진기 고조파 변환을 이용한 선형 공진기를 활용하여 18 kHz의 펄스 

반복율에서 최대 녹색광 출력 105 W를 갖는 다이오드 여기 고체레이저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선형 공진기의 안정영역 S2'(d1>d2)를 이용하여 AO Q-

스위치에 큰 직경의 레이저 공진기 모드를 형성하고 비선형 결정에서는 작

은 크기의 공진기 모드를 만들어 고안정과 고효율을 갖는 녹색광 레이저 빔

의 발생이 가능하였다. 또한 GPIB 통신방식으로 레이저 전원과 레이저 냉각

장치를 제어하는 시스템 제어장치가 개발되어 안정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1) 적외선 펄스레이저 안정화 기술 개발 및 빔 질 향상 연구

고안정의 녹색 광 펄스레이저를 고효율을 갖고 발생시키기 위한 공진기의 

구조는 아래 그림 3-1과 같다. 고안정의 펄스 발생을 위해서는 AO Q-스위

치 내에 레이저 빔이 크게 형성되도록 하고, 동시에 고효율의 녹색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기 위해 비선형 결정의 손상 범위 내에서 작은 크기의 빔이 

비선형 결정에 형성되도록 공진기 구조를 최적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

된 레이저 공진기 구조에서 레이저 결정에 투입되는 여기 출력의 크기와 두

개의 레이저 결정 좌우에 위치한 공진기 거울의 거리를 임의로 조절함으로서 

공진기 내의 레이저 모드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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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a) 녹색광 레이저용 선형 공진기 구조와 (b) 레이저 펌프 

          모듈의 여기구조. M1: 전반사경, M2: 출력경, AO: AO Q-스위치,  

          M3: 이색 반사경, SHG: 제2조화파 결정, LD: 레이저 다이오드

최적조건의 공진기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 여기출력과 거울의 거리 변화에 

따른 공진기의 안정조건과 공진기 내의 모드크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선형 

평행-평판 공진기에 대한 일주 전달 행렬을 사용한 공진기의 안정조건 계산

결과를 아래 그림 3-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열복굴절 보상을 하는 경우

의 안정조건은 실선(r-θ, θ-r)으로 열복굴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에는 긴 점선(r-r) 또는 점선(θ-θ)으로 나타내었다. S1과 S2로 표시된 영역은 

안정영역에 해당되고 US1, US2로 표시된 어두운 영역은 불안정 영역을 나타

낸다. 불안정 영역(US1)은 열복굴절 보상이 없는 경우에 선으로 나타난다. 

편의를 위해서, 첫 번째 안정영역을 S1(d1<d2)과  S1'(d1>d2)로 구분하고, 두 

번째 안정영역도 S2(d1<d2)와  S2'(d1>d2)로 각각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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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비대칭 평면-평행 공진기에 대해서 계산된 공진기의 안정조건.

각 공진기 안정영역에서 공진기 광축방향에서 형성된 모드형태를 계산하

여 그림 3-3에 나타내었다. 그림 3-3(a)는 S1' 영역에서 계산된 결과로 이 

경우 짧은 거리의 공진기 거울에 큰 직경의 레이저 빔이 형성됨을 알 수 있

다. 그림 3-3(b)는 US2 근처의 S2 영역에서 계산된 결과로 양쪽 공진기 거

울에 작은 크기의 빔이 형성된다. 그러나 그림 3-3(c)에 나타낸 것과 같이 

US1 근처의 S2' 안정영역에서는 긴 쪽의 거울거리(d1=180 mm)에 큰 모드 

크기가 형성되었고 짧은 쪽의 거울거리(d2=150 mm)에 작은 크기의 모드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US1 근처의 S2' 안정영역을 만족하는 비대칭 공진

기의 경우 비교적 큰 여기 출력 조건에서 AO Q-스위치에서 큰 모드 크기와 SHG 

결정에서 작은 모드 크기를 가지도록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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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열복굴절 보상된 대칭 및 비대칭 공진기에 대해 계산된 기본

          모드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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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녹색광 레이저 고품질화, 펄스폭 축소 기술개발

고효율의 안정적인 녹색광 발생을 위한 최적의 공진기 조건으로 분석된 

US1 근처의 S2' 안정영역에서 거울거리 d1=180 mm와 d2=150 mm를 사용

하여 적외선 및 녹색광에 대한 발진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3-4는 제작된 레이저 장치에서 측정된 다이오드 레이저의 여기 출

력 변화에 따른 적외선 펄스 출력의 변화, 녹색광의 펄스출력의 변화, 그리

고 녹색광 펄스폭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AO Q-스위치에 의해서 16 

kHz로 스위칭된 적외선 펄스 출력은 약 190 W 정도이다. HT-KTP를 사용

한 제 2차 조화파 발생을 통해 녹색광 레이저 빔이 발생되었으며, 두 개의 

레이저 모듈에 가해진 여기 출력 약 520 W에서 펄스반복율 16 kHz를 갖는 

약 92 W의 녹색광 레이저 출력을 얻었다. 이때 녹색광 레이저 출력은 동일

한 여기출력에서 60%의 반사율 출력경을 이용하여 얻어진 적외선 출력의 

약 86.8%에 해당한다. 그 이상의 여기 출력에서는 출력경의 손상에 의해서 

녹색광 레이저 출력의 증가가 제한되며, 따라서 출력경의 위치에서 레이저 

공진기 빔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공진기 구조와 높은 손상 문턱에너지를 갖

는 출력경이 고출력의 녹색광 발생을 위해서 필요하다. 발생된 녹색광 레이

저의 펄스폭은 여기출력 520 W에서 약 80 ns 이였으며, 여기 출력이 증가

할 경우 펄스폭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3-5는 펄스 반복율 18 kHz 일 경우의 여기출력의 변화에 따른 녹

색광 레이저 출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펄스 반복율의 증가에 따라 

녹색광 레이저 발생이 가능한 최대 여기출력이 약 620 W 정도로 증가되었

으며, 이때 발생된 최대 녹색광 출력은 약 105 W 정도이다. 이때 레이저 펄

스의 출력 안정도는 약 0.5% 이내로 측정되었다.

그림 3-6은 약 100 W 의 출력을 발생하는 녹색 광 레이저의 동작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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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비대칭 공진기의 S2' 안정영역에서 발생된 적외선 및 녹색광 

          레이저의 출력과 펄스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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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펄스반복율 18 kHz에서 발생된 녹색광 레이저 출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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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녹색광 고체레이저 발진기의 동작모습.

     (3) 시스템 자동화 및 인터페이스 
    

DPSSL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전원장치와 냉각장치의 조작이 필요하다. 냉

각장치에 흐르는 냉각수의 흐름이 있고 없음에 따라 전원 장치가 인가하는 

전력의 투입과 차단이 결정되며 더 나아가 냉각수 온도에 높고 낮음에 따라 

전원장치를 조작하면 DPSSL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

다. 각각의 DPSSL의 시험결과 나타난 특성을 참고하여 전원장치를 미리 설

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운전할 수 있으면 운전자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

          (가)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자동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장치로는 크게 전원장치와 냉각장치로 구분

되며 사용되는 전기 신호와 통신이 필요할 경우 통신방식에 따라서 부가적

인 장치가 첨가되어야 한다. 

전원장치는 GPIB 통신이 가능한 DC Power Supply를 전원장치로 사용하

여 범용 PC 인터페이스용 GPIB 모듈을 사용하여 원격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운

전할 수 있는 기능들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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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장치는 릴레이 접점 제어에 의한 시퀀스 제어로 동작되며 내부에 온

도 콘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어 온도로 인한 이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또

한 냉각장치에서 레이저 장치로 물을 공급해 주는 부분에 흐름 감지 신호도 

제공한다.

보다 높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 물 인입구의 밸브 개폐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흐름 감지 신호도 필요하다.

   

          (나) 동작 흐름도

그림 3-7은 운전 수행시 전원 장치와 냉각 장치의 운전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냉각장치의 정상적인 운전이 확인된 후에 전원 장치의 조작이 이루

어지며 DC 전원장치는 냉각장치에서 발생하는 이상 신호에 따라 대응하여

야 한다.

냉각장치에서 발생하는 이상 신호는 4개로 온도 설정 범위를 벗어났을 경

우 발생하는 신호, 냉각수 흐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2개 신호, 그

리고 냉각장치 전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며 이들을 바탕으로 전원 장

치에 동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 전원 장치 제어

IVI(Interchangeable Virtual Instrument)는 표준 계측 및 측정 장치 드

라이버를 제조하는 주요 회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컨소시엄이며 규격을 나

타내는 용어이다. 기본 개념은 테스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엔지니

어가 컨소시엄에 소속해 있는 제조사에 의해 제조된 IVI 규격과 호환되는 장

치를 대체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의 변경 없

이 장치의 대체만으로도 테스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 드라이버는 제조사들에게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계측기 프로그래밍 작업을 아주 간단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도움

이 되며 또한 이러한 개념이 구현되는 계측 및 측정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

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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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전원 장치와 냉각 장치 제어 흐름도.  

사용하는 HP66xxA 계열의 직류 전원 장치의 제조사인 agilent는 IVI 콘소

시엄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COM 모델의 IVI 드라이버를 제공하여 

준다. 또한 NI(National Instrument)에서는 HP66xxA에 대한 C 모델의 IVI 

드라이버를 제공하여 준다.

IVI를 사용할 경우 미래에 필요한 고출력 레이저 발생을 위해 추가되는 

전원장치가 있을 경우 적은 비용과 시간만으로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

진다. 또한 실험 장치로서 다양한 실험에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 및 보

수 요구를 맞추기가 용이하다.

IVI는 소스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측정 및 실험 장치 제작사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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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직접 실험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만족

시키기 위한 수정이 가능해 진다.

그림 3-8은 사용자가 작성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계측기 하드웨어

를 IVI를 이용하여 제어할 수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

가 IVI 규격에 맞추어 작성한 클래스를 이용하여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것이

고, 두 번째 방법은 IVI 컨소시엄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일반적인 클래

스 인터페이스에 각 장치의 특이한 기능이 기술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제

어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COM(Component Object Model) 방식의 인터페

이스를 사용하여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것이다.

Application Program

IVI
(C or COM)

Custom
Specific
Driver

IVI-C
Class

Interface

IVI-C Class
Compliant

Specific Driver

IVI-COM
Class

Compliant
Specific
Driver &
Class

Interface

IO Library

Instrument Hardware

a b1 b2 c

그림 3-8. IVI를 이용한 Application 작성 방법.

현재 IVI 컨소시엄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일반적인 클래스 인터페이

스는 다음의 8가지가 항목에 대하여 정의 되어 있다.

   ① DC Power Supply

   ② Digital Multimeter(DMM)

   ③ Function Generator & Arbitrary Wave Generator

   ④ Oscill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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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Power Meter

   ⑥ RF Signal Generator

   ⑦ Spectrum Analyzer

   ⑧ Switch

즉 위에 항목에 해당되는 측정 및 계측 장치는 특정 제조사와 특정 모델

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 광이온화용 적외선 고체 레이저(DPSSL) 증폭기술 개발

광이온화용 적외선 고체레이저 증폭기술 분야에서는 2개의 150 W 급 

DPSSL 모듈을 사용하여 10 kHz의 펄스 반복율에서 37 ns의 펄스폭과 레

이저 M2 빔질인자가 10 이하인 210 W의 평균출력을 갖는 다이오드 여기 

적외선 펄스 고체레이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증폭계열의 발진

기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조건인 짧은 레이저 펄스폭과 저 M2 빔질인

자 값은 선형 레이저 공진기의 안정조건에서 US1 근처의 S2 안정영역을 이

용함으로서 가능하였다. 또한 증폭 레이저 시스템의 증폭기 모듈로 사용할 

수 있는 평균출력 400 W 급의 적외선 DPSSL 모듈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증폭계열에서 사용하기 위한 다수의 레이저 전원장치와 냉각장치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이 GPIB 카드를 이용하여 설계되었다.

     (1) 증폭계열용 DPSSL 발진기 시스템 개발

Tl 광이온화용 적외선 펄스 증폭레이저 시스템의 발진기로 사용할 목적으

로 2개의 150 W 급 DPSSL 모듈을 사용하여 적외선 펄스레이저 공진기를 

설계 제작하였다. 증폭계열의 발진기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짧은 

레이저 펄스폭과 저 발산각을 갖는 레이저 빔을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의 레이저 빔은 녹색광 레이저 발생에서 기술한 봐 있는 비대

칭 평면-평행 공진기에서 안정영역 S2에서 레이저를 동작시킴으로서 가능하

다. 이 영역에서는 거울거리가 d1<d2 이므로 짧은 거리 d1 쪽에 위치한 AO 

Q-스위치에 의해서 회절된 레이저 빔은 긴 거리 d2를 진행하는 동안 공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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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축에서 많이 벗어나 레이저 펄스폭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US1 

근처의 S2 안정영역에서 d2의 긴 거리를 갖는 출력경을 통해 나오는 레이저 

빔은 평형광의 형태를 가지므로 증폭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공진기 조건에서 10 kHz의 펄스 반복율에서 동작하는 210 W 의 

출력을 갖는 안정적인 적외선 레이저 빔 발생에 성공하였으며, 이때 측정된 

레이저 빔의 펄스폭은 아래 그림 3-9에 표시된 봐와 같이 약 37 ns 로 매

우 짧다. 우측 그림에서 나타낸 봐와 같이 레이저 빔의 공간분포도 등방적으

로 분포하여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높은 레이저 펄스 출력

을 얻기 위해서는 짧은 d1의 거리를 갖고 위치한 전반경의 손상 문턱에너지

를 높이거나 전반사경에서 레이저 빔의 모드크기를 증가시키는 공진기 구조

가 필요하다. 

그림 3-9. 레이저 출력 210 W에서 측정된 펄스폭 37 ns 인 오실로 그램

과             레이저 빔의 공간분포 모습. 펄스반복율 10 kHz, d1=150 

mm,                d2=200 mm

 

그림 3-10은 레이저 펄스 반복율 10 kHz에서 레이저의 출력 증가에 따른 

M2 빔질 인자 변화를 보인 것이다. M2 빔질 인자 값은 출력 100 W에서 6.1을 

보였으며 점점 증가하여 156 W에서 10.2로 최대값을 보인 후 다시 감소하여 

188 W에서 7.2, 204 W에서 9.1을 보여 M2 빔질 인자는 거의 10이하의 값을 

보임으로써 연구목표인 M2<10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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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출력 증가에 따른 M2 빔 질 인자 변화. 펄스반복율 10 kHz.

그림 3-11은 레이저 발진기의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그림 3-11. 적외선 레이저 발진기의 발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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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PSSL 증폭기 시스템 개발

그림 3-12는 당해연도에 증폭 레이저 시스템의 증폭기 모듈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된 평균출력 400 W 급의 적외선 DPSSL 모듈의 모습을 보여주

는 사진이다. 당초 계획에서 40 W 급의 선형 편광된 레이저 빔을 발생하는 

발진기를 사용하고 연속출력 400 W 급의 DPSSL 모듈을 개발하여 200 W 

급의 적외선 펄스 증폭시스템을 개발할 예정 이었으나, 1개의 발진기로부터 

230 W 이상의 펄스 출력을 얻어 연구목표인 적외선 펄스출력 200 W를 이

미 도달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발진기에서 사용된 2개의 레이저 모듈은 3.5 

mm의 작은 직경의 Nd:YAG 레이저 결정 봉을 사용하고 있어 고출력에서 

레이저 공진기의 거울이 손상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사용된 

제작된 400 W 레이저 모듈은 차기년도에 발진기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림 3-12. 설계 제작된 400 W 급의 DPSSL 레이저 모듈의 모습.

  (3) 시스템 전원 및 냉각계통 제어장치 설계

그림 3-13은 DPSSL의 운전에 필요한 주요 부분과 이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제어장치는 전원 장치, Q-Switch, 그리고 냉각 장치를 제어

하여 레이저 헤드를 동작시키고 발생한 빛을 측정하고 확인하여 각 장치를 운

전한다. 고출력 레이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추가되는 전원 장치는 IVI 규격

과 호환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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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DPSSL 냉각 계통 및 제어 장치 구성도.

그림 3-14는 냉각장치와 전원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 화면이다. 전원 장치는 3대를 동시에 운전하여 원하는 출력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IVI 클래스 인터페이스만을 이용하여 제어하였다. 또한 PC용 

디지털 입출력 보드를 이용하여 냉각기에서 발생하는 입출력신호 4개도 처

리하였다.

그림 3-14. DPSSL Operation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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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체화 전원기술 개발

고체화 전원기술개발 분야에서는 기존의 진공관식 스위치를 대체하는 고

체소자 스위치 개발연구를 수행하였다. 효율적인 충전을 위하여 인덕터식 충

전회로를 사용하였으며, 고체소자 스위치는 상용의 IGBT 스위치를 직렬로 

쌓아올려 내전압을 향상시켰고 자기펄스압축회로(magnetic pulse 

compression circuit)를 사용하여 전류 크기 및 펄스 상승률을 크게 향상시

켰다.

   (1) 고체화 펄스전원장치의 구성

가시광 레이저를 발진시키기 위해서는 고전압, 고전류의 펄스 폭이 매우 

짧은 펄스전원이 필수적이다. 가시광 레이저용 펄스 전원의 핵심 부분은 고

전압, 고전류의 초단 펄스 스위치이며 종래에는 사이라트론(thyratron), 대전

력 진공관 등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진공관식 스위치는 500 - 1500 

시간 정도로 수명이 비교적 짧으며 주변 회로가 복잡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진공관식 스위치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고체 소자화 고

전압 초단펄스 전원장치를 제작하였다. 장치의 구성도는 그림 3-15와 같다.

Magnetic Pulse CompressorSwitch Array

HVDC

L1 L2 L3

C1

C3C2

Ldis.

C0

Rc

Laser Tube

DcLc

Trigger
Pulse
Input

CB

Cpk

v1 v2 v3 vLPT

i1 i2 i3 iLPT

i chg,cB i chg.

v0

Magnetic Pulse CompressorSwitch Array

HVDC

L1 L2 L3

C1

C3C2

Ldis.

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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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Tube

Dc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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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v2 v3 vLPT

i1 i2 i3 iLPT

i chg,cB i c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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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고체화 전원 장치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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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에서 직류 고전압 전원 HVDC로부터 공급된 전류는 Lc, Dc,를 거

쳐 C1, C0를 충전시키고, 이후 트리거 펄스에 의해 스위치 어레이가 통전

(turn-on)되면 C0에 충전되었던 v0 전위의 전하는 LC 반전 (inversion)되어 

v1의 전위는 -2v0의 전위가 되며 이어서 C1, C0에 충전된 전하는 순차적으

로 C2, C3, Cpk를 거치면서 전류의 진폭이 증폭되고 전류 펄스폭이 줄어들면

서 레이저 플라즈마 튜브를 통해 방전되는 회로형태이다. 

개발된 전원장치는 인덕터 방식 충전회로를 사용하여 충전 손실을 최소화

하였다. 그림 3-16은 충전 전류의 모습이며 그림 3-17, 3-18은 펄스 전원

의 주요 부분 전압, 전류 파형이다. 그림 3-16에서 커패시터 뱅크 CB로 충

전되는 충전 전류의 진폭은 최대 4 A 이며 C1, C0로 충전되는 전류는 진폭

이 2 A 이고 펄스폭은 약 20 μs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7에서 v1이 0에

서 (-)전위로 상승하는 시간이 스위치 어레이가 통전하는 시간이므로 스위치 

어레이의 통전시간은 약 2 μs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17에서 고체화 전

원장치의 출력 진폭은 약 35 kV 이다. 그림 3-18은 전류 i1, i2, i3, iLPT를 측

정한 파형으로서 출력 첨두 전류는 500 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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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충전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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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펄스 전원의 주요 부분 전압 파형.

-1000 -500 0 500 1000 15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00

200

300

400

iLPT

i3

i2

i1cu
rr

en
t (

A
)

time (ns)

그림 3-18. 펄스 전원의 주요 부분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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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는 당해연도에 제작된 펄스 전원의 모습과 이를 이용하여 레이

저 플라즈마 튜브를 레이저 발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a)                                   (b)

그림 3-19. 펄스 전원 모습; 

(a) 레이저 발진 모습, (b) 충전회로 모습

표 3-1은 스위치 어레이의 정격이며 표 3-2는 고체화 전원장치 구성 요

소의 정격이다.

표 3-1. 고체소자 스위치 어레이의 구성요소 정격.

사용 IGBT 개수 40 개

개별 IGBT 최대사용전압 1.2 kV

전체 IGBT 사용전압 30 kV

개별 IGBT 개방최대전류 1 mA

최대 역방향 회복전하 0.28 μC

스너버 저항 360 kΩ

스너버 저항 손실 62.5 W

스너버 커패시턴스 (계산) 610 pF 이상

스너버 커패시턴스 (적용) 1000 pF

스너버 커패시턴스 손실 11.3 mJ/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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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고체화 전원장치 구성 요소의 정격.

심  벌 구성요소이름 정  격 비  고

HVDC 직류고전압전원 10 kV, 1 A MAX.

CB 커패시터 뱅크 0.1 μF, 20 kV

LC 충전용 인덕터

TDK PE38 toroidal 

cores, OD104xID80xt20, 

170 turns, 5개

DC 충전용 다이오드 IXYS DSEI60-12A 40개

Ldis 방전용 인덕터 260 μH

C0, C1 MPC 첫 번째단 커패시터 2 nF, 40 kV, each

C2 MPC 두 번째단 커패시터 1 nF, 50 kV

C3 MPC 세 번째단 커패시터 1 nF, 50 kV

Cpk 피킹 커패시터 1nF, 50 kV

L1 MPC 첫 번째단 가포화 인덕터

Ni-Zn toroidal cores

OD127xID81xt12, 3개 

90 Turns

L2 MPC 두 번째단 가포화 인덕터

Ni-Zn toroidal cores

OD127xID81xt12, 2개 

32 Turns

L3 MPC 세 번째단 가포화 인덕터

Ni-Zn toroidal cores

OD127xID81xt12, 2개 

11 Turns

RC 충전용 저항 50 ohm, 300 W

Laser Tube 레이저 플라즈마 튜브 GL-202M L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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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장가변 레이저 시스템 안정화

1.     파장가변 레이저 시스템의 출력 특성 및 안정성은 공진기 및 증폭기 자

체의 구성 및 시스템 성능 특성뿐만 아니라 펌핑용 레이저의 출력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미 2 단계에서는 고출력 파장가변 레이저 시스템 

개발 및 모듈화, 출력 특성 향상 연구가 수행되었고 3 단계에서는 개발된 

파장가변 레이저 시스템의 장시간 안정화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2.    본 내용에서는 파장가변 레이저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크게 두 측

면에서 특성 향상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하는데, 하나는 발진기 자체의 일

정한 온도 유지 및 자동 주파수 제어 시스템 구성을 통한 파장 가변 레이

저의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에 입사되는 고출력 펌핑용 레이저빔의 출력 특성 및 전송 특성을 향상시

킴으로써 파장 가변 레이저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3.    고출력의 펌핑용 레이저빔 전송이 필수적인 고출력 파장가변 레이저 

시스템의 전송 광학계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쉬운 방식인 거울을 

이용한 전송 광학계는 여러 개의 거울을 이용하므로 빔정렬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전송하는 빔의 출력이 커질수록 열에 의한 방향 이동이나 장

거리 전송에 의한 빔질 왜곡 등으로 파장가변 레이저의 출력 및 빔질 특

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파장가변 레이저의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 광섬유를 이용한 전송 광학

계는 이러한 저하 요인을 제거할 수 있으나 출력이 증가할수록 광섬유의 

열적 손상 및 전송된 레이저 빔의 다중 모드 왜곡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최적의 광섬유와 입․출력 광학계의 선택 및 개발, 

즉, 광섬유 전송기술을 개발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4.    고출력의 파장가변 색소 레이저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여기용 광원을 

고출력 레이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고출력의 펄스형 레이저 광을 이용

한 펌핑과정은 단위 시간당 펄스당 광 에너지의 집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효율적이지만 연속발진형 레이저에 비하여 출력되는 레이저 

펄스의 주파수, 선폭 및 출력에서 안정화된 시스템을 구현하기는 쉽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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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전단계의 연구결과의 하나로서 원자분광용 색소 레이저 시스템

의 발진 주파수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원자분광실험 반응챔버에서의 피드

백 신호를 이용한 바가 있었다. 주파수 잠금의 경우 색소 레이저의 발진 

주파수를 원하는 신호에 맞추어 신호가 극대화되는 조건에 최적화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진기 내부의 공기 흐름을 차단하

고 색소 용액의 온도 등을 안정화하여 발진 주파수의 변화요인을 제거하

여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 잠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레이저 시스템을 개

선하였다. 또한 레이저의 에탈론 간섭무늬를 모니터링 하고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함으로써 분광실험 중에도 레이저의 선폭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광섬유 전송, 주파수 안정화 

및 선폭 측정 장치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하여 파장가변 레이저 시스템 동

작의 안정성과 편의성에 성능향상을 이루었다.

   가. 광섬유 입출력 광학계 제작

5.     (1) 광섬유 입․출력 광학계 

6.

7.     광섬유 전송은 전반사를 이용한 도파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사빔의 

각이 core와 cladding 사이의 접면에서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광

섬유를 통과하는 동안 레이저빔이 cladding으로 유실되어 전송율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손실된 레이저가 cladding에서 흡수되어 열적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8.

n1

n2

n2

α

β
core

cladding

refracted ray
“leaky modes”

reflected ray

( n1 > n2 )

n

n1

n2

n2

α

β
core

cladding

refracted ray
“leaky modes”

reflected ray

( n1 > n2 )

n

9. 그림 3-20. 전형적인 광섬유 구조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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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βi0는 각 각의 광학 렌즈 사이의 Rayleigh range 이고, wi0 는 beam 

waist, Ri0 은 곡율 반경이다.

이 때 광섬유 앞에서의 빔 크기는 레이저 세기 (단위면적 당 출력 혹

은 펄스 에너지) 가 손상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광섬유의 손상을 

막고 빔 정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beam splitter를 이용해 CCD 카메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입사빔의 특성을 측정하여 이에 맞는 광학계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입․출력 광학계 장착을 위한 마운트는 대칭적인 구조를 위해 모듈형

으로 하였고 광섬유에 입사 혹은 출사되는 레이저빔의 특성 변화를 관측하

기 위해 또한 입사빔의 정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Beam splitter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설계도는 그림 3-23에서 보여준다. 

Top View

Side View Front View
Adjustable
lens mount

Beam splitter

Top View

Side View Front View
Adjustable
lens mount

Beam splitter

그림 3-23. 입․출력 광학계의 설계도

    광섬유 입․출력 광학계는 광섬유의 core 크기 및 입사 레이저 빔의 출

력에 따라 입사각도 및 입사빔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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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급 고출력 펄스형 레이저빔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입사면 혹은 광섬유 주변

의 공기나 먼지 등에 의해 발생될 충격파나 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냉각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출력 전송을 위해 광섬유의 크기는 

입사되는 레이저의 세기가 손상 한계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최소 크기는 다

음 식 (3-4)에서 구할 수 있다.

            ])[tan(sin
2

1
2

NAc
abKMd −=

π
λ

                         (3-4)

a : ratio of 86%-to-100% in the collimated beam

b : ratio of 86%-to-100% in the focused beam

c : desired fiber fill factor

NA : Numerical aperture ( < 0.2)

K : aberration of the optics  

다중모드의 경우, 반복율이 10 kHz인 평균 출력 100 W급 레이저를 전송하

기 위해 광섬유의 크기는 400 μm 보다 커야 하므로 구입이 용이한 600 μm, 

800 μm 혹은 1000 μm 크기의 광섬유를 이용해 특성 분석을 하는 것이 좋

다.

    (2) 녹색광 고체 레이저 빔 광섬유 전송 시험 및 특성 분석

    광섬유 전송 기술 개발의 주 목적은 파장가변 레이저 시스템에 주로 사

용되는 펌핑용 녹색광 레이저의 고출력 전송을 위해 적절한 광섬유의 사양

을 결정하고 이에 맞는 입․출력 광학계의 선택하여, 전송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득 물질에서의 펌핑 레이저의 위치 및 출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

고 빔의 균질도를 높임으로써, 파장가변 레이저의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고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최적의 광섬유 전송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입사

빔의 출력 특성에 따른 전송 효율을 높이고, 전송된 레이저빔의 모드도 이용

에 맞게 최적화시켜야 하는데 신뢰성 있는 전송 광학계를 구성하기 위

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레이저를 사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광섬

유 전송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입사빔의 특성을 먼저 분석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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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532 nm

평균 출력 75 W @ 10 kHz

반복율 5 - 25 kHz

펄스폭 < 160 ns @ 10 kHz

편향도 > 1000:1 수평선형편광

출력 안정도 (펄스에너지 안정도) < ±1% (< 1% rms)

공간 모드 다중 모드

빔 직경 5 ± 1 mm

빔 발산각 (beam divergence) 5 mrad

기존의 녹색광 고체 레이저는 반복율, 출력, 펄스폭, 등의 조절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기술 개발에 적합하다.

    녹색광 고체 레이저는 Nd:YAG 레이저를 이차 조화파 방출시킨 것으로 

Nd:YAG 레이저 공진기 내에 설치된 LBO crystal를 기본 파장인 1063 nm

의 빔이 통과하면서 발생된 532 nm의 레이저빔이 partial mirror를 통해 전

송된다. 이 레이저의 사양은 표 3-3에 나열하였다.

표 3-3. 녹색광 고체 레이저의 사양.

 

    그림 3-24의 출력 곡선 그래프에 의하면 평균 출력은 반복율 8-10 kHz

에서 최대이고 반복율이 감소하면 평균 출력은 급격히 감소된다. 이는 첨두 

출력 (Peak power)이 손상한계 이하로 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펄스폭이 140 

ns에서 70 nsec로 줄어드는 경우도 평균 출력이 약 72 W에서 약 42 W로 

감소되면서 첨두 출력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주어진 사양에 의하면 첨두 

출력은 약 100 kW 이하가 적당하고 반복율 및 펄스폭을 변화시키면서 입사

빔 조건에 따른 광섬유 손상 조건 및 전송율을 측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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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Pulse energy

, : 70 nsec pulse width
, : 140 nsec pulse width

  그림 3-24. 녹색광 고체 레이저의 출력 특성.

레이저 빔 광섬유 전송 시험은 다양한 입사 조건 변화에 따른 전송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입사 광학계의 구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고 원하는 사양이 결정되면 설계, 제작하여 다시 전송 특성을 재측정

하며 검증한다. 입․출사 레이저 빔의 출력, 펄스폭, 공간 모드는 각 각 

power meter, photodiode, CCD 카메라를 이용해 측정한다. 이론적 계산에 

근거한 변수 조합에 대한 특성을 측정 분석하여 최적의 입․출력 광학계를 구

성한다.

    녹색광 고체 레이저 빔의 광섬유 전송 특성 분석은 조절 가능한 입․출력 

광학계 시스템이 완성되면 가능하나, 그림 3-25에서와 같은 test set-up을 

이용하여 50 W 녹색광 레이저 빔의 시험 전송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사용한 

레이저 빔의 변수는 파장이 532 nm, 반복율이 6 kHz, 펄스폭이 50 ns이다. 

표 3-4에 나열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53 W의 레이저빔을 입사하여 core 

크기가 400 μm, step-index 구조인 실리카 광섬유를 3 m 통과한 레이저빔

의 출력이 약 44 W로 전송율이 약 84%가 되었다. 전송율은 광섬유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약 25 m 길이의 광섬유를 통과시켰을 때 전송율은 약 

81%로 측정되었다. 그림 3-26은 광섬유 전송율 측정 실험 장치 및 측정된 

레이저 출력값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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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100 mm

Optical Fiber

Power meter
f = 100 mm

Optical Fiber

Power meter

20.

21.그림 3-25. 광섬유 전송률 측정 실험 set-up.

표 3-4. 광섬유 길이에 따른 전송률.

Optical fiber length Input power Output power Transmission

3 m 53 W 44.4 W 84%

25 m 47 W 38 W 81%

22.

전송 출력전송 출력

그림 3-26. 광섬유 전송률 측정 실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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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장가변 색소 레이저 공진기 특성분석 및 선폭 안정화

    펄스형 색소 레이저 발진기를 구성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그것은 레이저 헤드(head) 부분, 파장가변 장치 제어 부분과 색소용

액 순환기 부분 등이다. 레이저 헤드는 출력경, 색소 셀, 펌프 광 집속렌즈, 

프리즘 빔 확대기, 회절격자 및 파장가변 거울 등으로 구성된다. 파장가변을 

위한 물리적 장치는 레이저 헤드의 하단부에 있고, 스텝모터에 의한 고감속 

기어로서 미세 조절되는 싸인바(sine-bar)가 파장가변거울의 각도를 변화시

킨다. 이를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전기적인 제어와 PC에서 S/W를 이용한 원

격제어 등이 있다. 레이저 헤드 부분에 공기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shielding 하우징을 장치하여 공기 turbulence등을 방지하였다. 또한 색소 

용액 순환기의 색소 용액 저장용기에서 온도감지용 thermo-coupler를 장착

하여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공랭식 냉각기 장치와 연결하여 색소 용액의 온

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공진기 주변 조건과 색소 

용액의 온도 등에 따른 출력 레이저의 선폭 및 주파수를 측정하고 분석하였

다.  

    펄스형 파장가변 색소 레이저 발진기는 반사형 홀로그래픽 회절격자의 

1차 회절 빔의 분산 특성을 활용하여 연속적 파장가변 및 선택이 가능하다. 

이러한 레이저 공진기 형태로서, 그림 3-27에서 보여 주듯이, 회절격자에 

레이저 빔이 비스듬히 입사되는 grazing incidence형 공진기인 GIM형 공진

기 구조를 선호한다. 회절격자에 비추어지는 빔의 길이가 길어질 때 공진기

에서 출력되는 색소 레이저의 선폭이 축소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따라서 

0.5 mm 색소 셀 gap으로부터 방출되는 형광 빔을 30배의 프리즘 빔 확대

기를 사용하여 늘이고 이를 회절격자에 입사시킨다. 다음의 공진기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레이저 출력과 선폭은 각각 200～500 mW와 1.5 GHz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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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7. GIM형 색소 레이저 공진기 구조.

    색소 레이저 발진기의 선폭이 수 GHz이내로서 좁은 선폭을 갖으며 발진

할 때 선폭의 변화 및 주파수의 흔들림을 없애주기 위하여 공진기 내부의 

온도 및 색소 용액온도를 안정화 시켜야한다. 따라서 색소 레이저 공진기의 

내부 온도 제어 및 공기의 불규칙한 흐름으로 인한 주파수 불안정을 방지하

고자 레이저 발진기 헤드 부분의 공기유입이 없도록 shielding 장치를 하였

고, 색소 용액의 온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갖춘 색소 용액 순환

기를 사용하였다. 그림 3-28은 온도변화에 따른 발진기의 주파수(파장) 특성

이다. 주변온도 제어로 인한 안정화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8. 안정화된 색소 레이저 발진기의 주파수(파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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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파장가변 색소 레이저 선폭 측정 장치

    GIM형 파장가변 색소 레이저에서 반사형 홀로그래픽 회절격자의 1차 회

절 빔은 레이저 공진에 사용되지만 0차 회절 빔은 출력빔으로 사용되지 않

고 있다. 그러나 레이저가 발진하는 경우에는 두 빔의 주파수 특성은 동일하

기 때문에 본 연구방법에서는 이 빔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레이저 출력의 

선폭을 모니터링 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3-29에서와 같이 회절격자의 0차 

빔을 에탈론에 렌즈를 이용하여 조사시키면, 다중간섭에 의하여 링 형태의 

줄무늬를 만들어 낸다. 이때 줄무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각각의 줄무

늬의 빛 세기를 CCD를 이용하여 인텐시티 프로파일링(intensity 

profiling)을 하여 FSR(Free Spectral Range)값과 연관하여 계산하면 된다. 

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S/W를 구성하였다.

              

                           Δν=νFSR(
r''

2
-r'

2

r22-r
2
1

)

           그림 3-29. 에탈론 간섭무늬에 의한 선폭 계산.

    광펌핑에 의한 색소 레이저 발진기는 펌핑 광의 공간적 위치 변화 혹은 

레이저 공진기의 주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라서 주파수 및 선폭 특성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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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변화한다. 분광학에 사용되는 파장가변 색소 레이저의 중요한 빔 특성 

중에서 선폭은 광반응 물질과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중요한 빔 질 인자이다. 

또한 선폭의 안정도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그림 3-30과 같이 발진기 내부에 에탈론을 이용한 선폭측정 장

치를 부착하여 놓았다. 이를 실시간으로 레이저 발진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에탈론의 간섭무늬로부터 선폭의 크기 및 시간변화

에 따른 선폭 흔들림 등을 알 수 있으나 대략적인 상태파악으로서 정확한 

선폭 측정값을 제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해연도의 개발에서는 이러한 에

탈론 간섭무늬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선폭을 계산하여 보여주는 

S/W를 개발하였다. 레이저의 종모드만을 모니터링 하던 수준에서 다음의 그

림 3-31과 같이 S/W를 이용함으로써 정량화된 값으로서 레이저 선폭을 측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림 3-30. 실시간 선폭 모니터링을 위한 장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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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1. PC에서 에탈론 이미지를 이용한 선폭 계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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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저 빔 진단 및 능동제어기술 개발 분야

  가. 레이저 빔 파면 측정 장치 정확성 및 속도 향상

    전년도에 개발된 레이저빔 파면왜곡 측정 장치인 Shack-Hartmann 센서

의 파면측정 속도를 30 Hz에서 60 Hz로, 분해능을 0.2 파장에서 0.1 파장

(633 nm 기준)으로 향상시켰다. Shack-Hartmann 센서의 측정 속도는 영상

획득 속도와 영상처리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상획득 카

메라 장치를 120 Hz progressive 카메라로 교체하고, 영상처리는 전용의 

MIL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써 수 ms 수준의 고속 처리를 실현하여 파면

측정 속도를 향상시켰다. 파면측정 분해능은 광학계의 분해능을 높이는 방법

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측정범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영상처리 과정을 통해 SW적인 sub-픽셀 분해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sub-픽셀 분해능은 기준 data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

다. 그림 3-32는 파면측정 장치 모습이고 그림 3-33은 분석 SW 주화면 이

며 표 3-5는 파면센서의 광학계 및 영상처리에 사용한 카메라의 사양이다.

그림 3-32. 파면측정 장치 광학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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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Shack-Hartmann 파면측정장치 광학계 사양.

구 분 사 양

Array Lens (AL)
Monolithic Lenslet 14x14, f:45mm, pitch:500 m 

material:BK7

측정 분해능 Pixel 분해능: 1/3 파장, Sub-pixel 분해능: 1/12 파장

측정 범위 Sub-aperture 단위에서 ± 20 pixel 기울기(6.7 파장) 측정

Sensor Imager 1/2" progressive scanning interline transfer CCD

Pixel cell size
648(H) × 484(V)

9.0 μm × 9.0 μm square pixels

Scanning speed
60 Hz(double speed) non-interlace

120 Hz two-row scanning

TV resolution 500(H) × 484(V) lines

그림 3-33.파면측정 프로그램 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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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된 Shack-Hartmann 센서의 Sub-픽셀 분해능은 피라미드형 창과 계

층적 경계값을 결합한 노이즈에 강하면서도 정밀한 고속 파면 측정 알고리

즘을 개발함으로써 1/4 픽셀의 분해능을 구현하였다. 배열렌즈와 CCD 센서

를 장착한 하트만 파면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파면 왜곡을 측정하는 기술에

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에러는 CCD 픽셀의 유한 크기와 배열 렌즈의 크기 때문에 생

기는 점영상의 찌그러짐에서 발생되는 에러이다. Shack-Hartmann 센서는 

배열렌즈의 sub-aperture 안에 들어가는 파면이 균일하다고 보고 그 중심을 

찾는 방식이므로, sub-aperture 안에서도 파면왜곡이 있을 경우 이것의 평

균값이 나타나므로 에러의 요인이 된다. 두 번째 에러는 검출기에서 발생되

는 읽기 노이즈에 의한 에러이다. 이것은 디지털화 에러(digitization error)

라고도 하는데, 공간과 깊이 측면에서 모두 발생한다. 세 번째 에러는 카메

라의 기저노이즈에 의한 에러로, CCD 카메라의 영상은 파면을 측정하기 전

에 제거하여야 할 DC 성분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 DC 바이어스 성

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측정된 파면 정보에는 점영상 중심 방향으로의 바이

어스 에러가 포함되게 된다. 레이저빔의 파면왜곡을 측정하기 위한 하트만 

센서의 하드웨어 부품들이 고정되고 나면 앞에서 언급한 유입 노이즈들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효과적인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노이즈의 영향을 줄일 수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에러를 줄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측정 분해능을 향상시켰다.

    하트만 센서를 사용하여 획득한 하나의 파면 영상은 여러 점영상들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파면 영상 내에서 각각의 점영상들은 그림 

3-34에 보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픽셀 강도값을 갖는 점영상들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 점영상은 심하게 왜곡이 되어 그림 3-35의 (나)

에 보이는 바와 같이 픽셀 강도값의 변화가 심하면서도 더 이상 가우시안 

분포의 특성을 갖지 못하는 균형이 무너진 점영상이 될 수 있다. 그림 3-35

의 (가)는 왜곡이 없는 점영상을 보여준다. 그림 3-34와 그림 3-35에서 좌

측 영상은 점영상의 3차원 형상이며 우측 영상은 2차원 형상이다.

    그림 3-36은 하트만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한 그림 3-34의 점영상들 중

심 위치에서 X축 방향으로의 선형프로파일이다. 그림 3-36의 선형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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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가장 낮은 픽셀 강도 분포를 갖는 점영상의 중심에서의 선형 프로파일

이며, 여기서 최대값은 36이며 최소값은 15이다. 그리고 선형프로파일 E는 

가장 높은 픽셀 강도 분포를 갖는 점영상의 중심에서의 선형 프로파일이며, 

여기서 최대값은 208이며 최소값은 17이다. 그림 3-36에서 선형 프로파일 

B, C, D에 대한 최대 픽셀 값은 60, 105, 169 이고  최소 픽셀 값은 17, 

15, 16이다. 또한 그림 3-34의 선형 프로파일 E의 1차 회절 패턴 영상에서 

최대값은 32이다. 그림 3-36에 보이는 바와 같이 하트만 센서 내부에 있는 

CCD 카메라의 배경 바이어스 노이즈는 점영상들의 픽셀 강도값 변화에 관

계없이 항상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점영상에서 0차 회절 패턴 

영상의 픽셀 강도값은 고차 회절 패턴 영상 부분의 픽셀 강도값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 여기서 0차 회절 패턴 영상의 S/N비는 고차 회절 

패턴 영상의 S/N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높다.

    일반적으로는 CCD 카메라에 획득되는 파면영상에 대해 하나의 경계값

을 빼줌으로써 카메라의 배경 DC 노이즈를 제거한다.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 

할 경우에, 만약 그림 3-36에서 경계값을 35로 설정한다면 선형 프로파일 

A의 중심점 위치는 11이고, 이 값은 오직 하나의 픽셀 값에 의하여 중심점 

위치가 결정되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이터로 인하여 많은 에러가 포함되

어 있다. 그러므로 카메라의 배경 DC 노이즈를 제거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최소 경계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안정되면서도 정밀한 파면 왜곡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7은 하나의 파면 점영상에 대하여 25부터 50까지의 25개의 경

계값을 사용하여 카메라의 바이어스 노이즈를 제거한 후 중심점을 추출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기존의 파면측정 알고리즘은 카메라의 

바이어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경계값에 따라 중심점의 위치가 크게 변

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계값의 변화에 따라 중심점을 기준으로 

불균형 창이 씌어진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파면 점영상에서 고차의 회

절패턴 영상 부분이 노이즈 영향을 크게 민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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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다양한 픽셀 강도값을 갖는 점영상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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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왜곡에 의하여 변형되는 점영상의 형상.

그림 3-36. 픽셀 강도값 변화가 있는 점영상에 대한 선형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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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경계값 변화에 따른 중심위치 변화.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빔의 파면을 기존의 파면측정 알고리즘에 비하여 

정밀하면서도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피라미드형 창과 계층적 경계값을 

결합한 정밀 고속 파면 측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카

메라의 바이어스 노이즈를 정밀하게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고차 회절패턴 영

상의 영향을 제거함으로서 함으로써 정밀한(0.1λ) 파면측정을 고속(60Hz)으

로 수행할 수 있다. 개발된 이 알고리즘은 다양한 형태의 왜곡을 갖는 파면 

형상을 안정적이면서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발된 계층적 파면측정 알고리즘은 첫 번째 단계에서 식 (3-5)와 식 

(3-6)에 보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경계값을 사용하여 두 가지 종류

의 파면 영상을 획득한다. 

I
a
x,y=Xx, y-TH 1                                (3-5)

I
b
x,y=Xx, y-TH 2                                    (3-6)

여기서 I ax,y와 I bx,y는 파면 영상의 (x, y) 위치에서의 출력 값이고 X x, y

는 입력 값이다. 또한 TH 1과 TH 2는 CCD 카메라의 바이어스 노이즈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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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기 위한 경계값이다. 개발된 파면 측정 알고리즘은 경계값 TH 1을 카메

라의 바이어스 DC 노이즈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차 회

절 패턴 영상도 일부 제거할 수 있는 큰 값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TH 2는 카

메라의 바이어스 DC 노이즈를 정밀하게 제거하면서도 고차 회절 패턴 영상

은 보존할 수 있는  값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경계값 TH 1 은 항상 경계

값 TH 2보다 큰 값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개발된 파면 측정 알고리즘은 식 (3-7)과 식(3-8)을 

사용하여 0차 반복 순서에서 각 점영상들의 중심점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출

한다.  

P
0
x=

∑
N

y = 0
∑
N

x = 0
I
a
x,y × x

∑
N

y = 0
∑
N

x = 0
I
a
x,y

                           (3-7)

P 0
y=

∑
N

y = 0
∑
N

x = 0
I ax,y × y

∑
N

y = 0
∑
N

x = 0
I
a
x,y

                           (3-8)

   여기서 NxN은 사용하는 탐색창의 크기이며 이는 사용자에 의하여 초기

에 설정되는 각 점영상의 전체 탐색영역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된 알고리즘은 식 (3-9)과 식 (3-10)을 사용하

여 반복적으로 세밀하게 중심점 위치를 추출한다.

S
i
x=

∑
w/2

y =-w/2
∑
w/2

x =-w/2
I
b
'

x,y × x

∑
w/2

y =-w/2
∑
w/2

x =-w/2
I b

'

x,y

                     (3-9)

S
i
y=

∑
w/2

y =-w/2
∑
w/2

x =-w/2
I
b '

x,y × y

∑
w/2

y =-w/2
∑
w/2

x =-w/2
I
b
'

x,y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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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i는 반복 순서 번호이며 WxW는 탐색창의 크기이다. WxW는 파면 

점영상의 고차회절 패턴 영상을 포함하지 않은 탐색 영역으로 항상 NxN보

다 작은 값이다. i번째 반복 중심점 추출 순서에서 창의 중심 위치는 i-1번

째에서 추출된 중심점 위치( P 0 x +  ∑
i- 1

k= 1
S kx , P 0 y +  ∑

i- 1

k= 1
S ky)이며 식 

(3-9)와 식 (3-10)에서의 픽셀 강도 값 I
b '

x,y
는 I

b
x,y

로부터  픽셀 간격으

로 보간 된 값이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중심점 위치

는 식 (3-11) 및 식(3-12)과 같다. 여기서 M은 사용자에 의하여 설정되는 

최대 반복 추출 횟수이다.

P x = P
0
x +  ∑

M

k= 1
S
k
x
                               (3-11)

P y = P
0
y +  ∑

M

k= 1
S
k
y
                               (3-12)

   그림 3-38은 위치 이동이 정밀한 tip/tilt 거울을 사용하여 X축 방향으로 

일정한 동일 간격씩 정밀하게 이동시킨 후 획득한 레이저 빔의 파면 점영상

에 대하여 X축 방향으로의 중심점 위치를 추출한 결과이다. 20개의 점영상

에 대하여 각 단계별 평균 이동량에 대한 표준편차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사

용한 경우에는 0.071이었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은 0.031이었다. 

   그림 3-39는 위치 이동이 정밀한 tip/tilt 거울을 사용하여 Y축 방향으로 

일정한 동일 간격씩 정밀하게 이동시킨 후 획득한 레이저빔의 파면 점영상

에 대하여 Y축 방향으로의 중심점 위치를 추출한 결과이다. 20개의 점영상

에 대하여 각 단계별 평균 이동량에 대한 표준편차는 기존의 알고리즘을 사

용한 경우에는 0.087이었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은 0.048이었다. 본 실험결과

와 그림 3-38, 그림 3-39의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파면측정 알고리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

수한 측정정밀도와 선형 특성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 154 -

그림 3-38. 중심점 추출 선형 정확도 비교.

그림 3-39. 중심점 추출 선형 정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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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색 빔 실시간 진단 및 중첩도 분석장치 개발

    전년도에 개발된 레이저빔 진단 장치의 성능을 개선하여, 다색 레이저

빔의 영상을 동시에 획득하고, 각 빔의 위치, 세기, 반치폭, 출력 등을 실시

간 분석/기록하며, 이들 레이저빔들 간의 중첩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색 빔 

중첩도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림 3-40은 다색 빔 진단 중첩도 분

석장치의 화면 구성이다.

    개발된 시스템은 영상처리 보드(Meteor2-Standard/Meteor2-MC, 

Matrox Inc.)를 사용하여 최대 8대의 흑백 카메라와 2대의 RGB 카메라의 

영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3파장 레이저빔의 중첩도를 측정하

기 위하여 3채널 단위로 동시에 영상을 측정하고 3파장의 빔의 중첩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3-40. 다색 빔 진단 중첩도 분석장치의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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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은 다색 빔 중첩도 실시간 분석장치의 신호처리 순서도를 보인 것

이며 신호처리 순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3-41. 다색 빔 중첩도 실시간 분석장치의 신호처리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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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설정: 사용자는 시스템의 초기 상태에서 현재 컴퓨터에 설정된 영

상처리 보드의 종류와 입력 장치로 사용하는 흑백 혹은 칼라 카메라의 종류

를 설정한다. 또한 사용자는 초기 상태에서 차후 획득될 영상들과 데이터 파

일들을 저장할 하드디스크와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 있다. 

- 사용할 입력 장치 번호 설정 : 본 시스템은 3파장 레이저 빔의 중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3채널 단위로 동시에 영상을 측정할 수 있게 

장치를 구성하였다. 사용자는 각 채널마다 3가지 종류의 파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측정된 레이저 빔 영상은 사용자에 의하여 주어지는 기본파일 이름

에 추가하여 채널 번호와 파장 번호 및 획득번호가 추가된 파일 이름으로 

하드디스크에 사용자가 지정한 디렉토리에 저장된다.

- 측정 주기 설정 : 사용자는  설정된 주기(초～시간) 간격으로 측정되는 영

상과 통계데이터는 자동으로 하드디스크의 설정된 디렉토리에 저장된다.

- 진단 및 측정, 분석 조건 설정 : 측정주기를 시간, 분, 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는데, 최고 속도는 5 Hz 이다. 연속 반복적으로 다색 레이저 빔의 중

첩도 data를 측정/저장할 수 있는데,  저장 간격을 측정주기의 배수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동시에 획득된 다색 레이저빔 영상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상호 중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심화, 문턱치 설정, 정규화 등의 영상 편

지 기능을 갖는다.

- 영상 편집 기능 : 동시에 획득된 다색 영상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상호 중

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영상들의 조건들을 동일하게 일치시켜야 한다. 

․중심화 : 중심화 기능은 측정된 레이저빔 영상의 가장 밝은 영역의 부위를 

영상의 중앙으로 위치시키는 기능이다. 

․문턱화 :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은 15-20 level 정도의 노이즈 성분을 갖는

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한 경계값을 전체 영상에 대하여 감산하는 기능

으로 카메라의 기저 바이어스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정규화 : 3채널에 입력되는 빔들의 세기의 비가 다르기 때문에 정규화 기능

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빔 영상 폭의 크기와 비율로 전체 영상을 조

종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All 정규화 : 이 기능은 전체영상을 사용자가 설정한 비율만큼 전체 영상

을 정규화 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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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 반전 및 Y-축 반전 : X-축 및 Y-축 반전 기능은 영상을 각 축 방향

으로 위치를 서로 반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X-축 이동 및 Y-축 이동 : 이동 기능은 사용자가 설정한 픽셀 수만큼 X축

과 Y축 방향으로 영상을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발된 다색 레이저빔 중첩도 측정 시스템은 각각의 획득된 영상에 대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영상편집 기능을 수행한 다음 상호 중첩도를 계산하고 이

를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하며 컴퓨터에 기록한다.

- 중첩도 분석 기능 : 사용자는 획득한 레이저 빔 영상들을 수정없이 직접 

중첩도를 계산하는 절대비교 기능과 레이저 빔 영상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

호 중첩도를 비교하는 중심비교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 데이터 디스플레이 및 관리 : 획득된 영상과 측정된 데이터는 화면상에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되며, 사용자가 지정한 하드디스크의 디렉토리에 파

일형태로 저장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저장된 데이터를 재 로딩하여 세부

적으로 중첩도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

- 가상 칼라링 : 사용자는 256색상의 가상 칼라링 기능을 사용하여 수정된 

영상에 대하여 추출된 정보별로 칼라링을 한 후 이를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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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광반응 생성물의 분석 및 회수 기술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가.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2 단계(‘00-’02)까지 본 연구는 레이저에 의한 안정 동위원소 제조 공정

에서 질량분석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가동시켜서 안정적인 성분비

를 유지시키고, 생산된 안정 동위원소를 고감도로 분석하여 원자분광 시스템

의 성능을 평가하고 분리장치의 성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 데 기여하여 왔다. 질량성분비에 의한 레이저 파장 안정화 기술은 Gd 안

정 동위원소 제조기술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고, 추출판 표면분석 및 용액 

회수처리 기술등은 Gd 및 Yb 안정 동위원소 제조에 적용되었다. 또한 신속

한 추출판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여, 안정동위원소 제조 공정의 최적화를 위

한 실험 파라메타의 변화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일조

하 다. 

금번 3 단계(‘03-’6)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기술들을 보다 고도화시켜서 안

정 동위원소 제조공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제조되는 최종 생산물의 품질

을 향상시켜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 단계에서 Gd 안정 동위원소 제조에 적용시켜서 성공적인 결

과를 보여준 질량분석 데이터의 feedback에 의한 레이저 파장 안정화 기술

을 3 단계에는 Yb, Tl 및 Sr 안정 동위원소 제조 공정에도 각 공정의 특성

에 맞게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Yb 안정 동위원소의 경우 파

장가변의 범위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Gd의 10 배 정도 미세) 보다 정

한 제어기술이 요구되며, 2 단계에서 보다 제어속도 면에서도 5 배 이상 향

상된 파장제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제 안정 동위원소 분리장치 설계에 많

은 기여를 한 기술 중의 하나는 추출판을 직접 분석하는 기술이다. 전기적

으로 가속되어 추출판에 흡착된 생산물들을 화학적인 처리 이전에 미리 레

이저 용발(ablation) 및 TOF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표면 성분을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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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분리장치 설계 및 제조 조건 최적화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다. 

3 단계에서는 2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출판 전 역에 대한 위치

별 성분분포를 자동으로 측정가능하게 하며, 추출판의 깊이별 성분 분포도 

측정함으로써 추출판 전극의 전압 등 분리장치 조작에 보다 다각적인 데이

터를 분리제조팀에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당해 단계에는 외부에 용역을 주

었던 회수처리 용액의 분석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 한다.  아울러 생산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극미량 불순물의 분석 및 

제거기술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광반응 공정 및 추출판에 부착된 생성물을 실시간으로 분석․감시하고 화

학처리를 통해 제품의 순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비용적으로는 전체 공정의 

10∼20% 정도이지만 제품의 부가가치는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주요한 공정

이다. 예를 들면 의료용 RI 생산에 사용되는 안정 동위원소의 순도가 90%인 

경우와 95%인 경우, 그 상품가치는 2배 정도가 된다. 다시 말해서 고부가가

치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순도가 높은 원료물질(안정 동위원소)이 

필요한 것이다.  2 단계에서 획득한 지적재산권 중의 하나는 질량성분비 

feedback에 의한 레이저 파장 안정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유사한 동일 공정

에 적용가능한 산업적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관련 소

프트웨어들이 이미 등록된 상태에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환경 분석기술은 감도(sensitivity)나 활용성 면에서 기존

의 분석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 방사성물질 분석감도에서 레이저 기술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백만배 정도 예민하며, 그 분석대상도 수질, 토양 뿐만 

아니라 대기질 (원격 방법) 에 대해서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

라는 원자력 발전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뚜렷한 대안이 

없는 한 원자력 발전비중은 늘어갈 전망이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 관련 시

설의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럴 경우 사회문화적인 관심이 환경 문제와 

연계될 가능이 우려된다. 

레이저 기술이 가지는 탁월한 분석능력은 환경오염 예보 능력을 제공한

다. 인체에 향을 미치기 훨씬 전에 이미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다. 고감도 레이저 분석기술은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 및 환

경오염 물질의 고효율 분석에 일조를 할 수 있으며, 첨단분석기술의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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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1) 국외

광반응 생성물의 실시간 분석 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안정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미국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ORNL) 및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 러시

아의 Kurchatov 연구소 및 분광학 연구소 (IOS), 일본의 JAERI 및 NIKEN 

등은 본 연구 관련기술 개발에 20 여년의 연구 투자를 수행하여 왔으며, 현

재는 안정적인 시스템 개발 단계에 돌입하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ORNL에서는 질량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관련 연구 인력이 수

십명이 될 만큼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체 시료

에 대한 직접 분석법으로서 레이저 용발에 의한 표면분석 방법이 널리 연구

개발되고 있다. 광반응 생성물을 회수하고 추출하는 화학 공정은 이미 상당

한 수준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회수율도 90% 이상으로 고도

의 회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2) 국내

광반응 생성물의 분석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전 단계부터 본격적으

로 연구개발하여 왔다. 대과제에서 수행하는 다른 세부과제들과 연계하여 레

이저의 파장변화를 장시간 안정화시켜서 생산되는 안정 동위원소의 조성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생성물의 회수 효율을 극대화하며, 추출판에 부착된 

생성물의 조성을 신속하게 측정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하 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광이온화 생성물의 실시간 분석용 고분해능 질량분석

기술, 레이저 파장 안정화 기술 및 고효율 회수처리 기술은 대과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안정 동위원소 제조 시스템의 장시간 작동 및 생

성물의 고품질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치이다.

지난 단계에서 본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된 주요 기술 및 장치들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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ꋮ 질량분석 데이터의 Feedback에 의한 레이저 파장 안정화 기술 

ꋮ 3색 레이저 파장 안정화 알고리즘

ꋮ 고속 데이터 획득 시스템 및 Feedback 장치

ꋮ 플라즈마 추출판의 레이저 용발 분석용 TOF 질량분석장치

ꋮ 이온 반사 시스템 및 소형 질량분석 기술

ꋮ Yb 및 Gd 용액시료의 효율적 회수처리  공정

ꋮ 용액상태 희토류 원소 시료의 산화 반응 공정

ꋮ 기체시료의 레이저 유도 광음향 미량분석 기술

   다. 현 기술상태의 취약점 

     (1) 추출판의 직접 분석 기술 분야 

화학적인 전처리 과정없이 추출판 표면에 흡착된 동위원소들의 성분을 실

시간으로 분석하는 기술 (레이저 용발에 의한 질량분석기술) 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국외 전문잡지에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논문들을 많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용적인 면에서 아직 추출판의 크기가 소형으로 제

한되어 있고, 추출판 전체에 대한 2차원 성분분포 정보를 얻을 수 없음은 기

술의 실용화를 위해서 타개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금번 단계에서는 원형 추출판을 그대로 사용하며 분석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명이온화 방법을 도입하고, 추출판에 흡착된 불순물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석기술도 복합적으

로 활용하고자 한다. 

     (2) 광반응 생성물의 화학적 회수처리 및 용액 분석기술 분야 

추출판에 흡착된 생성물을 적절한 산 용매에 녹여서 산화물, 질화물, 금

속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화합물로 생산하는 기술은 이미 2 단계 (‘00-’02)

에서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리그램 수준의 소량의 시료를 취급하는 과

정에서 생기는 불순물의 존재는 생산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금번 

단계에서는 이러한 불순물의 농도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산화물



- 163 -

의 회수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2 단계에서는 추출판을 녹인 용액에 대한 분석이 자체적으로 용이하지 

않아 외부 부서에 의뢰함으로써 많은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 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희토류 원소에 대한 정량 분석을 형광 분석장치 및 전자빔 이온

화 질량분석장치 (EIMS) 를 이용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이 병

행될 때 동위원소 제조와 관련된 분석기술이 자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질량성분비 feedback에 의한 레이저 파장 안정화 분야

레이저의 파장을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동위원소 분리

공정에서 온도 등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용이하게 일정한 

질량성분비를 유지시키는 방법은 온라인 질량분석장치에서 나오는 신호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2단계에서 이미 핵심기술이 확립되었고 가돌리

나움 동위원소 제조공정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금번 단계에서는 이의 활용을 더욱 확장하여 이테르븀 안정 동위원소 제

조공정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이 공정이 가돌리늄 공정과 다른 이유는 레이

저 파장의 선폭이 10배 이상 좁으므로 분해능이 아주 높은 제어 방법을 사

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이온빔에 의한 고체시료 분석기술 분야

이 기술은 이번 단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기술로서 2단계에서 추출판의 

분석과정에서 흡착된 이온들이 추출판 표면에서 상당히 깊은 위치까지 도달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이에 대한 보다 세 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

다. 추출판 표면뿐만 아니라 깊이별 성분 분포에 관한 정보는 분리장치 설

계 파라메타 설정 및 동위원소 분리효율 제고에 결정적인 실험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온빔은 빔 제어가 비교적 세 하여 작은 깊이 범위에서 데이터

를 얻는데 매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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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목표

가. 최종목표

 - 질량성분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파장안정화 시스템 현장 적용 

- 광반응 생성물의 고감도 질량분석 기술 고도화 

- 광반응 생성물의 고순도 회수처리 기술 개발 

나.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추출판의 직접 분석 

  기술 개발

•생성물 회수 처리 및 

  질량 성분 제어기술

  현장 적용

•고체시료 분석 기술 

  고도화 연구

•원형 추출판의 레이저 용발 질량분석 공정 연구 : 

  자동 시료도입 장치 포함 

•용발 이온의 장거리 이동 및 제어기술 개발 : 

  수 m 전송 실증 

•불순물 분석용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측정기술

  개발 ( Echelle spectrometer 200-1000 nm,     

         분해능: < 0.5 nm)

•형광법에 의한 희토류 정량분석 기술 개발 :

  용액시료의 자체 분석기술 확보 

•질량성분비 Feedback에 의한 고분해능 파장제어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2채널 색소 레이저 제어

•이온빔 발생 제어 및 특성 연구 : 이온빔의 

공간적/시간적 분포 특성 연구)

•스퍼터링 이온의 조건에 따른 고체시료의 

중성원자 발생 특성 연구 : 중성원자  발생 효율 

50% 이상

 



- 165 -

3. 연구개발 내용 

가. 추출판의 직접분석 기술 개발

   (1). 레이저 용발 질량분석 공정개선 연구

     (가) 원형 추출판 시료도입 장치 개선

  원형 추출판의 실시간 질량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림 4-1과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판을 원형대로 장착하여 질량분석이 가능하도

록 원형 시료장착장치를 설계하 다. 이 장치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하

으며 레이저 빔은 45도 각도로 시료표면에 입사되도록 하 다. 시료의 크기

는 시료장착장치에 설치한 adapter를 이용하여 폭이 1 에서 3 cm, 길이는 약 

30 cm 까지 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시료의 2 차원 표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linear motion feedthrough를 설치하 으며, 이 

장치를 이용하여 추출판 시료의 상하 움직임이 약 3 cm 이상 되도록 하

다. 

그림 4-1. 원형시료 장착 장치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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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원형 추출판 분석장치의 세부 설계도.

  시료장착장치는 step motor에 의하여 회전될 수 있도록 하여, 시료 표

면의 공각적인 성분분석이 가능하도록 하 다. 레이저가 표면에 조사된 후 

발생되는 플라즈마를 분석하기 위해서 소형 이온추출 전극 어셈블리를 장착

하 다. 이온추출 전극 어셈블리는 총 7개의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5 

인치 플렌지의 내부에 장착되도록 하 다. 레이저 용발에 의하여 발생된 플

라즈마는 레이저 빔의 표면에의 입사각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우 넓게 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발생되는 플라

즈마를 최대한도로 이온검출기에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이온추출전극 어셈블

리를 가능하면 시료표면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출판 

시료표면과 이온ㅌ추출전극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레이저에 의하여 발

생되는 플라즈마에 의하여 전극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 5 m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실험하 다. 그

림 4-3은 이 제작된 장치의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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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원형시료 장착 장치의 실제 사진.

  원형시료 장착 챔버는 TOF (Time-of-flight) 질량분석 장치와 연결되어

서 이온의 성분 분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flight tube와 시료장착 챔

버 사이에는 2.75 인치크기의 플렌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진공장

치가 필요하 다. 따라서 150 l/s의 펌핑성능을 갖는 터보펌프와 이를 보조하

는 mechanical pump를 추가로 부착하 다. 또한 챔버 내의 진공도를 모니터

링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진공게이지를 부착하 다. 레이저 빔은 그림 4-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Spectra Physics 모델 GCR-150으로부터 발생되는 532 

nm 및 355 nm를 주로 사용하 다. 레이저 빔은 챔버에 도입되기 전 여러 

개의 거울을 거쳐서 초점거리가 25 cm 인 렌즈를 통하여 다양한 빔 크기

로 시료 표면에 조사되도록 하 다. 전체 시스템의 실제 모습은 그림 4-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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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레이저를 포함한 원형시료 분석 시스템.

그림 4-5. 레이저를 포함한 원형시료 분석 시스템의 전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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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출판 제어시스템 구성

  추출판의 위치에 따른 동위원소 분포를 분석하는 것은 추출시스템의 성

능검사 및 재설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원형 추출판을 자동으로 넓은 범

위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서 추출판 회전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를 컴퓨터

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이를 위하여 386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

동되는 CPU를 콘트럴러로 이용하 다. 제어기는 테크마스사에서 제작된 386 

컴퓨터(MICRO386)와 인터페이스용 보드인 MYIO보드를 이용하 다. 사용된 

IO 보드는 16비트의 츨력단자는 두개의  HC74273에 의하여 출력된다. 주 컴

퓨터에서는 시료의 회전양과 레이저를 시편에 조사하는데 필요한 펄스 수 

및 대기시간 그리고 총 이동거리를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시스템 제어용 프

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추출판 분석 시스템에 적용하 다. 주 컴퓨터와 제

어장치는 RS232C로 연결되어 상호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제작하 다. 그

림 4-6은 사용된 제어용컴퓨터와 IO보드가 장착된 모양을 보여준다. 

 

그림 4-6. 추출판 분석용  제어시스템 구 및 장착된 모습.

그림 4-7은 LA-MS용  Nd:YAG 레이저를 구동하기 위하여 레이저의 플래쉬 

램프를 구동하는 장치와 Q-switching 회로를 동작시키는 두개의 펄스 신호 

및 기타 신호를 제어하는 순서도를 나나낸다. 트리고 신호는 레이저 제어뿐

만 아니라 ADC 회로 동기 신호도 동시에 제어하도록 하 다. ADC 신호 트리

거는  레이저가 동작된 후 수십μsec 시간이 경과한 후에 동작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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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레이저가 동작한 후 원하는 시편을 용발시키고 다시 TOF-MS에 신

호가 검출되는데  수십 μsec 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너무 빨리 트리

가 신호가 입력되면 불필요한 MS 신호가 입력되어 신호 처리에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원하는 질량 신호만 보고 싶을 경우에는  ADC를 

동작시키는 트리거 신호도 스위칭 신호와 동시에 출력되어 원하는 질량 신

호를 자동으로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8은 제작된 모터 및 여러 

동기신호 제어용 H/W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모터는 오리엔탈사의 

PK243-01A로 2 상(phase)방식의 모터를 사용하 다. 

시작 Lamp On Delay 278 usec

ADC ON

Q-switch On Delay 1 usec

끝

MoveCOUNT ?

Count=++

Y

N

시작시작 Lamp OnLamp On Delay 278 usec

ADC ON

Q-switch On Delay 1 usec

끝

MoveCOUNT ?

Count=++

Y

N

그림 4-7. 모터 및 기타 시스템 제어를 위한 순서도.

그림 4-8. 시편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장착한 스텝모터와 제어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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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형 추출판의 질량분석 실증 결과

   Gd의 원형 추출판을 장착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질량분석 연구를 수행

하 다. 우선적으로 레이저 빔이 시료의 한 부분에 지속적으로 조사됨에 따

른 이온신호의 측정 결과를 연구하 다. 그림 4-9에 레이저 빔 조사 횟수에 

따른 질량분석 신호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Laser shot 수는 각

각의 그래프당 300번 정도 이다. 즉 B는 A를 측정한 후 30초 후 (레이저 반

복율: 10 Hz)에 측정한 것이고, C는 B를 측정한 후 30초 후에 측정한 것이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레이저가 시료 표면의 동일한 부분을 지속적으

로 조사할 경우 이온신호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레이저 빔의 현태가 Gaussian 이어서 ablated된 표면이 평면이 아니고 

Gauss 커브 형태로 존재하여 발생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의 경우에는 표면

에 증착되어있는 Gd 시료의 두께가 얇아서 일정시간 후에는 시료의 양이 적

어서 발생하는 것이 더 큰 효과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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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레이저 빔을 시료의 한 부분에 지속적으로 조사하 을 경우에 

          레이저 펄스 수에 따른 Gd 산화물의 질량분석 스펙트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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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발 이온 장거리 전송 및 집속기술 개발

     (가) 가속전압 변수 측정

  기존에 레이저 용발 질량분석 시스템에서의 이온 비행거리는 약 160 cm 

정도 이었다. 그러나 원형시료도입장치를 부착하 기 때문에 거리는 약 30 

cm 가 늘었고, 이에 따라서 이온의 가속 전압, 집속 전압 등의 변수가 달라

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 분석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온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 고, 이를 바탕으로 질량분석 연구를 수행하 다. 기존 챔버

에서 사용하 던 이온가속 전압은 2.5 kV 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 kV~ 

5.0 kV 사이에서 변화를 가하면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4-10에 이온

가속전극에 따른 질량분석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대상시료는 Gd가 증착

된 추출판이었으며, 원형 시료 도입장치에 장착하여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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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이온가속 전압에 따른 Gd 시료의 질량분석 스펙트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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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질량분석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이온가속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질

량분해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질량분해

능은 최소 200 정도 이었으며, 이정도의 분해능에서는 Gd 시료를 비롯한 란

탄계 원소의 동위원소 분석에 별 문제없이 적용할 수 있었다. 그림 4-11에 

이온가속 전압에 따른 질량분해능을 나타내었다. 가속전압이 높을수록 질량

분해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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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이온가속 전압의 변화에 따른 Gd 질량분석 스펙트럼의 분해능  

              변화.

     (나) 이온 집속 장치 개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이온성분 측정 방법은 time-of-flight 방법으로서 

이온의 비행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질량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시료에 레이저 빔이 조사되어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가 형성될 때 일정한 

정도의 가속 전압을 가해주고 이들 이온들이 일정한 거리 (약 200 cm)를 비

행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이온들의 비행시간이 길기 때

문에 공간적으로 이온들을 집속시켜 주어야 분석 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온 집속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온 운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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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12, 4-13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의 이온집속 정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4-12의 경우 이온이 제대로 집속되어서 이온 검출

기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13에서는 이온의 집속도

가 현저하게 감소되어서 이온검출기에 도달하는 이온의 개수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이온의 장거리 전송 및 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온 발생 및 집속 장치의 전압들을 조절하

다.

Vs =  4.5 kV
HV1=1 kV
HV2= 0  V
HV3= 2 kV

N=10 ions
X=1.6538 gu
Y=16.8086 gu
Z=77.0848 gu
KE=+0.0 eV
Delta y= 1 gu

HV1 HV2 HV3Vs
Y

Z

HV1 HV2 HV3Vs
Y

Z

그림 4-12. 이온 집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온 시뮬레이션 결과.

           (이온이 제대로 집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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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   3.0 kV
HV1= 2.7 kV
HV2= 0 V
HV3= 2.1 kV

Y

Z

HV1 HV2 HV3Vs Vs =   3.0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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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1= 500V
HV2= 1 kV
HV3= 2 kV

Vs =  3.0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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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3. 이온 집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온 시뮬레이션 결과.

                (이온 집속이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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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순물 분석용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측정 기술 개발

     (가) 광역파장 측정용 광학계 설계

  레이저를 이용한 고체 분석 기술 중의 하나인 LIBS(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기술에서 넓은 대역의 파장에서 그 신호를 얻고

(수 백 nm 이상) 또한 충분한 분해능(0.5nm이하)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일반적인 회절판은 낮은 차수의 회절 파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효율

이 넓은 대역에서 좋지 않고 충분한 분해능을 얻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Echelle 회절판을 이용하여 분광계를 구성하

고 그 성능을 검증하 다. 사용된 에셀(Echhelle) 분광기는 44 line/mm, 브레

이즈 앵 이  70도 이고 그 크기는 46x92x16 mm
3 이다.  

 분해능은 회절판뿐만 아니라 센서의 크기, 프리즘, 조준경 등에 다라 민

갑하게 변한다. 원하는 역에서 충분한 분해능을 얻기 위하여 센서의 크기

와 카메라의 초점거리, 조준경의 크기 및 직경 등도 한께 설계에 고려하

다. 고체 시료분석용 센서는 일반적으로 ICCD(Intensified CCD)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크기와 분해능은 ICCD를 결상하는데 필요한 카메라 렌즈의 성능

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 회절판과, ICCD, 그리고 카메라의 렌즈의 사양이 

결정되면 전체 분광기의 사양을 결정할 수 있다. 즉 회절판에 의한 각 분산

(angular dispersion)과 ICCD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해능을 

얻는 데는 카메라 렌즈의 초점 및 수차가 매우 중요하다. 즉 원하는 파장

역에서 FSR (Free Spectral Range)에 의한 위치분산 (position dispersion) 

이 ICCD의 크기보다 작고 각각 다른 차수 사이는 프리즘에 의하여 충분한 

분해가 이루져야 한다. 

 시스템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회절판에 입사되는 레이저는 브레이

즈 각도로 입사되어야하면 프리즘은 회절판에 의한 파장분리가 있는 후에 

있는 것이 좋다. 이론적인 분해능은 회절판의 사양, 프리즘에 의한 분산, 그

리고 ICCD의 픽셀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LIBS 신호를 

분광계에 입사시키는 광학계의 수차와 입사되는 신호의 구멍슬릿(pinhole 

slit)의 크기, 그리고 구멍슬릿을 통하여 입사된 신호를 평행광을 만들고 다

시 ICCD로 입사시키는 여러 광학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러 파장에서 동시에 수차를 줄이고 CCD의 다른 점으로 맺히는 각 파

장의 초점 크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력되는 신호를 평행광으로 바꾸는 

조준경과 회절판에서 회절된 빛을 다시 초점에 모우고 이를 다시 평행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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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꾸는 장치 역시 색수차와 구면수차가 없는 비포물경(off-axis 

parabolic mirror) 구성하 다. 이렇게 구성된 광학계는 렌즈를 이용한 광학

계에 비하여 색수차와 구면 수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의 분해능을 높이는데 좋다. 그림 4-14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광학계의 개략적 위치와 각 광학계에서 빔의 전파 특성을 

Optikwerks 광학계 설계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린 것이다.  ICCD에서

의 초점 크기는 비축광학계(off-axis parabolic mirror)와 회절판 그리고 프리

즘등의 모든 수차와 카메라 렌즈의 수차를 고려한 것이다.  카메라 렌

즈는 6 개의 광학계로 구성되며 색수차와 비축광학계와 거울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차를 보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Grating Off-Axis Parabolic Mirror

Off-Axis Parabolic 
Mirror

Prism

Camera 
Lens

ICCD

Grating Off-Axis Parabolic Mirror

Off-Axis Parabolic 
Mirror

Prism

Camera 
Lens

ICCD

(a) 광대역분광계의 개략적 광학구조.

(b) 컴퓨터계산에 의한 광선 추적 결과.

그림 4-14. 시스템의 구성도 및 광선 추적법에 의한 빛의 경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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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는 같은 차수에서 얻어지는 3 개 파장 481nm, 475nm, 485nm의 

초점크기와 CCD에서 상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481nm 는 카메라의 중심

부로 입사되어 CCD의 중앙에 맺히는 상으로 그 크기가 회절한계 이하가 됨

을 알 수 있다.  이 크기는 일반적인 ICCD의 픽셀 크기와 유사한 크기로 프리

즘에 의하여 y 방향으로 분산되는 다른 차수의 파장과 겹침 현상이 나타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 481.04nm 의 경우   (b) 475.63 nm 경우   (c) 485.23 nm 경우

그림 4-15. 회절판에서 같은 차수를 지닌 몇 가지 파장의 ICCD 상에서의 

           위치 및 상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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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순물 분석용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측정기술 개발

        ① 플라즈마 측정 광학계 검정 및 성능 검사

  고분해능 분광기의 성능을 이론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광기

를 구성하 다. 그림 4-16은 설계된 분광기의 핵심부품을 이용하여 얻은 2 

차원 파장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4-17에서 (a)는 횡축으로 자른 단면을 보인 

것이고 (b)는 종축으로 자른 단면을 보인 것이다. 광원은 Xr 아크 램프를 

사용하 다. y 축 방향은 프리즘에 의한 분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각각은 다른 차수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각각의 차수는 

픽셀 상에서 충분히 일어나고 있다.

그림 4-16. 개발된 분광기로부터 얻은 2 차원 파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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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 축 단면

(b) Y 축 단면

그림 4-17. 개발된 분광기로부터 얻은 2 차원 파장분포 단면.

그림 4-18은 시스템의 분해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광원으로 헬륨레이저와 

Nd:YAG 레이저 제 2조화파 (532 nm)를 이용하여 얻은 것이다. X-축 방향

의 분산은 회절판의 분산으로 532nm의 경우 FSR(Free Spectral Range)를 

고려할 때 그 분해능은 약 0.5 nm 이하가 됨을 알 수 있다. Y 축 방향의 단

면은 프리즘에 의한 분산을 나타내며 532 nm와 633 nm 사이에 약  6 개의 

프린지(Fringe)가 존재하며 각각의 프린지는 FSR 만큼의 파장차이가 존재한

다. 각각의 프린지 사이엔 약간의 배경 신호가 존재하고 있으나 충분히 분해

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시스템의 분해능은 0.5 nm 정도이고 또

한 측정 범위가 수 백 n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분광기보다 넓은 

역에서 더 좋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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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18. 532 nm 와 632.8 nm를 이용하여 얻은 파장 (a)와 532nm에서 

           얻은 횡축 단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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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시료에 따른 플라즈마 발생 특성 연구

  추출판의 성분분석은 동위원소비의 측정과 함께 총량분석도 매우 중요

하다.  총량분석 혹은 불순물의 분석에 사용되는 LIBS 방법과 동위원소 비

를 측정하는 LA-MS 방법은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수십 MW/cm
2 이상의 고에너지가 필요한 반면 후자의 경우 수 MW/cm2 이

하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여야한다. LA-MS 의 경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입사되면 플라즈마가 과도하게 발달하여 그 크기, 입자들의 속도분포 등의 

문제점을 포함하게 된다.

  LA-MS 방법과 LIBS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출판의 동

위원소비, 총량 그리고 불순불의 양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추출

판의 상태변화를 아는데 중요하다. 이 방법은 차후 화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하는 금속을 추출할 경우 순도 문제를 포함할 뿐 아니라, 추출판의 설계 

및 보정에도 중요한 데이터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레이저의 에너지 변화에 

따른 LIBS 신호의 시간적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플라즈마의 동력학을 이해

하는데도 중요하며 불순물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림 

4-19는 레이저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LIBS 신호를 관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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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레이저의 출력 도 변화에 따른 Gd 원소의 발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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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00 MW/cm2 이하에서는 플라즈마의 발생이 미미

하며 LIBS 신호를 관측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LIBS 신호를 관찰하기 위

한 이러한 문턱치는 비선형적인 현상에 의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금속의 종

류에 관계없이 거의 같은 파워 도에서 비슷한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다. 

LIBS 신호 특성은 레이저 조사 후 시간적으로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LIBS 

신호를 관측하는 시간은 금속이온이 중성상태가 되고 다시 들뜬 상태에서 

안정상태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4-20은 플라즈마의 시간적 

나타낸 것이다. 그림은 레이저가 조사된 직후에는 발광되는 금속이온의 파장

이 거의 연속적임을 알 수 있으며 150 nsec 시간이 경과한 후부터 중성원자

에 의한 발광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값은 원소의 종류와 레이저 에

너지 등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원소의 경우에 연속 스펙트럼

이 없어지는 시간에 발광 신호를 획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LIBS 신

호를 얻기 위하여 이득 제어가 가능한 ICCD를 사용하 으며 그림은 100 

nsec의 시간동안의 신호를 적분한 것을 나나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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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ICCD 의 gate 시간에 다른 Gd의 LIBS 신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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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MS 에 사용되는 이온센서는 10-5 Torr 이하에서 동작하는 반면 LIBS 

신호는 주로 발광원소의 퀜칭 문제와 플라즈마 발생 효율 그리고 일반 공기

에 의한 발광선의 간섭문제 때문에 버퍼가스가 존재한 상태에서 스펙트럼을 

얻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LIBS 신호와 LA-Ms 신호를 동시에 얻

기 위하여 플라즈마 발생공간의 압력을 낮추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하며 

기압에 따른 LIBS 신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림 4-21은 He 

버퍼가스를 대기압에서부터 10
-3 기압까지 맞추면서 얻은 LIBS 신호를 나타

낸 것이다. 초기 대기압 상태의 헬륨가스 상태에서 그 압력을 낮추면 LIBS 

신호는 점점 감소하다가 어느 수준 이하에서는 더 이상 감소가 일어나지 않

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초기 플라즈마 발생은 

버퍼가스와 금속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버퍼가스가 어느정도 플라즈마 발생

에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버퍼가스의 압력이 줄어들면 순

수하게 금속만이 초기 플라즈마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LIBS 신호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진공상태에서 LIBS 신호를 측정하

는 것은 간섭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레이저에 의한 시료의 

열령향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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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기압에 따른 LIBS 신호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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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레이저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한번의 램프 동작과 두 번의 Q 스위치 

동작으로 두개의 레이저를 수십에서 100 마이크로초 간격으로 나누어 동시

에 조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성을 위하여 두 대의 레이저

를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조사하여 그 두 펄스 LIBS 시스템의 응용 가능

성을 검토하 다.  그림 4-22는 큰 펄스 에너지를 가진 레이저를 작은 에너

지로 나누어 시간 간격을 두고 시편에 조사하여 LIBS 신호를 얻은 결과이

다. 두 레이저 사이의 시간 지연은 첫 번째 펄스에 의하여 형성된 레이저 플

라즈마의 물리광학적  상태에 따라 두 번째 펄스의 시간 지연이 정해짐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약 10 μsec 정도에서 가장 좋은 LIBS 신호

를 얻을 수 있었다. 두 레이저 사이의 사간 간격이 너무 짧으면 첫 번째 레

이저에 의하여 발생한 플라즈마 때문에 두 번째의 레이저가 금속 혹은 플라

즈마 내부로 충분한 흡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플라즈마 표면에서만 일어나

기 때문에 LIBS 신호가 오히려 작음을 알 수 있다. 플라즈마 표면에서 일어

나는 이러한 흡수 현상은  첫 번째 레이저의 출력과 시료의 종류 등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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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두 레이저 사이의 시간 지연에 따른 LIBS 신호크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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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LIBS 신호 특성변화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특성변화를 연구하 다. 그림 4-23은 알루미늄을 시료로 

사용하여 대기압 상태에서 LIBD 신호 특성을 두 대의 레이저 펄스를 사용

하는 경우와 하나의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나타낸 것이다. 두 대

의 레이저 에너지 합은 하나의 레이저의 그것과 같으며, 사용한 에너지는 각

각 20 mJ 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에너지가 큰 하나의 펄스를 이용하

는 것에 비하여 레이저의 에너지를 나누어 조사하는 경우 분광학적 분해능

이 좋아짐을 볼 수 있다. 또한 두 대의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 알루미늄 이온

에 의한 분광 신호도 함께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의 펄스를 이용

하는 경우 레이저 조사후 1 μsec 이후에 ICCD의 gate를 열어 얻은 것이고 

두개의 펄스를 이용하는 경우 두 번째 레이저 조사후 1 μsec 이후에 ICCD를 

이용하여 신호를 열어 얻은 것이다.  하나의 레이저를 이용하는 경우에 

신호에 포함된 배경 이온신호가 큰 이유는 레이저의 에너지가 상대적

으로 두 대의 레이저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크기 때문이다. 

     (a) Single 펄스 레이저                (b) Double 펄스 레이저

그림 4-23. Single 펄스 레이저와 Double 펄스 레이저에 의하여 발생한   

              LIBS 신호의 특성.

두 대의 레이저를 동시에 이용하여 LIBS 신호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의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이온 상태의 발광신호를 관측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레이저에 의하여 금속원자가 다시 국부적으로 이온화되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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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두 번째 레이저가 금속 표면의 원소를 증발 및 이온화 과정을 통

하여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것과는 다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

호가 관측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큰 에너지의 하나의 레이저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적은 플라즈마 도를 지니나 효율적으로 금속원자가 이온화 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24는 발광 파장이 625nm 근처에 있는 알루미늄 시료의 LIBS 

신호 특성을 보여준다. (a)는 40 mJ 레이저 하나를 사용한 경우이고 (b)는 

두 대의 20 mJ 레이저를 사용한 경우이다. 같은 알루미늄에서 발광 파장이 

다를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ICCD 의 게이트는 각각 400, 800, 

1000 nsec의 시간 지연을 두고 실험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큰 에

너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는 경우 배경이온 신호의 크기가 작고 분

해능이 좋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작은 에너지의 레이저로 시

편을 용발시키고 이를 다시 이온화 시키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면 적은 

에너지로도 LIBS 신호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a) Single 펄스 레이저             (b) Double 펄스레이저

그림 4-24. Single 펄스 레이저와 Double 펄스 레이저에 의하여 발생한 

           LIBS 신호의  광학적 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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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금속에 대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

다. 그림 4-25는 Gd와 Cu의 플라즈마 형광 신호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Gd의 경우 다양한 역에서 다양한 스펙트럼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Cu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순한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량 분석시 신

호 검정(normalization) 및 존재 유무를 쉽게 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Gd의 경우 다양한 파장 역에서 그 발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금속 

원소와의 간섭이 존재할 수 있어 정량 분석시 이를 고려하여야한다. 다양한 

물질의 정량분석을 위하여 모재에서 특정 원소는 LIBS 신호를 규격화

(normalization) 하는데 필요하고 규격화가 이루어진 후 규격화에 사용된 원

소의 발광신호와 원하는 금속의 발광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원하는 불순물의 

도를 알 수 있다. 

센서의 게이트 시간지연은 레이저의 펄스에너지, 챔버의 압력, 그리고 시

료의 종류, 발광 스펙트럼의 파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 그림 4-26에

서 알 수 있듯이  약 1 μsec 이후부터 LIBS 신호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

이며, 또한 원소의 종류와 펄스에너지에 따라 다르나, 너무 일찍 게이트를 

작동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a) Gd의 LIBS 신호           (b) Cu의 LIBS 신호

그림 4-25. 여러 종류의 금속에서 얻은 플라즈마 발광(emission)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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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ICCD 센서의 시간 지연에 따른 LIBS 신호의 크기 변화.

나. 생성물의 회수처리 및 질량성분 제어기술 현장 적용

   (1) 희토류의 정량분석 연구

 

     (가) 최적 흡수 파장 측정 연구

 

본 세부과제가 속한 대과제에서는 Gd, Sm, Tl, Yb 등 주로 란탄계 원소들

의 안정 동위원소 제조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세부과제에서는 제조된 안

정 동위원소의 성분 측정연구를 수행하여 제조된 결과물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한 실험을 주로 수행하 다. 이를 위해서 흡수분광 스펙트럼 및 형광분

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여러 가지 란탄계 원소들에 때한 최적 흡수파장의 선

택은 용액시료에 대한 형광분석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란탄계 

원소들 중 관심의 대상이 되는 7개의 원소에 대하여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측정에 사용된 시료는 ICP 표준용액 및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표준용액들로서 1,000 ppm의 농도를 갖고 있는 것이었다. 용매

로는 3% 질산이 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원소들은 Gd, Yb, 

Sm, Y, La, Eu, Er 등 이었다. 이들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을 UV-VIS 

spectrometer로 측정한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295 nm 역에서 매우 큰 

흡수선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390~500 nm 역에서는 세기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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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대상 원소 흡수선 파장 (nm)

Gd 472, 490, 521

Yb 412, 441, 490, 522

Eu 377,396, 412

Er 365, 377, 396, 412

Y 412, 441, 490, 522

La 387, 397, 412

Sm 365, 376, 404, 415, 464

흡수분광선들이 몇 개씩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일반적으로 란탄계 원

소들은 4f 족에 있는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고, 용액 중에서는 3

가를 띄고 있기 때문에 흡수 분광선들이 그림 4-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로 선폭이 좁은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4-27. 몇몇 란탄계 원소들의 흡수 스펙트럼. 

 본 연구에서 측정한 295 nm 역의 흡수분광선은 그림 4-27의 분광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선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시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

용된 질산이나 물에 의하여 향을 받은 흡수선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390~500 nm 역에 나타나는 흡수선을 대상으로 형광분석 연구를 수행하

다. 각 원소들마다 나타내는 흡수선들의 파장을 다음 표 4-1에 나타내었다.

표 4-1. 여러 가지 란탄계 원소 용액들의 흡수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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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실제로 흡수 분광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Eu 및 Er을 제외하고

는 매우 약한 흡수선 만을 측정할 수 있었다. Stewart와 Kato는 그림 4-2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란탄계 원소들에 대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

하여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시료들에 대하여는 Er이 379.3 

nm, Eu가 약 393 nm, Sm이 약 400 nm, Dy가 약 365 nm 및 386 nm,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Yb, Gd, Y, La 등에 대한 데이터는 측정되지 않았다. 일부 

원소들을 제외하고는 흡수선들의 세기가 매우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자료와 발표된 논문으로부터 얻은 자료

를 이용하여 몇몇 원소들에 대한 형광분석을 수행하 다. 

     (나) 란탄족 원소의 형광분석 연구

        ① Er의 형광분석 연구

   Er 용액에 대한 형광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형광여기 스

펙트럼을 측정하 다. 형광스펙트럼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장치는 

Fluoremeter (Edmond Science model   )로서 시료 여기용 광원으로는 

Xenon lamp를 사용하고 2 개의 monochromator를 사용하여 형광여기스펙트

럼 및 형광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형광의 수명을 측정할 

수 있도록 microsecond 및 nanosecond 펄스를 갖는 램프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4-28에 이 장치의 전체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4-28. 란탄계 용액의 형광분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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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9에 형광여기스펙트럼 중 일부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0 nm 및 340 nm 역에서 큰 흡수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흡수분광스펙트럼 측정결과로는 366 nm와 377 nm에서 흡수스펙트럼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림 29에서 볼 수 있는 형광스펙트럼은 

366 nm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림 Er 시료의 농도를 1,000 

ppm, 100 ppm, 10 ppm, 1 ppm, 100 ppb 까지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결과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340 nm 역이 형광여기스펙트럼을 측정하기에 적당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1 ppm 이하의 농도도 정량분석

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0 240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50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Emission monitoring : 420 nm

Fl
uo

re
sc

en
ce

 in
te

ns
ity

 (a
rb

. u
ni

ts
)

Excitation wavelength (nm)

 1,000 ppm
 100 ppm
 10 ppm
 1 ppm
 100 ppb

그림 4-29. Er 시료의 형광여기 스펙트럼.

  형광여기 스펙트럼을 통하여 여기 파장을 확인하 으므로, 여기 파장을 

340 nm로 하고, 형광스펙트럼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4-30에 나타

내었다. 이 스펙트럼은 emission monitoring monochromator의 slit폭을 500 

μm로 하여 측정한 것이다. 슬릿의 크기를 줄일수록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분

해능은 향상시킬 수 있으나, 형광신호의 크기도 비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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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당한 상호 보완적인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시료를 여기시키는 데에 

사용한 excitation monochromator의 slit은 최대 (약 3 mm)로 열어주고서 실

험을 수행하 다. 그림에서는 400 nm 역과 680 nm 역에서 형광세기가 

큰 신호를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680 nm 역에서 나타나는 형광신호는 

여기파장의 2배인 파장에서 나타나고, 용액 시료의 농도가 진함에 따라서 신

호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서 진짜 형광신호는 아니고, 여기에 사용된 빛의 

2nd order가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r 시료의 경우 그림 4-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340 nm 역의 형광선을 정량분석에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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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0. Er의 형광스펙트럼. 여기파장은 340 nm, slit은 500 μm.

  Gd의 경우에는 그림 4-31와 그림 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광측정 

파장을 400 nm와 525 nm로 변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용액시료의 농도에 따

라서 형광의 세기가 변화하는 것은 350 nm 역에 나타나는 형광선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그림 4-31은 525 nm, 그림 4-32는 400 nm에서 형광을 측정

한 것이다. 따라서 Gd 용액시료의 정량분석에는 350 nm 역에서 나타나는 

형광선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Samarium (Sm)의 경우에는 

excitation spectra와 emission spectra를 모두 측정하 다. 그림 4-33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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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escence excitation spectra를 나타내었는데, 340 nm 역에서 가장 

세기가 큰 심호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fluorescence 

emission spectra를 측정하 으며, 그 결과를 그림 4-34에 나타내었다. 

400~410 nm 역에서 가장 큰 형광신호가 측정되었다.   

그림 4-31. 다양한 농도의 Gd 용액에 대한 형광여기 스펙트럼. 

  그림 4-32. 다양한 농도의 Gd 용액에 대한 형광여기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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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다양한 농도의 Sm 용액에 대한 형광여기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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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4. 다양한 농도의 Sm 용액에 대한 형광여기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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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량성분비 Feedback에 의한 고분해능 파장제어 장치개발

     (가) Feedback 파장제어 프로그램 개발 

  그림 4-35는 색소 레이저의 파장을 미세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색소레이

저에 설치된 에탈론의 제어 시스템의 사양을 보여준다.  에탈론의 각도를 변

화시키면 파장이 바뀌게 되는데, 각도 변화는 모터에 가해지는 펄스 수에 비

례하게 된다. 그림에 의하면 0.007nm 파장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펄스 수는 7000 개의 전기적 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도가 어느 한계점을 지나면 다시 원래의 파장으로 돌아오기 때문

에 제어를 위하여 사용하는 최대 펄스 수를 제한한 하도록 구성하 다.

   그림 4-36은 개발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은 질량신호

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부분과 원하는 질량신호의 총

량을 계산하여 그 시간적 변화를 표시하는 부분, 그리고 원하는 동위원소의 

질량과 다른 규격화(normalization)용 동위원소의 질량을 산술 연산하여 원하

는 물리량을 추출하여 표시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의 Feedback 

제어용 프로그램을 Yb 추출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새롭게 개발

하 으며, 이에 필요한 변수들을 프로그램 메뉴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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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제어변수에 따른 레이저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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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개발된 프로그램의  메뉴의 종류 및 실제 파상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나) 질량성분비 Feedback 제어용 색소레이저 컴퓨터 제어

  개발된 프로그램을 Yb 추출시스템에 장착하 다. 그림 4-37은 장착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은 크게 모터드라이버, 프로그램, 질량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ADC 그리고 질량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로 구성된다. 

모터 드라이브는 상용 시스템을 이용하 으며, ADC는 고반복율로 동작하는 

레이저 시스템에 맞도록 ADC 시스템 내부에 기억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

어서 원하는 레이저 펄tm 수만큼 질량신호를 획득한 후에 주 컴퓨터에서 한

꺼번에 데이터를 옮겨 오도록 구성하 다.

Locking Unlocking L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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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7. 개발된 프로그램을 Feedback 시스템에 적용하는 모습.

그림 4-38은 색소레이저 파장제어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의 질

량신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파장제어가 있지 않는 경우 수분(2분)의 시간

에서 그 질량신호의 양이 80 % 이상 급격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으나, 파

장 제어가 이루어지면 질량신호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함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파장변화는  레이저 공지기 주위의 온도 변화가 주 원인으로 다른 요

인에 의한 파장제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a) 파장제어를 하지 않을 경우          (b)파장제어를 한 경우 

그림 4-38. 레이저 파장 제어가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서 TOF 질량분석장치의 신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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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체시료 분석 기술 고도화 연구

  본 연구는 고체시료의 표면분석에 있어서 깊이 분성을 포함하는 3차원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추진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대신 

이온빔을 시료원자 발생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 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 

착수 1차년도인 당해연도에는 이온빔 발생장치의 제원 선정, 이온빔 발생장

치의 도입 및 구성, 이온빔의 특성 연구, 이온빔 스퍼터링을 이용한 중성원

자 발생 조건 연구 등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온빔을 이용한 표면분석 기술은 이미 SIMS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 를 통하여 많이 알려져 왔다. 특히 이온빔은 레이저에 비하여 

깊이 분석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고

체시료 및 추출판의 3차원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온빔을 사용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온빔으로 중성원자를 발생시킨 후, 이들 중성원자

를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이온화 시키는 단계가 한 개 추가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1) 이온빔 발생장치의 제원 선정

  본 연구에서 필요한 이온빔 발생장치는 약 5 kV 정도의 가속 에너지를 

가지며, 이온빔의 집속이 가능하고, 공간적 스캔이 가능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이온빔 발생장치는 제작 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매우 다양한데, 본 연구에

서 선택한 모델은 Nonsequitur Technologies사의 1403 모델이었다. 다음 

표에 이온빔 발생장치의 제원을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기체시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온빔의 크기도 최소 20 μm 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     능 성     능 기      능 성     능

적용 거리 35 mm 이온빔 크기 20~250 μm

이온빔 에너지 5 kV 이온빔 전류 15~300 μm

스캔 거리 4 x 4 mm 이온빔 도 30~95 mA/cm2

사용가능 기체 He, Ne, Ar 중성원자 제거 3도 t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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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온빔 발생장치의 구성

이온빔 발생 장치는 다음그림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4-39. 이온빔 발생장치의 외부 모습.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온빔 이외에 발생되는 중성원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온빔의 이동경로 중 일부를 약 3도 정도 구부려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온빔 발생장치의 내부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 그림 4-40과 같

다. 기본적으로 2 개의 필라멘트가 장착되어있으며, 발생된 이온빔을 집속

시키고, 공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이온빔

의 자유로운 제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내부는 고진공 (10
-6 torr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4-40. 이온빔 발생장치의 내부 정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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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의 실제 모습을 그림 4-41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오른쪽 그림에 

있는 2.75“ 크기의 진공 플렌지는 이온빔 발생장치를 진공으로 유지하기 위

해서 진공펌프를 연결하는 곳이다.

  

그림 4-41. 이온빔 발생장치의 세부 모습.

   (3) 이온빔을 이용한 중성원자 발생장치의 구성

  이온빔 발생장치를 이용하여 고체시료의 표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온빔에 의한 중성원자 발생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 이 실험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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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그림 4-42에 보는 바와 같은 장치를 구성하 다. 6“ 진공플렌지가 부

착된 스테인레스 스틸 챔버에 이온빔 발생장치를 장착하고, 이 장치의 반대

편에는 linear motion feedthrough에 부착된 시료장착 장치가 설치되었다. 제

작된 시스템의 진공도는 1x10
-6 torr 정도 로 실험에 적당한 진공도를 유지

하 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중성원자 발생 연구를 수행하 다.

이온빔 발생
전원공급

진공펌프

이온빔
발생장치

시료장착

이온빔 발생
전원공급

진공펌프

이온빔
발생장치

시료장착

그림 4-42. 이온빔에 의한 중성원자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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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레이저를 이용한 극미량 분석기술은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

업, 환경산업, 식품산업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원천적인 기

술이다. 미량의 시료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극미량 분석 분야는 점점 더 산업

적인 요구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 정도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

게 되면 원자력 산업의 기술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의 기여도 지

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수출도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광반응 생성물의 분석 및 회수기술은 고순도의 안정 동위원소를 제조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기술일 뿐 만 아니라, 노후 원자력시설의 원격 제염 및 표

면정화, 미세입자의 극미량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핵물질 오염 측정 및 사찰

기술 개발에도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핵물질 사찰기술은 미세입자를 분석하고 이들 입자들 각각의 성분 

및 동위원소비를 분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들만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로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하게 훈련된 전문가들만

이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이온빔을 이용한 

고체시료의 분석기술은 추출판의 깊이에 따른 동위원소 분포도를 측정가능

하게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핵물질 사찰기술과 같은 첨단 분석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개발이 완료되면 미세입자의 고감도 질량분석 분야에 있어서 소규모의 연구

비만 투자되어도 선진국과 동등한 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

된다. 

레이저를 이용한 표면 분석과 용발 기술은 원자력 시설에 사용된 다양한 

종류의 모재로 구성된 핵폐기물의 표면을 정화하는 기술과 그 맥을 같이하

며 레이저 표면 정화 기술의 핵심을 이룬다. 특히 표면의 실시간 분석기술은 

정화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술로,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다양

한 종류의 금속표면 기술은 이 레이저 표면 정화 기술의 핵심이다. 특히 

극미량 원소분석 및 동위원소 분석 기술은 노후 원자력 시설 및 오염 부품

의 표면정화 공정에 실시간으로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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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궁극적으로 원격 표면정화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화학적 전처리 과정없이 고체표면을 직접 분석하는 기술은 원자력 

분야에서 방사능 오염분석, 사용후핵연료 분석, 부식금속 표면 분석 등 다양

하게 활용이 가능하며,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토양분석을 비롯하여 폐기물, 

플라스틱, 금속 등 다양한 종류의 고체 화합물에 대한 신속 분석에 활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나 환경산업에서도 본 연구에서 개발하

는 기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반도체의 고집적화

가 가속됨에 따라서 오염물의 관리가 점차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이 미세입자 불순물의 실시간 정  분석기술이다. 현재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습식 방법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으

나,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불순물을 고감도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

템은 상용화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시간 질량분석 모니터링 및 성분비 feedback에 의한 중

간 생성물 감시를 통해 시스템의 품질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안정 동위원소 

제조 시스템의 추출효율의 고도화를 이룩하며 장시간 운용체제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란탄계 원소의 화학반응 공정 연구를 통해 원자력 

폐기물의 군분리 및 선택적 반응에 이용할 수 있고, 란탄계 원소의 광화학 

반응 및 회수처리 기술 개발을 통한 환경 폐수의 정화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환경산업에서도 아직까지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환경오염 

미세입자의 동위원소 및 정량분석 등에 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데, 기술적

용이 현실화될 경우 대기오염에 대한 보다 정 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및 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

으로 판단한다. 다음 그림에 광반응 생성물의 분석 및 회수기술이 이용될 수 

있는 분야를 나타내었다.   

그밖에 본 과제에서 취득되는 많은 기술들은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원자력 

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에서의 분석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

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기술자립을 이룩함과 동시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

술 및 분석 시스템의 대체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용액 및 고체시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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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sub-ppb급의 분석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나 환경오염 물

질의 모니터링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거의 비슷한 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

다는 면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초고집적 하이테크 소재 개발, 고성능의 고감도 분석 

장치 개발, 방사성 물질의 오염 방지를 통한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 확보, 방

사능 누출사고 검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기술 개발이 완

료되면 현재 분석한계의 성능이 부족하여 검지하지 못하는 극미량의 방사성 

오염 물질들을 검출할 수 있게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첨단기술인 질량분석 기술의 개발을 수행함으로서 선

진국과의 기술 경쟁 대열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시

킬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극미량 분석의 대부분이 현재 외국에 의존하여 수

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술의 국내자립이 성공하면 기술도입 필요성이 

없어지고,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오며, 향후 기술수출까지 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할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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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안정동위원소는 원자력 분야는 물론, 일반 의료진단분야, 초전도, 광

학, 정 전자분야에서 안정동위원소의 고유한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 “21세

기의 중요한 신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안정동위원소는 방사성안정동위원소

의 원료이외에도 안정동위원소 자체로 직접 활용하는 수요만으로도 전 세계

의 시장 규모는 2020년에는 40억불 규모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

런 시점에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안정동위원소 생산기술을 외국의 도

움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4 개의 

세부과제가 시스템형으로 안정동위원소 생산기술 구축에 노력하여 현재는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대과제는 ‘02 년도에 새로운 단계기획을 통해 ’03 년도에도 시

스템형 대과제로 추진되었었으나, 원자력안전성 향상 등의 새로운 수요에 대

처하기 위해  ‘03 년도에 재기획을 하게 되었었으며, ’04 년부터는 조합형 과

제로 착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세부과제는 1 년만 수행되고 종료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부과제별로 연구수행 상에 혼란을 겪게 되었으나, 

당해연도의 당초 계획된 연구목표를 달성하 으며, 기존 4 세부과제의 연구

내용이 ‘04 년도 착수되는 2 개 세부과제에 포함되게 하여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 다.  

     “광펌핑을 이용한 안정동위원소생산기술 개발” 세부과제에서는 금속 안

정동위원소 중에서 국내외에서 수요가 가장 큰 Tl-203과 Sr-88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전자기법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우리 고유기

술인 광펌핑법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당해년도에는 Tl-203 생산 시스템을 구

성하여 80 cm x 80 cm x 100 cm 규모의 작은 분리시스템에서 10 mg/hr의 

광이온 추출용량 목표를 달성하 다. 연구기간이 짧고, 시스템 구성 첫해년

도이며, Thallium(Tl)이라는 독성물질을 다량으로 다뤄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당초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해년도의 성과는 향후 지향하는 연

구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결과로 판단된

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의학연구원에서는 Cyclone30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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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도입하여,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Tl-201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며, 본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국내 생산하는 Tl-201 방사성 의약품의 가격 경쟁

력을 높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으로의 완제품 수출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펌핑법 기술은 향후 시장 규모가 크게 확

대될 Pb-206, Si-28 등 원자력 분야 및 IT/NT 분야 신소재 개발에도 활용

될 수 있다.

     “산업용 안정동위원소 제조 기술 개발” 세부과제에서는 비파괴 검사용

인 Yb-168 제조관련 내구성 향상, 생산성 향상 등의 산업적 적용기술을 연

구하 다.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40W의 다이오드레이저 여기 고체레이저 두

대를 사용하여 펌핑레이저를 교체하 으며, 교체된 펌핑레이저 시스템에 적합하

도록 색소레이저 시스템을 개선하 다. 당해연도에는 단위시간당 1mg/hr의 추

출효율 달성을 목표로 하 으나 최종적으로 1.5 mg/hr의 추출 효율을 달성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 다. 이상의 결과는 산업적 적용을 목표로 하는 연구목적에 

매우 적합한 성과이며, 또한, 매우 창의적이면서도 우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04 년부터는 Tl-203 제조연구와 합쳐서 “레이저응용 안정 동위원

소 생산기술 개발” 세부과제로 수행된다. 

     “동위원소 제조용 레이저 기술 개발” 세부과제에서는 대과제에서 수행

하고 있는 의료용/산업용 안정 동위원소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하드

웨어 시스템의 개발을 주요 연구목표로 하여 Tl 동위원소의 광이온화용으로 

사용되는 200 W급 고반복률 펄스형 적외선 다이오드레이저 여기 고체레이

저시스템을 개발하 으며, Yb 동위원소 제조용 파장가변레이저의 펌핑 광원

으로 사용되는 100 W 급 녹색광 다이오드레이저 여기 고체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하 다. 파장가변 레이저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50 W급 녹색광 광

섬유 전송장치를 개발하 으며, 안정동위원소 제조공정에서 레이저 빔의 이

용율을 증가시켜 전체 공정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레이저 빔의 진

단장치 및 레이저 빔 중첩도 분석 장치를 개발하 다. 과제 수행을 통하여 

개발된 하드웨어 장치 및 관련 기술은 동위원소 제조 공정에 직접 활용되었

으며, 차기 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된 레이저기술 및 

관련기술은 원자력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산업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

는 매우 다양한 응용성을 갖는 기술들로서, 여타 학술분야나 산업분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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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러한 성과는 국가의 핵심적인 기반기술의 확

보라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광반응 생성물의 분석 및 회수기술 개발” 세부과제에서는 광이온화 생

성물의 실시간 분석용 고분해능 질량분석기술, 레이저 파장안정화 기술 및 

고효율 회수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대과제가 추구하는 안정동위원소 제조 시

스템의 장시간 작동 및 생성물의 고품질 유지에 기여하 다. ‘04 년도부터는  

안정동위원소 회수처리 및 질량성분비 feedback 에 의한 파장안정화 연구와 

관련된 부분은 “레이저응용 안정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 과제에서, 추출판

을 비롯한 금속 표면 분석 관련한 연구 분야는 신규 세부과제인 “고감도 레

이저 분광분석 기술 개발” 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된다. 

     단계 착수 첫해인 ‘03 년도에 재기획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계적

으로 독보적인 광펌핑을 이용한 레이저 안정동위원소 제조기술을 발전시켜 

국제시장 진입기반을 마련한 것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는 RI 생

산에 필수적인 안정동위원소의 생산기반이 전무하며, 기술개발도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안정동위원소 시장 규모가 2020 년경에는 40

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

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과제 수행을 통해 국내 RI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

하며, 당해연도 결과는 이의 첫 걸음으로서 손색이 없는 결과라 판단된다. 

     안정동위원소 기술은 원자력기술과 BINT (BT+IT+NT)의 융합기술이

며, 21세기 신소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신기술이다. 따라서, 안정

동위원소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절실하며 시급한 상황이다. ‘04 년부

터는 그동안 축적된 레이저 응용기술을 원자력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재기획되었다. 레이저 안정동위원소 생산기술관련 연구는 선택과 집중을 적

용하여 시장성이 있는 동위원소에 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안정동

위원소 제조관련 실시간 분석 등의 축적된 기술을 원자력안전성 향상분야 

환경 감시에 적용할 계획이며, 축적된 레이저 기술도 안정동위원소 제조용 

레이저연구개발에서 차세대 원자력용 레이저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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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인 Yb-168 제조 시스템의 내구성 향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40 W DPSSL 두 대를 사용하여 구리증기 펌핑레이저를 교체하였으며, 

색소레이저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단위시간당 1.5 mg/hr의 추출 효율을 달성하였

다. Tl 동위원소의 광이온화용으로 사용되는 200 W급 DPSSL 레이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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