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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핵 스핀을 편극화하는 연구를 수핼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헬륨원자핵스핀을 편극화시키는 레이저빔 소스가 필요하고, 편
극화 셀의 개발, 헬름홀쯔코일의 개발, 진공시스템의 개발, 측저앙치의 개발,
편극화기체의 300~1000배의 승압 기술 등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 본연구의 목
적은 상당한 출력의 레이저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자핵스핀을 편극화 시켜
검출하기 위해서는 1083nm의 파장에서 작은 선폭을 유지하는 한편 출력이 최
소 5W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 필요한 자원의 제한 때문에
1W짜리 광섬유레이저를 기존에 보유한 레이저 다이오드를 활용하여 증폭하여
5W의 광섬유레이저를 개발하였다. 편극화하는데 관건이 되는 출력과, 작은 선
폭의 유지 등을 달성하여 좋은 스펙을 갖는 광펌핑 소스를 개발하는데 성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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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tudy nuclear spin polarization, we need several core
technologies such as laser beam source to polarize the nuclear spin, low
pressured helium cell development whose surface is essential to maintain
polarization otherwise most of the polarized helium relaxed in short time,
development of uniform magnetic field system which is essential for
reducing relaxation, efficient vacuum system, development of polarization
measuring system, and development of pressure raising system about 1000
t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resonable power of laser system,
that is at least 5 watt, 1083 nm, 4GHz tuneable. But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fund enforce to develop amplifying system into 5watt with 1 watt
system utilizing laser-diod which is already we have in stock.

We

succeeded in getting excellent specification of fiber laser system with power
of 5 watts, 2 GHz linewidth, more than 80 GHz tun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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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메카트로닉스에서 일렉트로닉스로, 다시 포토닉스로 산업발전의 기술적 패
러다임이 옮겨가는 추세에, 이제 스핀트로닉스 시대도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핵의 스핀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이제까지 이용해 왔던
장비를 더 뛰어난 기술을 교체하거나 진일보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이용 가능한 영역을 개발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응용성
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 학문적인 연구까지도 겸하여 추구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의료용 MRI에 활용중인 기존의 MRI는 10-6의 편극도를 갖는 양성자를 이
용한 장치인데, 양성자의 편극도의 106 배인 수십 %에 이르는 편극기체를 만
들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하다. 이를 사용하면 MRI영상이 이론상 백만배 개선되
고, 양성자의 편극성은 물에 있는 양성자를 이용하고 있는데, 물이 거의 없는
장기의 영상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존 MRI 설계에서 낮은 편극도를 보상하
기 위해 고자장(수 Tesla)을 사용하는 고가 장비였는데, 저가장비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즉, 저자장 저가 MRI의 등장으로 MRI 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 예상
된다. 기존의 MRI는 낮은 편극도를 갖는 양성자를 보상하기 위해 고자장으로
설계가 되어 고가인 점이 유일한 단점으로서 활용분야가 제한되어 왔으나, 편
극도가 백만배 더 높은 편극 3He를 쓴다면, 저자장의 MRI장비로도 진단이 가
능하며, 이는 낮은 비용으로 귀결되어 사용분야와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국민
의 삶과 복지의 질이 한 차원 더 높아지게 된다. 즉, 원자핵 편극화 기술은 기
존 MRI기술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차세대 기술로서 조명 받고 있다. 편
극기체의 편극성을 이용한 자성 신소재, 스핀 신소재 개발로 새로운 형태의 응
용분야를 개발하여 경제․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핵자구조, 전기쌍
극자모멘트, 스핀필터, 핵융합로공학 등 에도 활용 가능한 혁신적 기술이다.
경제적 가능성 뿐 만 아니라, 기초 연구의 지경을 확장하는 응용성도 있다. 즉,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핵스핀의 초편극성을 이용하
여 중성자 스핀필터로 사용하면, 편극중성자빔을 얻어 자기적 구조 연구, 중성자
산란 실험, 재료공학, 고체물리, 핵물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의 활
용성을 높일 수 있다. 연구 분야의 예를 들면, CP위반, AT의 비대칭성, Bjorken
and Drell-Hearn-Gerasimov Sum Rules, 3He로부터 준-탄성 전자산란, 중성자 비
대칭성 A1n, 스핀구조함수, 중성자의 스핀 이중성, GDH Sum Rul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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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연구개발 현황

편극기체 생성과 응용 기술 연구는 준안정준위광펌핑(MEOP)에 의한 편극
기체 생산기술, 스핀교환광펌핑(SEOP)에 의한 편극기체 생산 기술, 편극기체
압축 기술, 편극기체 저장용기 기술, 편극기체 MRI 응용 기술, 편극기체를 사
용한 중성자 스핀 편극기술개발 분야가 있다. 생산기술의 효율과 관련된 기술
로는 RF방전기술, 고출력, 좁은 선촉 레이저 제작기술, 편극도측정기술, 효율적
광펌핑 여기기술, 준안정준위 및 광여기 분광기술 등이 있다. [1-6]

그림1 광펌핑 여기 개략도

그림2 MEOP 광펌핑용 He3 에너지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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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ic-automation의 시스템

그림3 Maintz의 편극화장치

그림5 LKB의 병원용 시작품
MEOP에 의한 편극기체 생산연구기관은 독일의 Mainz 대학과 프랑스의
LKB가 있으며, Mainz 대학은 대형시설을 이용한 편극 3He 생산기술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으며, LKB는 on-site 개념의 소형 이동식 3He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Mainz 대학의 시설은 높은 편극도, 높은 생산율, 3He 이용자
편리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나, 편극 3He 생산과 이용자 간의 거리가 멀어
편극도가 이완되는 단점이 있다. 레이저 출력이 15 W인 두 개의 광섬유 레이
저를 사용하여 3He의 압력 0.65 mbar에서 200초에 최대편극도 91.2%를, 그리
고 29초에 80%까지 얻은 기록이 있다. LKB의 방식은 소형, 짧은 이송 거리, 짧
은 보관시간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나, on-site에서 장치 운용자가 필요하고 낮
은

편극도와

낮은

생산율이

단점이다.

병원용으로

제작된

시험

모델

PROTHOS의 경우 50분 내에 M=13%에서 125 cm3를 생산하여 90번의 가스
흡입이 가능하다. 높은 기체압력에서 1.5 T의 높은 MRI 자기장을 사용하여 편
극 3He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 중에 있다. MEOP에서 3He 광 여기를
위한 레이저는 1.8 GHz 선폭과 80 GHz 가변파장이 필요하며, 사용 가능 레이
저 종류로는 DBR 다이오드 레이저(50 mW, 3 MHz), 아크램프-여기 Nd:LNA
레이저(2 GHz, 5-8 W), Yb-첨가 광섬유레이저(1083 nm)가 있으나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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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 광섬유레이저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SEOP에 의한 편극 기체 생성 연구는 미국 JLAB에서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타켓 용도로 William & Mary 대학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학적 활용
을 위해서 Virginia 대학의 편극기체 MRI 센터, Duke 대학의 자기공명현미경
그룹, 그리고 Harvard 대학의 HypX MRI 연구실과 협력하고 있다. 3He의 편
극도는 William & Mary 대학의 경우 K/Rb 셸을 사용하여 2006년에
46.4-53.5%를 얻었다. 헬륨 SEOP은 Rb-3He 사의의 스핀 교환율이 너무 적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최근 New Hampshire 대학은 높은 스핀 교
환율을 갖는 알칼리 금속인 포타시움(K)을 이용하여 2시간 정도로 시간을 줄
일 수 있음을 보였다. Caltech 그룹은 Cs, K, Rb와 3He 사의의 스핀교환율계수
를 측정하여 보고하였다. SEOP에 의한 편극 3He 생성을 위한 광 여기 레이저
로는 795 nm에서 30 W의 출력을 갖는 다이오드 레이저 어레이가 주로 이용되
며, 133Cs 알칼리 금속을 이용한 편극 129Xe 생성 연구에서는 852.1 nm의 다
이오드 레이저 어레이가 사용된다. SEOP에 의한 129Xe에 관한 연구는 의학적
응용을 위해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New Hampshire 대학에서는 편극 129Xe
의 효과적인 생성을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선폭이 좁은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
용하고 있다. Caltech에서는 Ti:sapphire 레이저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SEOP 구
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Floridda 대학에서는 편극 129Xe의 대량생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SEOP 방법에 의해 얻은 129Xe의 편극도는 Florida 대
학의 경우 최대 67%, New Hampshire 대학의 경우 64%를 얻었으며 0.3 l/h의
생산이 가능하다.
1994년 도입된 편극(HP) 기체 MRI는 과거 수년간 많은 발전을 하여 동물
을 이용한 연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임상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HP 기체 MRI는 폐 기능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며, 유해한 방
사선 없이 소아에 이르기 까지 반복 적용에 의한 영상획득이 가능하다. 현재까
지의 실험 결과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폐질환에 HP 기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3He는 129Xe에 비해서 기체-공간 형태의 직접적인 영상을 얻는
데 유리하며, 129Xe는 혈액과 세포에 용해되는 특성이 있어 관류 영상을 얻는
데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HP 기체 MRI는 폐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정량적
측정을 가능케 하여, 폐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들이 동물과 인간에
이르기 까지 임상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HP 기체의 임상적용에서
외기, 폐세포와 혈액간의 가스 교환에 집중되었으나 확산을 이용한 폐기종 진
단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129Xe의 용해성은 기능적 MRI, 특정분자인식, 혈중

- 4 -

산소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편극기체를 이용
한 MRI 연구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저자장 MRI 개발의 Harvard, 129Xe를 이
용한 의학용 MRI의 Michigan, 3He과 129Xe 의학적 활용의 Princeton, 인체 폐
영상 촬영의 Berkeley, 폐환자 식별의 Virginia, 폐내 가스 확산과정 연구의
Duke, 스캔영상진단기 상용화 연구의 MIT가 있다.

그림 7 편극기체 MRI (연속)

그림 6 편극기체 MRI (쥐의 폐)

편극 3He은 핵물리와 입자 물리분야에서 중성자의 전기적 형태인자와 스
핀구조함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입자물리분야에서 편극 3He와
편극 129Xe를 사용하여 영구 전기쌍극자 모멘트를 측정하여 CP 위반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다. 미국 Thomas Jefferson 국립연구소의 3He Target
Collaboration은 미국 내의 Virginia, William & Mary, Temple, Caltech, MIT,
Maryland, Kentucky 등의 대학 뿐 만 아니라 프랑스, 케나다, 이태리, 일본, 한
국 등 수십 명의 과학자와 협력관계를 맺고 3He 타겟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중성자(3He) 스핀구조,

Bjorken and Drell-Hearn-Gerasimov Sum Rules, AT의 비대칭성, 3He로부터
준-탄성 전자산란, 중성자 비대칭성 A1n, 스핀구조함수, 중성자의 스핀 이중성,
GDH Sum Rule, 3He의 스핀구조 등이 있다. 유럽의 경우 3He 중성자 스핀필
터 응용연구를 위해 6개의 협동연구기관과 5개의 참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된
JRA(Joint Research Activity)를 조직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협동연
구기관으로 유럽에 소재한 Institut Laue-Langevin, CEA-Grenoble MDN
Laboratory,

Forschungszentrum

Jülich,

Hahn-Meitner

Institut,

CCLRC/RAL/ISIS Facility, FRM-II, Technical University of München가 참가
하고 있으며, 참관연구기관은 미국의 Indiana University Cyclotron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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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Physics Laboratory/Ionizing Radiation Div., ORNL Spallation Neutron
Source,

University

of

Michigan/Randall

HEARO/Neutron Science Laborator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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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그리고

일본의

제 2 절

국내 연구개발 현황

편극핵 생성기술이 국내에서 실현된 적은 없다. 일부 국내 인력들이 선진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아루어지는 소규모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상태
이다. 국내산업계에서는 아이솔텍, 메디너스, 중외제약, 카이 등에서 기존의 양
성자 기반 MRI와 일부 영상기기, 등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우리 팀은 다년간 원자분광학, 플라즈마, 각종 레이저 개발과 운용 등의 연
구에 기술이 축적되어있다. 특히 편극화 기술의 효율성을 고도화하는 것이 현
재의 세계적 연구 현황의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는데 핵심이 되는 원자분광기
술 분야와 최적의 레이저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레이저 기술 분야에서 우리
팀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를 사용한 분광연
구를 통해 필요한 원자의 기본 상수들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
서 최적의 3He 편극화 구도를 선정한다. 또한 충분히 작은 선폭과 목표 생산
량에 맞는 높은 평균 출력의 레이저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레이저 시스템을 구
축하고 편극율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할 경우, 이 분야의 연구에 뒤 늦게 착수
해도 단기간 내에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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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 기술상태의 취약성

국내‧외 연구기관의 기술을 계량화된 수치로 비교하여

기술격차 또는

선진국 100%대비 수준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명

선진기술비교대상

한국

고효율 균일 RF 방전 플라즈마 발생 기술

Mainz

60

He 준안정준위 분광 기술
He 광펌핑 여기 분광 기술
고압 기체 편극화 기술

Mainz
Mainz

70
70

LKB

0

MEOP 셀 제작 기술

Mainz

10

Keopsys

50

He 장수명 용기 개발 기술
편극 기체 압축 기술
편극 이완 억제 기술

Mainz

10

Mainz
Mainz

20
10

He 편극기체의 MRI 적용 기술

LKB, Virginia

0

LKB, Mainz

50

Mainz

10

제퍼슨연구소

10

Harvard, Mainz

20

Harvard

20

Berkley, Duke, Princeton

0

3
3

좁은 선폭 평균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 개발 기술
편극

3

3

Polarimetry 기술
편극 중성자 발생 및 취급 기술
3

He Target 연구

스핀필터
저자장 MRI
3

He 편극기체 폐영상 연구



Princeton,Michigan

  MRI 연구

표 1

국내기술수준과 선진국 기술 수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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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 4 절

앞으로의 전망

유럽은 Maintz와 LKB 중심으로 MEOP방식에 의한 편극기체 생산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Mainz는 중앙집중식 고효율 생산시스템으로 발전해 밀폐용기
로 편극 개스를 운반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유럽권역의 연구소 및 병원들과 협
력연구 수행중이다. LKB는 on-site 편극기체 생산시설을 공급해, 4~6곳 정도
의 병원에서 편극 기체를 현장에서 생산해 MRI 임상연구를 수행중이다. 이를
통해 폐의 MRI 영상 이미지 자료를 축적중이다. 일부 편극기체 생산 장치들은
산업체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고효율화 연구를 수행중이다.
MEOP 방식의 편극기체 생산과 의료산업에의 적용은 경제성이 뛰어나 그 전
망이 매우 밝아 수년 내에 본격적인 시장개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SEOP에 의한 방식은 주로 미국의 Jefferson Lab.을 중심으로 수행 중이며,
3He 원자뿐만 아니라 129Xe 편극기체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로편극기
체를 target으로 하는 핵물리학적 실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의학 및 저자장 MRI 방면으로도 활발한 연구가 실
용화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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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선진 기술 도입 가능성

소형의 경우 장비 도입은 가능하다. 스핀필터용 on-site 소형 편극기체 생
산시설도입비는 20억이며, 기술도입은 불가하다. 편극기체의 운반시 이완시간
이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체 생산과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 이상적이며, 따라서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많은 수의 편극기체 생산시설
이 공급될 것이다. 따라서 편극기체 생산장비만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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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의 목표
제 1 절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최종목표 : 원자핵스핀 편극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편극기체의 중성자 스핀필터 및 편극기체 MRI 적용 핵심 기술개발

○ 1 단계 (2007~2009) : 3He 원자핵스핀 편극화 핵심 기술 개발
- 고효율 균일 RF 방전 플라즈마 발생 기술 개발
- 3He 준안정준위 및 광여기 분광 기술 개발 :
최적 광여기 구도 선정
- MEOP 셀 개발 :
최적 flow, 최고 편극도 셀 스펙 선정(RF방전, He3 flow 1~5 scc/min)
- 좁은 선폭 고평균출력의 광섬유레이저 개발 :
선폭 2 GHz 이하, 평균출력 5W이상, 80 GHz 이상 tunable
- 편극도 계측 기술 개발 :
오차범위 < 10%
- 편극화 실증 : 편극도 5% 이상

○ 2 단계 (2009~2012) : 3He 원자핵스핀 편극화 시스템 개발 및 편극기
체 적용 핵심 기술 개발
- 편극 기체 압축 기술 및 편극장수명 기술 개발 :
압축 : 1 mbar -> 1 atm, 편극이완 : 10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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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He 원자핵 편극화 시스템 개발 :
- 3He 편극화 실증 :
편극도 30% 이상, 생산량 3 scc/min at 1 atm
- 핵스핀 편극 기체 적용 핵심 기술 개발 :
편극기체 MRI 영상이미지 실증
중성자 스핀필터 이용 편극중성자 생산 실증

○ 당해년도 목표 (2008) : 좁은 선폭 고평균출력의 광섬유레이저 개발 :
선폭 2 GHz 이하, 평균출력 5W이상, 80 GHz 이상 tu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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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원자핵스핀편극화용 광여기 장치 개발

그림 8 이터븀 도핑 광섬유를 이용한 1W급 단일주파수 광섬유레이저

그림 8은 당해연도에 도입한 이터븀 도핑 광섬유를 이용한 1W급 단일주파
수 광섬유레이저이다. 이 1W급 광섬유레이저를 발진기로 이용해 그림 14의 레
이자 다이오드레이저와 빔 결합을 통해 그림 8의 광섬유 증폭을 통해 5W급의
광섬유레이저로 개발하는 것이 당해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파장 튜닝
을 위해 그림 2~3에서와 같이

Ne과 Hg(Ar)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6 0 2 5 H g (A r ) C a l ib r a t i o n S p e c t r u m
140
120

Intensity (arb.)

100
80
60
40
20
0
-2 0
950

1 0 00

10 5 0

1 10 0

1 1 50

12 0 0

W a v e l e n g t h (n m )

그림 9 레이저 파장 튜닝용

Hg(A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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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 0

N e C alibr atio n S p e ctrum

1 6 00
1 4 00

Intensity (arb.)

1 2 00
1 0 00
8 00
6 00
4 00
2 00
0
9 50

1 00 0

1 0 50

11 0 0

1 15 0

1 2 00

12 5 0

W av elen gth (n m )

그림 10 레이저 파장 튜닝용
출력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Ne 스펙트럼

아래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 11의 흑색

사각점들은 그림 8의 레이저(이 과제에서는 fiber oscillator로 사용)의 출력을
자체내의 레이저 다이오드 injection 전류의 변화에 대해 나타내었다. 최대 출
력 1W임을 확인하였다.

F ib e r O s c i l la to r O u t p u t P o w e r
F ib e r O S C O u tp u t P o w e r w ith o u t F ib e r A M P
F ib e r O S C O u tp u t P o w e r a ft e r F ib e r A M P w it h o u t P u m p in g

OSC Output Power (W)

1 .2
1 .0
0 .8
0 .6
0 .4
0 .2
0 .0
0

1

2

3

4

5

6

7

L D I n je c t io n C u rr e n t ( A )

그림 11 이터븀 도핑 광섬유를 이용한 1W급 단일주파수 광섬유레이저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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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의 붉은 원형점은 광섬유 증폭기로 사용된 D-형 내부 클래딩 구조
를 갖는 이중 클래딩 이터븀 광섬유 레이저를 거치되 증폭을 하지 않은 경우
출력이 줄어든 결과를 보여준다. 즉, 그림 8의 레이저를 fiber oscillator로 사
용하고 이색 반사경(그림 12)과 광섬유 증폭단(그림 14)을 거치되 레이저 다이
오드의 증폭이 없을 때 감쇄된 출력을 나타낸다.

그림 12 발진기 빔과 펌프 빔을 결합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색반사경

T r a n s m it R a t io o f T w o - C o lo r M irr o r
1 00

Transmit Ratio (%)

80

9 7 5 .0 0 , 9 2 .8 3 4 %
60

40

1 0 8 3 .0 ,

0 .7 8 8 3 2 %

20

0
90 0

95 0

1 00 0

1 05 0

1 10 0

1 15 0

1 20 0

W a v e le n g t h (n m )

그림 13

2색 반사경의 975nm와 1083nm에서의 투과율 및 반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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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의 2 색 반사경은 발진기 빔(1038 nm)과 펌프 빔(975 nm)을 결합하
기 위해서 사용되었는데, 그림 13과 같이 975 nm에서 92.834%의 투과율과
1083 nm에서 99.21168%의 반사율을 보여준다.

그림 14 광섬유 증폭기의 펌핑을 위해서 사용된 파장 975 nm에서
35 W의 출력을 갖는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의 모습
그림 14은 광섬유 증폭기의 펌핑을 위해서 사용된 파장 975 nm에서 35 W
의 출력을 갖는 다이오드 레이저의 모습이다.

그림 15 광섬유 증폭기로 사용된 D-형 내부 클래딩 구조를 갖는
이중 클래딩 이터븀 광섬유 레이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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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은 광섬유 증폭기로 사용된 D-형 내부 클래딩 구조를 갖는 이중 클
래딩 이터븀 광섬유 레이저의 모습이다. 씨드 빔의 인젝션이 없을 때, 광섬유
증폭기를 거쳐 나온 레이저의 형광을 OMA를 통해 측정한 결과를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나타 낸 것이 그림 16 이다.

Yb Fluorescence Spectral Intensity (arb.)

Fluorescence of Yb-doped Fiber Amplifier without Seed Beam

12000
14 deg
10 deg
7 deg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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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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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1050

1075

1100

wavelength (nm)
그림 16 씨드 빔없이 Yb-도핑된 fiber 증폭단의 온도에 다른 형광 스펙트럼

대부분의 레이저의 형광이 975 nm의 근처에 있고 1083nm 작은 돌기가 있
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7은 그림 8의 Seed 레이저를 발진기로 사용하고, 그림 14의 레이저
다이오드의 레이저 빔을 2색 반사경으로 결합해 Yb-도핑된 fiber(그림 15) 증폭
기가 동작하는 모습이며, Seed 빔과 광섬유 증폭기의 스펙트럼을 OMA를 통
해 얻은 결과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그림 16와 그림 18을 비교해 보면 975
nm 근방과 1083 nm 근방의 에너지들이 Seed 빔 파장(1083 nm)쪽으로으로 증
폭되어졌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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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광섬유 증폭기의 동작모습

Amplified Laser Spectral Intensity (arb.)

Laser Spectrum of Fiber Amplifier with Seed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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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씨드 빔을 Yb-도핑된 fiber에 증폭시킨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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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19에서는 Seed laser의 LD전류를 3A로 고정하고, Seed laser의
빔파장을 1082.82 nm, 1083.08 nm, 1083.34 nm 에 튜닝을 하면 1083nm 근처의
증폭된 레이저 빔의 파장이 shift했음을 볼 수 있다.

Sectrum Tuning of Fiber Amplifier (@ I LDseed= 3A)
3500

AMP Spectral Intensity (arb.)

3000

1082.82nm
1083.08nm
1083.34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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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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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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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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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nm)
그림 19 씨드 빔의 LD 전류거 3A일 때, 파장 튜닝에 따른 증폭 스펙트럼
그림 20에서와 같이 발진기 빔과 펌프 빔을 광섬유 증폭기에 결합하기 위
해서 초점거리 3 cm의 볼록거울을 x-y 이축 마운트에 설치하였으며, 그림 21
에서와 같이 광섬유의 미세 조절을 위해 오축 마운트를 사용하였다.
그림 22는 광섬유 증폭기의 파장분석에 사용된 OMA(optical multichannel
analyzer) 측정장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OMA를 이용해 측정된 스펙트럼의
화면을 직접 촬영한 것이 그림 23이다. 이 때 측정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 그림 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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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발진기 빔과 펌프 빔을 광섬유 증폭기에 결합하기 위해 이축
마운트에 설치된 볼록거울의 모습 ( 초점거리 3 cm).

그림 21 광섬유의 미세 조절을 위해 사용된 오축 마운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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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광섬유 증폭기의 파장분석에 사용된 OMA(optical multichannel
analyzer) 측정장치의 모습

그림 23 펌프 파장과 광섬유 레이저의 발진파장을 보여주는 OMA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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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Laser Spectral Intensity (arb.)

Seed Laser Spectral Variation vs. Injectio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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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1083nm 영역의 증폭 된 스펙트럼
그림 24은 씨드 레이저의 인젝션 커렌트의 대소에 따른 1083 nm 영역의
증폭된 스펙트럼을 OMA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그림 25는 씨드 빔을
조정 가능한 양 극단에 파장에 맞추었을 때, fiber 증폭단에 의해 증폭된 스펙
트럼을 OMA로 측정해 나타내었다.
그림 25는 씨드 빔 전류를 최대로 6.5 A로 맞추고 975 nm에서 35W인 다이
오드레이저의 인젝션 전류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두 빔을 2 색 반사경으로 결
합한 후, Yb 도핑된 fiber로 증폭한 최종 빔의 레이저 출력을 측정하여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씨드 빔의 전류와 펌핑용 다이오드 레이저의 인젝션 전류를 최
대 30A로 할 때 5 W 이상(5.05 W)에 도달했음을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씨드레이저와 펌핑레이저, 증폭단 및 2색 반사경, 2축 및 5축 마운트, OMA
등의 전체적인

배치도를 그림 27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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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al Intensity of Fiber Amplifier with Seed Beam
Fiber Amplifier Spectral Intensity (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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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씨드 빔이 fiber 증폭단에 의해 증폭된 스펙트럼

Laser Output Power of Fiber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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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광섬유 레이저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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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림 27 광섬유 발진기, 광섬유 증폭기, 그리고
출력측정장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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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 연구

본 절에서는 광펌핑에 의한 3He 편극화 및 광여기 구도에 관한 이론 연구
와 3He의 에너지 준위의 초미세 구조에 대한 상대론적 원자 구조 계산을 수
행하였다.

1)

광펌핑에 의한 3He 편극화 이론 및 광여기 구도
3He가 광펌핑에 의해 편극화 되는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래 그

림 28의 11S0 기저 준위의 3He 원자를 RF discharge 방법으로 23S1 준안정
(metastable) 상태가 되게 한 후, 1083 nm의 원평광된 레이저를 가하여 23PJ
준위로 펌핑시킨다. 이때 23S1, 23PJ 준위의 magnetic sublevel들 사이의 전이
는 Dm = +1의 selection rule을 따른다. 23PJ 준위로 들뜬 원자들은 다시 자발
적으로 23S1 준안정 준위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11S0 기저 준위의 3He 원자
와 23S1 준안정 준위의 원자들이 3He + 3He* -> 3He* + 3He metastability
exchange를 일으키는 충돌 반응으로 두 준위의 magnetic sublevel들 사이의
결합 (coupling)이 일어나게 된다. 11S0 기저 준위의 magnetic sublevel은
m=-1/2, 1/2 의 두 상태가 있고, 23S1 준안정 준위는 F=1/2, 3/2의 hyperfine
level의 magnetic Zeeman sublevel이 6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총
8개의 준위들 사이의 결합을 고려한 rate equation을 풀어야 하나 매우 복잡하
므로 다음과 같은 두 준위계로 근사한 phenomenological한 방정식을 풀어 현
상을 이해할 수 있다 [1].
   


   





   

  




여기서 P는       으로 주어지는 기저 준위의 편극도이고, p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주어지는 준안정 준위의 편극도이다. T2, t2는 각각 기저 준
위와 준안정준위의 life time을, Tr, tr 은 각 준위의 magnetic relaxation time
을, tp 는 광펌핑 프로세스 time을 나타낸다. 기저 준위와 준안정 준위의 편극
도를 결정하는 반응 관계도를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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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식을 0으로 두고 푼, steady state에서의 편극도는 다음과 같다.
 

 
         
       








    
 
기저 준위와 준안정 준위의 결합이 없다면 T2, t2 는 무한대가 되어, p0 =
1/(1+tp/tr)이 되고 P0 = 0 이 된다. 만약 기저 준위의 스핀-격자 relaxation
time Tr이 충분히 길어 준안정 준위와의 결합시간 T2 보다 매우 크다면, 기저
준위의 편극도는 P0 = p0로 준안정 준위의 편극도와 같게 된다.
이와 같은 광펌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3S1, 23PJ 준위의 3He의 동위
원소 이동값 및, 초미세 구조, magnetic Zeeman splitting에 대한 Lande gfactor의 정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림 28. 광펌핑에 사용되는 He의 기저 준위 및 여기 준위 구도.
4He는 핵스핀이 I=0이어서 외부 자기장에 대해 에너지 준위가
non-degenerate되어 있으나 3He는 I=1/2이어서 에너지 준위가 Zeeman
doublet으로 degenerate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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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광펌핑 프로세스에서의 기저준위와
준안정준위의 편극도를 결정하는 관계도.

2) 3He의 에너지 준위의 초미세 구조에 대한 상대론적 원자 구조 계산
원자의 에너지 준위 및 스펙트라에는 원자내의 전자와 핵의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를 초미세 구조 (hyperfine structure)라
한다. 이 초미세 구조를 특성 짓는 양자수는 {J, I, F, mF}로 J는 전자의 총 각운
동량을, I는 핵의 스핀을, F=J+I는 원자의 총 각운동량을, mF 는 F의
quantization axis로의 projection을 나타낸다. 원자핵의 magnetic moment m,
electric quadrupole moment Q와 전자의 상호 작용 해밀토니안으의 1차 근사
로 원자의 초미세 준위 에너지 이동값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B>는 전자들에 의해 생성되는 자기장을, <V>는 전자들에 의해 생
성되는 전기장의 gradient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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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e의 광펌핑 구도에서 23S1 , 23PJ 에너지 준위의 초미세 구조를 계산하

      

기 위하여 Desclaux에 의해 개발된 상대론적 원자구조 계산 code인 MCDF
(multiconfiguration Dirac-Fock)를 사용하였다 [2]. 이 MCDF 코드는 아래식과
같은 상대론적 양자역학 방정식인 Dirac-Fock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코드로서
현재 원자의 구조를 가장 잘 계산하는 코드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P는 Dirac 방정식의 해인 4차원 spinor wave function 의 large 부
분이고 Q는 small 부분이다.
다음은 3He의 1s 2s 3S1 에너지 준위의 초미세 구조의 A 상수 값을 구하기
위한 MCDF code의 입력 파일이다.
*801 He 1s 2s J=1 1st state 3S1
:
mod_lightspeed=n
nz=2
mdf

do_ener=y keep_ener=n binary_ener=y do_scf=y

breit=full mag_scf=y ret_scf=y
vacpol_scf=y
hyperfine ipol=1 inuc=1 gnuc=2.12762 diagon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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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_Lorentz=y
opt_qedel=y :
mod_mesh=n
exotic=n
mod_nuc=n
nbel=2
def_config=given
c

1 1s1 2s1 :

end
jjt=2

mjt=2

negative_continuum=y
neigv=1

icmul=0

norbsc=0 ndep=0

list_formula=0
nlec=0

nec=1 :

nstep=0
lregul=n

modtest=n

modsolv_orb=n
mod_odlm=n
# data for uwfrdf
:

위 입력 파일에서 보듯이 전자와 전자의 쿨롱 상호작용에 대한 상대론적
보정 항인 Breit interaction항을 average없이 full로 사용하였으며, vacuum
polarization 및 negative continuum을 모두 고려하여 SCF(self consistent
field)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이때 3He의 nuclear magnetic moment m =
2.12762 mN (mN : Nuclear magneton) 로 두었다 [4].

위 표의 계산 결과에서 보듯이 A 상수의 계산값이 reference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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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level

A in GHZ (our work)

A in GHz
(reference [3])

3

4.49252

4.49443

3

2.15605

2.15369

3

2.17359

2.17079

1s 2s S1
1s 2p P2
1s 2p P1

표 2. 3He 초미세 구조의 A 상수의 계산값
Rayleigh-Ritz 변분법에 의해 계산된 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초미세 구조
의 B 상수 값은 3He의 electric quadrupole moment Q값에 대한 정확한 자료
가 현재 문헌에 나와 있지 않아 계산이 어려운 상태이다.
4He, 3He 에 대한 초미세 구조 및 동위원소 이동값에 대한 스펙트럼 자료
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MCDF code를 활용한 정밀한 자료 생산 및 evaluation
은 광펌핑에 의한 He의 편극화 연구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당해년도 목표 (2008) : 좁은 선폭 고평균출력의 광섬유레이저 개발 :
선폭 2 GHz 이하, 평균출력 5W이상, 80 GHz 이상 tu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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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파급효과
제 1 절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의 기대성과
연구로인 ‘하나로’ 에 중성자 스핀 필터로 적용하면 다양한 기초과학 실험
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성자 국
가기반시설의 활용도를 한차원 제고시킬 수 있다. (CP위반, Bjorken and
Drell-Hearn-Gerasimov Sum Rules, AT의 비대칭성, 3He로부터 준-탄성 전자
산란, 중성자 비대칭성 A1n, 스핀구조함수, 중성자의 스핀 이중성, GDH Sum
Rule 등)
물이 적은 장기인 폐의 진단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게 된다. 기존 MRI로
는 폐의 이미지를 얻을 수 없어, 폐의 진단에 방사선을 갖는 X-선이나 CT에 의
존해 왔으나, 편극기체를 사용하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MRI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MRI로는 인식기능부위와 운동기능부위간의 MRI 영상으로 구분이
어려웠는데, 초고편극 기체를 사용한 MRI로 뇌의 기능별 관장 구역에 대한 이
해를 통해 뇌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편극중수소와 편극헬륨을 연료로 사용하면 핵융합단면적이 1.5배이며 발생
중성자를 1%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가장 깨끗한 핵융합로인 편극핵융합로의 기
술개발이 가능하다.

2) 경제·산업적 측면의 기대성과
편극핵을 이용한 물성재료의 개발 분야로 자성신소재, 핵융합연료, 편극기
체 타겟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의 MRI 설계에서는 낮은 편극도를 보상하기 위해 고자장(수
Tesla)으로 제작해야 하는 이유로 고가 장비였는데, 편극기체의 고편극도 덕분
에 저자장으로도 고해상도의 MRI영상을 기대할 수 있어 저가 장비를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MRI 시장 판도가 바뀔 것이 기대되며, 특히 병원에서 폐진단
에도 편극 기체 MRI를 사용함으로 편극 3He의 시장의 성장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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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성

a. MRI 장비 시장
미국시장 : 2000년 12억불, 2007년 16억불로 예상(Frost & Sullivan-2001).
국내시장 : 국내 누적 MRI 700 대
국내생산 3600억(아이솔 테크놀로지, 중외메디칼, 메디나스, 카이)
(전자산업진흥회2004)

b.

편극기체이용 저자장용 MRI 설계로 인한 MRI 시장의 확장성

편극가스를 이용한 저자장용 시스템으로도 현재의 고자장 시스템에서의
뛰어난 영상 구현의 가능성과, 초전도체 및 차폐시설의 간소화에 따른 장비 가
격의 저비용 구조 가능성, 설치 면적의 절감 등에 따른 저비용구조로 인한 새
로운 시장이 확장될 것이다. 설리반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 MRI시장에서도 저
자장시설의 성능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다는 보고이
다. 즉, 외과의사, 심장전문의의 사무실 등 저자장시스템이나 개방형시스템등
새로운 시장에의 침투가능성에 관한 평가로 유닛의 숫자면에서는 이미 2002년
도 기준으로 고자장시스템을 추월한다는 보고이다.

(Frost & Sullivan 2001)

따라서 편극가스를 이용한 저자장장비 설계는 지금의 MRI 시장보다 대폭 확
장될 것이다.

c. MRI용 편극 가스

3

He

,

129

Xe

의 시장성

편극가스의 시장성의 주요부분은 편극가스의 판매시장이 될 것이다. 그러
나 아직 MRI용 편극 기체 이용이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아 시장 평가는 불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편극기체의 가격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
량화한 시장을 평가할 수 없다. 미국시장의 경우 조영제 전체의 시장성장율은
5%이며, 조영제 전체시장에서 MRI 의 지분 변동은 1998년 20%에서부터 2006
년 30%로 확장추세에 있다. 미국 조영제시장은

- 32 -

2006년 기준 13억불, MRI용

조영제시장은 4억불로 추산된다.

(Frost & Sullivan 2001)

따라서 MRI 및

MRI 조영제의 미국시장은 20억불이고, 보통 미국이 전세계 시장의 45%를 차
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시장은 44억불로 추산된다.

d. 국내 누적 MRI장비수와 대당 case로 추산한 바에 의하면, MRI 대
당 월 450 case로 연간 400만 case에 달한다.

e. 중성자스핀필터로 사용되는 편극 기체
대개 연구용이기 때문에 그 소모량은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한국원자력연
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설치할 경우 하나로 중성자시설의 활용 고
도화와 새로운 tool인 편극중성자빔을 이용한 산업신소재 개발 등, 2차적 시장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판단된다.

f. 시장가치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가치가 큰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더욱 선명해진 MRI영상으로 인한 진단효율제고 등 국민복지 증진
(2) 기존 MRI로 진단할 수 없는 인체 장기의 진단(폐)
(3) in-vivo 영상 이미지 구현 가능성
(4) 초전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저자장, 저비용의 새로운 개념의 MRI장비 개발
(5)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혹은 소형 레이저 중성자 발생장치 등과 연계하
여 얻게 되는 편극중성자를 이용한 연구 분야의 확대 : 핵자 스핀 구조
연구, 중성자 산란연구, 물성재료연구, 핵융합연구, Ellis-Jaffe sum rule,
Bjorken sum rule 등, 원천기술개발 및 학문적 발전 가치 수 있다.

- 33 -

제 2 절

활용 계획

원자핵 스핀을 편극화하는 기술을 개발하면, 활용할 대상이 편극기체를 생
산하여 보급하는 분야가 있고, 현장생산용 편극화 장비 보급이란 측면이 있으
며, 또한 편극기체를 중성자 스핀 필터로 사용하여 연계된 기술을 개발하는 분
야, 또한 원자핵스핀 편극화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가 있다.

1) 편극 기체를 공급하는 분야
a. 편극 MRI에 편극기체를 생산하여

공급

b. 중성자 편극 필터용으로 편극기체 공급
c. 핵물리실험용 타겟으로 편극기체 공급
d. 자성신소재, 핵융합로 소재 연구용, 편극 기체 공급

2) 현장생산용 소규모 장비 생산 보급 분야
a. 저자장 편극 MRI 장비 설계생산기술 이전 : 일반 MRI영상
b. 고자장 편극 MRI 장비 설계생산기술 이전 : 생리기전, 의학연구용, 뇌기
능연구

3) 원자핵스핀 편극화 기술을 활용하는 분야 :
당해단계 2년간의 핵심기술개발을 자체연구사업으로 수행한 후 2단계(3년)
연구를 중규모 국가 R&D 과제로 연계 추진하여 압축기술개발과 시스템개발연
구를 수행한다. 즉 1, 2단계(총5년) 시스템개발후 추가 2년의 상용화 연구를 거
쳐, 편극화 장비 및 편극기체를 본격 생산하여 공급한다.
핵심기술개발(자체연구)→시스템기술개발(중규모 국가 R&D) →상용화연구
(하나로에 중성자 스핀필터장치, 원자력의학원과 편극기체 MR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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