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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전지에 활용할 수 있는 베타선원으로는 삼중수소와 니켈-63이 있고 이에 대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이내)

한 자료 분석과 특성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번역보고서 참조)

삼중수소에

대한 에너지 특성 자료 확보와 Ni-63 베타선원에 대한 에너지스펙트럼 핵자료 계산
2

수행. 또한 취급 용이성을 고려하여 Ni-63 도금된 금속판(10mCi/cm )을 확보.
▹실리콘에 있어서 베타 전자에 의한 전자쌍 생성에 필요한 평균에너지(3.62eV), Ni-63
베타 선원 평균에너지(17.6keV), 큐리당 최대 단락전류(Isc) 및 개방전압(Voc)을 고려하
여 이론적 최대 출력전력 (1.55 10

-5

W/Ci)을 구할 수 있고, 이론 출력전력 대비 실험

에 의한 출력전력(0.3nW/10mCi)을 계산하면 0.2% 변환효율을 얻을 수 있음. 본 결과
는 과제목표 변환효율 0.1% 을 초과 달성하였음.
▹Ni-63으로 부터 방출된 전자가 Si PN 다이오드에 입사되어 소자 내부에서 전하를 생
성시키는 모사를 Monte Carlo 방법에 의해 계산 수행. 직접전환 방식의 Si PN diode
소자 설계를 자체 수행하고 KAIST 나노팹에서 제작함.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여
Ni-63/실리콘 전지 시제품을 제작하였음.
▹제작된 소자와 시제품에 대해 반도체 변수측정기에 의해 IV 곡선을 측정하고, 그 결
과 전지 Power를 계산하였음.(0.3nW 정도). 시험공정과 제작공정에 있어서 방사선 측
정을 수행하여 인체영향 안전성을 확인하였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베타선원, 마이크로전지, 나노부품, 휴대전원, 방사선안전, 전지효율
영 어

Beta Radioisotope, micro-battery, nano device, portable power, radiation safety,
battery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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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I. 제

약

문

목 : 베타선원을 이용한 마이크로전지 기술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는 모바일 시대이고 모바일 기술의 핵심 중 하나인 휴대 전원 개발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10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전지개발이 정부 지원 아래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전지
개발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지마는 2차 전지나 연료 전지가 감당하
기 힘든 분야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 전지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방사선을 이용한 전지 기술 수준은 우주분야와 의료분야에서 상당
부분 진전되어 왔으나 방사선이 가진 위해성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
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에 MEMS와 나노기술의 급진적인 발전
에 의해 적은 전력으로 구동할 수 있는 소자들이 개발되고 있어, 이들 소
자에 대한 전원으로 마이크로전지가 필요하게 되고, 마이크로전지 개발을
인체에 위해가 없도록 차폐하기 쉬운 베타선원과 에너지 변환기로 반도체
기술을 활용함으로 시제품을 제작해보고 성능을 측정함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코자 하였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베타선원을 이용한 마이크로 전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 방사선원 특성조사 및 취급 기술개발 분야
- 방사선 에너지의 전기로의 변환방법 분석 분야
- 몬테칼로 방법에 의한 변환 소자 설계 분야
- 반도체 접합을 이용한 마이크로전지 제작 기술 분야
- 마이크로 전지 특성시험 및 안전성 평가 분야

방사선원 특성조사 및 취급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베타 방사선원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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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방사선원 형태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층 가능성이 높은 취급 기술
로 열증착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금속 니켈에 대해 기초 실험을 수
행하였다. 하지만 순수 Ni-63 소스를 구할 수 없어 직접 증착을 할 수 없
었다. 방사선 에너지의 전기로의 변환방법 분석 분야에서는 직접 변환과
간접 변환에 대해 조사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직접 변환이 적합하다고 판
단되어 이에 따른 변환 소자를 설계하였다. 설계시 몬테칼로 기법을 활용
하여 베타 선원의 층 두께와 소자 power를 예측하였다. 반도체 접합을 이
용한 마이크로전지 제작 기술 분야에서는 실리콘 소자를 사용하여 제작하
였고, 패키징 기술도 접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마이크로 전지 특성
시험 및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는 반도체 변수분석기를 활용하여 전류-전
압 특성 곡선을 얻었고, 이에 근거하여 전지 전력을 측정하였다. 안전성
실험에 있어서는 패키징된 마이크로 전지에 대해 베타 방사선 측정을 함
으로 인체 피폭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IV. 연구개발결과
마이크로전지에 활용할 수 있는 베타선원으로는 여러 핵종 중 삼중수소
와 니켈-63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 분석과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번역보고서 참조)

특히

삼중수소에 대한 에너지 특성 자료 확보와 Ni-63 베타선원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 핵자료에 대해 계산을 수행하였고 또한 취급 용이성을 고려하여
Ni-63이 도금된 금속판(10mCi/cm2)을 확보하여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였다.
에너지 변환소자인 실리콘에 있어서 베타 전자에 의한 전자쌍 생성에
필요한 평균에너지(3.62eV), Ni-63 베타 선원 평균에너지(17.6keV), 큐리당
최대 단락전류(Isc) 및 개방전압(Voc)을 고려하여 이론적 최대 출력전력
(1.55 10-5 W/Ci)을 구할 수 있고, 이론 출력전력 대비 실험에 의한 출력
전력(0.3nW/10mCi)을 계산하면 0.2% 변환효율을 얻었다. 이 결과는 과제
목표인 변환효율 0.1% 을 달성하였다.
Ni-63으로 부터 방출된 전자가 Si PN 다이오드에 입사되어 소자 내부
에서 전하를 생성시키는 모사를 Monte Carlo 방법에 의해 계산을 수행
하였고 직접전환 방식의 Si PN diode 소자 설계를 자체 수행하고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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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팹에서 제작하였다. 시제품 후공정에 해당하는 패키징 기술을 적용
하여 Ni-63/실리콘 전지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소자와 시제품에 대해 반도체 변수측정기에 의해 IV 곡선을 측
정하고, 그 결과 전지 Power를 계산하였으며(0.3nW 정도), 시험공정과
제작공정에 있어서 방사선 측정을 수행하여 인체영향 안전성을 확인하
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과제 결과는 방사선을 이용한 마이크로전지 개발 타당성 타진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본 연구결과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구체적
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현재 사용되는 센서나 부품에 사용할 만한 전력
을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적은 전력으로 작
동 가능한 부품도 개발되겠지만, 마이크로전지 성능도 점진적으로 개선됨
으로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우리 눈앞에 올 것이다.
우선 국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국방핵심
기술개발사업에 제안하였으며, 전지 전력을 mW 수준으로 목표를 잡고 적
층기술과 나노기술을 접목하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진국 대학과 기관들과의 국제
공동 연구 또는 협력을 통하여 그 결과와 경험들을 도움받아 목표를 달성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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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Project Title : Micro-battery Development using beta radioisotope

II. Object and Necessity of the Project
Portable power as a core technology of mobile instrument has been
necessary to develop in modern times. Recently a battery research project
including

Li-ion

battery

and

fuel

cell

has

been

supported

by

the

government but a battery using a radioisotope was excluded. Nuclear
micro-battery will have the other role of portable power in the special
application field.
Technology of a radioisotope battery has been progressed in the space
and medical field but has not applied in the public because of a danger of
radiation exposure. However, devices which can be operated with a small
power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progress of

MEMS and Nano

technology. The power of these devices is needed to use a micro-battery.
In this study, a few

samples of micro-battery were fabricated and tested

using the semiconductor technologies and radiation technology.

III. Contents and Scope of the Project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micro-battery using beta radioisotope, the
following research tasks were performed.
- Investigation of radiation sources and handling technologies
- Comparison of conversion methods of radiation energy to electricity
- Design of conversion device using by Monte-carlo simulation
- Fabrication of micro-battery with semiconductor p-n junction
- Functional test of micro-battery and evaluation of safety

Investigation of radiation sources was performed and characteristics of
radiation source type was also studied. Ni-63 beta source was used in
- vi -

order to get rid of the radiation hazard. Handling technology to produce the
multi-layer source was considered to be suitable in this case. Thermal
evaporation method was chosen to do the experiment. But it is hard to
obtain the pure Ni-63 source and to do the deposition on Si substrate
directly.
Conversion methods of radiation energy to electricity were compared and
concluded to accept the direct method using PN junction. To design the
device, Monte-Carlo method was used to get the optimum thickness of
beta source and to predict the power of device. A sample was fabricated
using silicon device and Ni-63 source and was post-processed with a
packaging technology. Finally a micro-battery was tested to get an I-V
curve and a power using semiconductor parameter analyser. Safety
evaluation

was

done

by

beta-ray

measurement

on

the

packaged

micro-battery.

IV. Results of the Project
Beta sources for micro-battery were chosen to be tritium and Ni-63. A
separated report was issued to summarize the analysis and characteristics
of radiation data. Especially Energy spectrums of tritium and Ni-63 were
calculated by Monte-Carlo simulation.
Silicon device as an energy converter showed the theoretical output
-5

power of 1.55 X 10

W/Ci based on the necessary average energy of

electron-hole production and the average energy of Ni-63 beta source and
the maximum short circuit current and open circuit voltage per curie. The
experimental output power of 0.3 nW/10 mCi was obtained and the
conversion efficiency is 0.2% based on the theoretical power and the
experimental power. This efficiency is over the research target of 0.1%.
Si PN diode as a direct converter was designed at KAERI and
fabricated at KAIST Nano Fab. A sample of micro-battery composed of
Ni-63 and Si diode was made using a packaging technology. I-V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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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beta-ray measured on the Si device and micro-battery for checking
the performance and safety.

IV. Future plan to use results of the project
Up to now, there is no sensor and component to use the radioisotope
micro-battery

which

produces

nano-watt

power.

In

the

future,

a

radioisotope micro-battery will be applicable if a component operated under
a very low power is developed and the power of micro-battery is
enhanced.
In order to apply the military field, this topic is suggested to the R&D
project controlled by DTaQ(Defenc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and the research target is a few mW power. Future research will be
processed with the help of multi-layer technology and nano technology and
with the cooperation of universities and institute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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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최근 빌 게이츠는 제 2의 IT 붐을 예언하였고, 이는 모바일 혁명을 의미하며
모바일 IT의 핵심기술은 모바일 전원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전원은 일반
적으로 전지를 의미하며 최근에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연구결과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특별한 경
우 우주 공간이나 심해 바다 같은 곳에서 장시간 작동하는 전지는 극히 제한적
으로 개발된 상태이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는 캡슐형 내시경 및 인공심장 등의
전원으로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전지 개발이 필요하며 전지 크기도 소형화할
필요성이 있다. 연료전지는 화학반응에 근거한 전원이므로 환경에 취약한 반면
환경 변화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고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의 작동하는 부품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지 교체가 필요없는 전원 개발이 필요
하게 되었다.
동위원소 전지는 60-70년대 우주개발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개발
되었으나 이때 사용된 방사성 물질이 대용량이므로 방사선량이 많아 취급상 어
려움이 있었고, 해저나 극지방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적으로 사
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최근 나노 기술이 개발되면서 나노 부품이 사용가능한
인체나 특수센서의 경우 전원 교체가 없는 반영구적 작동이 가능한

동위원소

전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동위원소 마이크로 전지의 경우 에
너지 변환이 낮고 전지 용량이 적어 용도의 제약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베타 방사선원 취급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우선 베타 방사선원에 대한 자료 수
집과 방사선원 형태별 특성 파악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구
입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베타 방사선원에 대한 자료는 기술보고서 및 책자를
활용하여 조사할 것이며 방사선원 확보를 위해서는 인터넷 및 사용 경험자를 중
심으로 필요한 내용을 수집하여 결정하고자 한다.

마이크로 전지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전기 변환방법 조사와 소자설계, 방사선원
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 및 전지 특성시험/안전성 평가에 대해

개발하고자 하였

다.
전기 변환방법은 직접변환과 간접변환이 있으나 모바일 전원의 경우 반도체
PN 접합을 사용하는 것이 결과활용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리콘

- 1 -

PN 접합 샘플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전지 성능실험을 수행하였다.
소자 설계는 기본적으로 몬테칼로법을 이용하여 전지

특성을 예측하고자 하

였다. 처음에는 실리콘 태양전지 설계도구인 PC-1D 프로그램을 화용하여 PN 접
합에서의 전류/전압을 예측하였으나[1,15] 입사광을 Photon으로 가정하고 있어서
상당한 오차가 발생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onte Carlo 모사법을
적용하여 PN 접합부에서 전자와의 반응을 조사하였다.[2]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
는데 우선 MCNPX 코드 내 전자의 저에너지 한계(1kV)의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
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고, 다음은 Si층 내 전자쌍 생성 분포
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다.
시제품 제작에 있어서는 설계에 근거한 내용대로 실리콘 PN 다이오드를 제작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 베타선원을 부착하여 패키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3] 이
후 전지 특성 시험과 방사선 안전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일련 작업은 상
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본 과제 수행으로 전지 제조에 대한 핵심기술
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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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원자력 전지는 우주선에 필요한 전원으로 1960년대 개발되었으며 이때 사용
한 기술은 RTG(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로서 미국 NASA와 러시
아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지역난방으로 RTG를 사용하였으며 최
근에는 사용했던 것을 폐기하는 실정이다.
원자력 마이크로 전지(Nuclear micro-battery)의 경우 수십년 동안 관심 밖에
있었으나 최근 나노나 MEMS 기술 발전과 더불어 관심을 가지게 되어 2000년
이후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실험실 단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
표적인 기초연구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코넬 대학으로 Ni-63 선원과 실리콘
PN 접합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SiC 반도체를 이용한 전지
를 구성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지 효율 향상을 위해 광대역 반도체
(SiC, GaN)를 이용한 전지를 구성하여 연구하고 있는 대학으로는 미조리 대학,
플로리다 대학, 델라웨어 대학 등이 있으며, 다공성 Si를 이용한 대면적 PN 접
합과 삼중수소를 이용한 전지효율 향상에 대한 연구가 로체스터 대학에서 수
행되었고, 이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여 Batabatt 이라는 벤처기업을 태동하기도
하였다.

제 1 절 베타선원 생산 및 취급기술
1. 국내 기술개발 현황

베타선원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국내에서 생산가능하다. 첫째는 연구용 원자
로에서 중성자를 조사함으로 생산하는 방법과 상용원자로에서 부산물로 발생되
는 것을 여과하여 생산할 수 있다. 중성자 조사로 생산되는 베타선원으로는
Ni-63, P-33 등이 있고, 상용원자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베타선원으로는
T-3, C-14 등이 있다. 특히 T-3의 경우 원래 2006년 말에 계획된 월성운전 트리
티움 제거설비 (WTRF) 가동이 일부 부품의 문제로 2007년 가동하게 되면 세계
제2의 삼중수소 생산국이 되고 이때 생산되는 삼중수소는 titanium tritide 형태로
저장되어 필요한 곳으로 이동되거나 사용함으로 자원화 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발광선원 등의 삼중수소 응용 제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상당 부분 자립이 가능할 것이며 이외 Ni-63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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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4 등은 아직 수요가 적어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베타선원 취급기술은 일반 방사선 취급 기술과 동일하며, 취급시설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시설로는 원자력연구원 IMEF 시설과 전력연구원의 트리티움 취급시설
이 있다.

2. 국외 기술개발 현황

캐나다는 삼중수소를 달링톤 원전 TRF에서 생산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캐나다, 미국과 러시아가 삼중수소 응용제
품을 개발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AEA Technology 연구소에서는 동위원소 생산팀을 분사시켜 QSA 회사를
설립하여 관련기술을 상품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Ni-63 배타선원도 여기
서 공급받았다. QSA에서는 전기도금 방법으로 베타선원을 금속판 위에 코팅하여
생산하고 있다.

제 2 절 원자력 마이크로 전지기술
1. 국내 기술개발 현황
국내의 경우 1999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전지 원형장치개발이란
제목하에 자체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사용하고자한 베타선원은 Sr-90로서
이것을 확보하고 취급하기 위한 시설비용이 엄청나 과제 도중 중도 포기하였다.
그러던 중 본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에 참여함으로 마이크로 전지에 대한 기
초조사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걸음마 단계수준이다. 또한 전력연구원도 2005년
후반부에 삼중수소 전지 기술개발을 전력산업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로 전문가 초청 형식으로 기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외 기술개발 현황
1960년대 미국 NASA와 러시아의 경우 우주선에 필요한 전원으로 RTG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 등을 개발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시베리아 지방에서 지역난방으로도 사용했으며 40년이 지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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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방사선원을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Nuclear micro-battery (원자력 마이크로전지)에 대한 연구는 미국 대학을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초연구는 위스콘신 대학과 코넬 대학으로 이
곳에서는 2000년 전후로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시작한 원자력 마이크로전지는 MEMS 소자용 전원개발을 목적으로 하
였으며, James Blanchard를 중심으로한 연구팀이 Ni-63를 사용하여 Silicon PN 접
합을 활용하여 전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팀 일원인 Amit lal 교수는 Cornell 대
학으로 자리를 옮겨 원자력 전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전지의 문제
점 중 하나인 낮은 변환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압전 Cantilevel를 이용하여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특허도 내 놓은 실정이다.[4] 최근에는 실리콘 대
신 SiC 반도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전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5,14]
이와 비슷하게 전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다른 광대역 반도체 (GaN)를 이용한
전지를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한 미조리 대학, 플로리다 대학, 델라웨어 대학 등
이 있다. 특히 델라웨어 대학의 Christina Honsberg 교수는 태양전지에 대한 연구
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은 연구결과를 betavoltaic 전지에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6] 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에너지 변환 연구소
(Institute of Energy Conversion)는 향후 교류를 위해 접촉해 볼 가치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가. 방사선 에너지의 전기에너지로의 변환기술 현황 [7]

방사능 붕괴가 열 에너지로, 계속해서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의 변환에서
형성된 입자의 운동에너지 변환을 통해 방사능 붕괴 에너지는 전기로 변환될 수
있다. 대신 입사 전자기 방사는 열과 전기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다. 2차적인 방
법은 여러 형태( 직접 전하, 직접 변환 또는 간접 변환 원자력 전지)의 원자력 전
지에 있어서 열 싸이클 없이 전기 에너지 생성을 포함한다.

(1) 열전 교환기

열 사이클에 근거를 두고 방사선 붕괴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치는 방사선 핵종 열원 (RHS)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안전한 열원으로서 핵종을
포함한 재료 (동위원소 연료)를 싸고 있는 봉합된 용기 또는 앰플이다. 핵종 붕괴
에 의해 생성된 입자와 전자기 방사는 방사선 동위원소 연료와 RHS 연료 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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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 재료에서 흡수되고 그리고 열을 발산한다. 시간 t에 있어서 방출된 열
파워 Q는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  ⋅⋅   

(2.1)

여기서  는 시간 t=0에서의 방사선 핵종 선량 (단위 Ci),  는 방사선 붕괴 상수,
그리고  는 붕괴 사건시 방출된 입자와 광자의 평균 에너지 이다.
러시아 St. Petersburg에 소재한 V.G. Khlopin Radium Institute에서 개발한
238-PuO2를 사용한 RHS의 특징을 표 2.1에 나열하였다.

표 2.1 Characteristics of some RHSs

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RHS에 가장 적합한 것은
역학적(Renkin 액체 금속 사이클 또는 Brighton 가스 사이클), 열이온 그리고 열전
방법들이다.
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역학적 방법은 Turbo-generator로서 전기 에너지
를 생성하는데 기반을 둔다. 발전기는 폐쇄회로에서의 순환 유체에 의해 구동되
는데 이것은 방사선 핵종 연료 블록에 의해 증발(Renkin 사이클) 또는 가열
(Brighton 사이클)되어 진다. 미국에서 1950년대에 개발된 SNAP-1 unit는 열원으
로서 3.5 MCi인 144-Ce (100% 144-Ce에 있어서 Am = 3183 Ci/g, 반감기=284일)
을 사용하였는데 115V에서 500W 전력을 생성하였고, 대략 10% 변환 효율을 지
녔다. 역학적 에너지 변환에 대한 이론적 효율 한계치는 1 KW 이상인 전기 출력
에 대해 15%이다. 그러나 많은 이동 부품에 대한 의존성과 다량의 방사선 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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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연료를 사용해야하는 필요성 및 1 kW 이하의 전력에 대한 낮은 변환 효율
때문에 적용에 심각한 제한을 받는다.
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열이온 방법은 열전자 방출 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고온으로 (1700℃ 까지) 가열할 때 음극은 알카리 금속 (Ce)증기를 통해 지
나가는 전자를 방출하며 이 전자는 공간 전하를 제거하고 비교적 저온으로 (70
0℃ 까지) 유지되는 양극에 포집된다. 최대 전력에서 변환 터미널 사이가 100
2

A/cm , 0.7 V 정도의 쇼트 회로 전류밀도이고 그리고 20000 시간 동안 연속 작동
시 열이온 장치의 이론적 효율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된다. 242-Cm 동위
원소를 포함한 SNAP-13 방사선핵종 열이온 발생기는 12.5 W를 생성한다. 매우
높은 작동온도에서 부적절한 열 차폐 때문에 에너지 변환 효율은 적절하지 않았
다. 이러한 온도에서 연료 캡슐에 있어서 강도와 부식 저항에 대하여 엄격한 요
구사항이 부여되고 세슘 증기가 나타남으로 발생기, 포집기, 차폐재에 대한 재료
선정에 더 한층 구속한다.
역학적 방법과 열이온 방법은 실제적으로 열전 방법과 경쟁할 수 없다. 1929년
에 Ioffe는 전기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열전 변환기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방
사선 동위원소 열전 발생기 (RTG) 개발은 1950년 초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열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열전 방법은 서로 다른 도체 또는 반도체로 구
성된 전기 회로에서 두 가지 사이의 온도 구배에서 발생되는 열기전력에 근거한
다. 작동되는 RTG의 설계는 다양하지마는 이들의 기본 구조는 비슷하다. 그림
2.1에서 외부 전기 부하를 가진 임의 RTG의 기본 구조를 알 수 있다. 열 파워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RTG 중앙에 있는 연료통에 몇 개의 RHS가 배열되어
있다. 블록에 교환된 열전대의 고온 접합은 연료통의 butt 표면 또는 옆면과 열
접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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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rincipal scheme of RITEC

열전대의 저온 접합은 열 도체나 casing 그리고 RTG의 냉각판을 통해 열 제거
함으로 냉각되어진다. 이것은 또한 열과 전기 조절을 위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
런 장치들은 사전에 설정한 작동 수준에서 RTG의 전기변수를 안정화할 의도로
설치된다. 왜냐하면 생성된 열과 전기 파워는 방사능 붕괴 법칙에 의해 작동 중
에 감소하기 때문이다. 전리 방사선의 선량을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시키기 위하
여 RTG는 생물학적 차폐가 장착되어 있다. 차폐 재료와 설계는 방사선 동위원소
연료의 종류와 세기에 의존한다.
RTG는 여러 가지 자동 장치에 사용된다. 이들 장치들 중에는 전기 심장박동
기, 광학적 그리고 무선 라디오 표지를 위한 자동 전원, 기살 관측소, 심해 부표,
그리고 우주선 전자장치들이다. RTG에 대한 주요 특징은 표 2.2에 나열하였다.
RTG에 의해 생성된 전원은 10-3에서 102 W의 범위이다. 에너지 변환 효율은 최
대 6%이다. RTG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확보 용이성 때문에 종종 방사선 동위
원소 90-Sr을 사용한다. 238-PuO2는 우주선용 RTG와 전기 심장박동기용으로 선
호되고 있다.
RTG 적용을 제한하는 주요 요소로는 90-Sr이나 238-Pu와 같은 방사선독성 핵
종이 다량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량의 동위원소는 충분한 열 구배를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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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반면에 200에서 300 keV 이하의 에너지를 지닌 순수 베타 방출장치
를 사용하면 비교적 안전하다. 트리티움이나 63-Ni와 같은 방사선 핵종은 다량일
지라도 생체적인 차폐가 두껍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방사선 핵종의 베타 붕괴
시 방출된 파워가 RTG에 사용하는데 불충분할지라도 베타 방사선은 원자력 전
지로서 에너지를 발생하는데 사용가능하다.

표 2.2 Characterization of RITEGs

(2) 직접 전하 원자력 전지

직접 전하 원자력 전지의 작동원리는 전극 한쪽(collector)에 전하를 띤 입자의
직접 수집에 의해 전지 전극(emitter와 collector)에

전압이 제공된다는 사실에 근

거한다. 직접 전하 원자력 전지는 방사선 핵종 붕괴율에 의해 결정되는 미량 전
류 (나노 암페어)에서 얻어지는 고전압 (수백 kV 까지)이 가능하다. 전기는 작동
부하를 통해 회로의 근접에 의해 방전된다.
가장 간단한 경우에 이러한 원자력 전지는 중앙 일치형,

동축 형태 또는 평행

한 두개의 전극 표면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서로 절연되어 있고 유전체에 의해
채워진 공간 또는 비워진 공간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전하를 띤 입자를 방출하
는 방사성 물질은 전극의 한쪽 표면에 얇은 층으로 적용되거나 만약 그 물질이
가스(트리티움)이면 전극의 봉합된 전극간 공간에 채워질 수 있다. 방사능 붕괴에
의해 형성되어 collector로 향해 튀어나가는 전하를 띤 입자들 일부는 그 표면에
포집된다. 전극 사이의 전압이 방사능 물질에 의해 방출되는 전하를 띤 입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 근사한 값에 도달할 때 까지 오픈 전기회로에서 collector로
향한 전하 이동은 계속될 수 있다. (이상적인 경우)
콜렉터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하를 띤 입자는 이미 축적된 전하와 같은 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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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극복해야한다. 매우 높은 전압은 open 회로 상태일지라도 원자력 전지 부품
의 내부 저항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절연체 표면을 통해(비워진 전극상호간 공
간) 또는 전극을 분리한 유전체 표면을 통해 전하는 누설에 의해 상실된다. 그러
므로 open 회로에서 생성된 최대 전압  는 방사능 물질에 의해 방출된 전하
를 띤 입자의 에너지와 전극을 분리하는 유전체 성질에 의존한다.  는 다음
식에 의해 계산가능하다.

   

(2.2)

여기서  는 전지의 내부 저항이고, I 는 방사능 핵종에 의한 전하 전류이다.
전지 전극이 부하 저항  을 통해 폐쇄될 때, 전류 I 는 지나가고 전압 V는 다
음 식에 의해 주어진 값까지 감소한다.

   

  
   

(2.3)

이 경우 2π 각도로서 전하를 띤 입자를 방출하는 원자력전지의 전력 P는 다음
식으로 평가 가능하다.

    

(2.4)

여기서  와  는 각각 작용 전류와 전압이고  는 원자력 전지의 효율이며,  은
방사선 핵종 막 정량치,  는 핵종 단위체적당 비전력(specific power) 그리고  는
emitter의 방출 표면 면적이다.
상기 식은 직접 전하 원자력 전지의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전극의 작용
표면적과 전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방사
선 핵종 막 두께와 방출기(emitter) 두께를 적절히 선택함으로 가능하고 그리하여
이런 막들에서의 전하 입자들의 흡수는 최소이고 방출기 표면으로부터의 전하
입자의 방출은 최대 전류 밀도에서 입체 각도 4π 로 발생된다.
이런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최초의 원자력 전지는 1913년 Mosley에 의해 제안
되었다. 방출기로서는 라듐으로 충진되고 벽 두께가 얇은 구형 석영 앰플을 사용
하였다. 앰플 벽은 알파 입자를 유지하였으나 베타 입자들은 보내었다. 베타 입
자의 포집기로서 역할을 하며 은 도금 내부 표면을 가진 구 내의 얇은 석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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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이 앰플은 중앙에 고정되어 있었다. 구 표면 사이 공간을 비운 후, 절연
표면에서의 전기적 파괴에 해당되는 150 kV의 open 회로 전압이 얻어졌다. 전극
-11

밀착시의 전류는 10 A 이었다.
Linder에 의해 개발된 90-Sr와 90-Y에 근거한 진공 원자력 전지에 있어서, 베
타 입자의 방출기는 얇은 벽두께(약 20 ㎛)인 복잡한 형상인데 양단이 구형인 튜
브형 구조였다. 이 구조체의 내부 표면은 동위원소의 막으로 코팅되었다. 이 전
지의 출력 open 회로 전압은 365 kV에 도달하였고 short 회로 전류는 1 nA 정도
이었다. 방사능 붕괴시 형성된 베타 입자의 총량 대비 Linder 베타 활용 효율은
약 75%이었다. 반면에 Moseley 전지의 효율은 8%이었다.
전극 사이의 고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알파 방출기를 이용하는 원자력 전지의
실제적인 예로서, 3극 진공관(triode)을 닮은 설계도가 만들어졌고 특성이 조사되
었다. 설계 내용은 외부 표면에 210-Pu으로 코팅된 원통형 방출기가 보다 큰 직
경의 원통 내에 동심 형태로 고정되고 조정망(control grid)에 의해 포집기
(collector)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조정망으로 흘러들어가는 수백 볼트 마이너스 전
위는 방출 물질인 210-Pu에 의해 방출된 알파 입자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되는 2
차 전자의 전류를 억압한다. 이 원자력 전지 전극 사이의 open 회로 전압은
-800 V의 조정망 전압에서 50 kV이었고, 전극간 공간에서의 잔류 압력은 약 0.1
Pa이다. 기타 직접 전하 전지의 특징은 표 2.3에 나열하였다.
직접 전하 원자력전지는 높은 전압 (수십 또는 수백 kV)을 발생하고 공학적
breakdown target에서 펄스 모드로서 작동한다. 이들에 의해 생성된 전력은 마이
크로로부터 미릴 와트의 범위를 가진다. 왜냐하면 전류는 전하 입자속에 비례하
고 소량의 밀리 암페어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접근방식의 매우 높은 효율은
펄스 모드 캐퍼시터 주변의 전자 부하를 설계할 만한 가치를 제시한다.

표 2.3 Characteristics of Some Direct-Charge Nuclear Batteries

(3) 직접 변환 원자력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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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동위원소 붕괴 에너지의 직접전환에 대한 연구는 접촉 전압 전극을 가
진 원자력 전지를 포함하여 몇 가지 방향을 따르고 있었다. 이런 전지들에는 방
사선이 어떤 종류든지 (알파, 베타, 감마) 서로 다른 작동 기능을 가진 2개의 금
속 전극 사이의 가스 충진된 공간에서 체적 전리를 야기한다. 전극의 접촉전위차
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전기장을 생성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온이 양 전하를 띠도
록 한다. 외부 부하를 교체하며는 전류는 전극간 가스, 전극 재료 등의 성질과
압력 뿐 아니라 전리 방사선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서 회로를 통과한다. 10 mCi
-10

90-Sr를 사용한 원자력전지는 약 1V의 전압을 발생하고 4X10

A 쇼트 회로 전

류를 지닌다. 그러나 이 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가스에서 이온쌍 형성에 대
한 높은 평균 에너지(대략 30 eV) 때문에 0.5%로 낮다.
서로 다른 전도 형태인 p-n 또는 p-i-n 접합의 반도체 원소에 대한 베타속 조
사에 의해 보다 큰 기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p-n 또는 p-i-n 접합의 p 그리고
n 층에 의해 생성된 전기장에 의해 반도체 재료의 노출에 근원이 되는 전자-정
공 쌍의 분리에 근거를 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n 영역은 음 전하가 되고 p-영역
은 양 전하가 된다. 모든 베타 입자가 최대 수만 전자-정공 쌍이 반도체 재료에
서 생성되기 때문에 p-n 접합 소자는 소량의 고에너지 베타 입자를 저에너지 전
자의 보다 큰 전류로 변환시킨다. 그러나 베타 조사에 의해 생성된 전자-정공 쌍
모두는 외부 회로에서의 전류 생성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정공 쌍 손실에 대
한 확실한 요인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키로 한다.
전리 방사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초기 단계는(후속 토의는 베타
선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방사선 핵종이 포함된 물질로부터 베타 속의 출력에
있다. 원자력 전지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핵종의 베타는 꽤 낮은 에너지를 가진
다. 이 에너지 부분은 전달 물질에서의 흡수에 의해 손실된다. 총 베타 에너지를
선원 표면에서의 베타 속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이  (나머지는 자기 흡수되는
것), 베타속 에너지의 전기에너지로의 변환 효율은    , 직접 에너지 변환은 이
들 곱과 동일하다.

  ⋅  

(2.5)

외부 회로에서의 전류 생성 효율    는 최적 외부 부하 하에서 생성된 전력
과 반도체에 흡수된 베타속 전력 비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 정의는 전력과 전
원 활동도의 비와 동일하지 않다, 이것은  항에 포함되어 있다.) 전자-정공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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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실 때문에    변수는 1보다 훨씬 적다. 반도체 밴드 갭 에너지에 대한
   의존성은 이론적으로 계산되었다. 이 계산으로부터 1.9 eV의 밴드 갭 에너

지  을 가진 반도체의 경우    는 20에서 22%에 이르고, 1.1 eV (Si)를 가진
반도체의 경우    는 13에서 14%에 이른다. 트리티움 베타 입자에 노출된 낮은
여기 레벨 특성의 반도체에서는 에너지 변환 효율    는 AlGaAs 반도체에서는
15%이고 Si-기반 반도체에서는 7에서 8% 이다. 선택된 베타-전압 기구에 대한
실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값은 표 2.4에 주어져 있다.
전리 방사선을 반도체 변환기에 노출함으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하는 소자의
전형적인 구조가 그림 2.2에 나타나있다. 이것은 방사선원과 변환기를 포함한다.
다양한 전리 방사선원과 베타볼타 변환기에 서로 다른 설계를 사용한다. 선택된
소자에 대한 성능 특성이 표 2.4에 나열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부품에서 직
접

전환

베타

볼타

proto

type

모델을

참고한다.

상용의

베타

셀

전지

(McDonnell-Douglas)는 표 2.4에 포함되어 있다. 베타 셀 설계는 그림 2.3a 에 나
타나 있고 이것의 IV(전류-전압) 특성은 그림 2.3b에 주어져 있다.

그림 2.2 Scheme of direct-conversion betavolt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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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a Betacel battery design

그림 2.3b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 of betacel battery

또한 표 2.4는 GaP, Al0.1Ga0.9As 및 비정질 실리콘과 같은 베타 볼타에 의해 가
스 상태 트리티움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베타 속 에너지 변환 효율을 보
여주고 있다. 같은 표에서 고상 트리티움에 기반을 둔 베타 선원 즉 Tritium
tritide 베타 선원 및 n-i-p 실리콘 변환기의 I층으로 형성된 트리티움을 지닌 직접
변환 원자력 전지의 두가지 모델 특징을 보여준다.

최대효율은 GaP와 AlGaAs

(   이 5에서 6%) 광대역 갭 베타볼타에 의해 보여짐을 표 2.4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p-n 접합을 통해 붕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를 사
용한 원자력 전지는 접촉 전압을 사용한 전지 보다 변환 효율에 있어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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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하다. 이들 변환 효율은 수 %에 도달 가능하다. 트리티움에 기반을 둔 원자
력 전지 모델에 대해 베타 볼타에 의해 발생되는 전류 밀도는 1 ㎂/㎠에 도달하
고 직렬로 연결된 베타 볼타의 오픈 회로 전압은 수 볼트에 이른다.

표 2.4 Characteristics of Direct-Conversion Batavoltaics

(4) 간접 변환 원자력 전지

전리 방사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시키는 연구 이외에도 간접적
인 에너지 변환에 대한 연구가 1950년대 이후로 또한 수행되어 왔다. 이 방법은
붕괴시 방출되는 에너지를 전자기 (빛) 방사 에너지로 더 나아가 photovoltaic (광
볼타)에 의해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사광학 재료에 의한 변환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것은 2단계 변환이다. 즉 방사선 -> 빛 -> 전기에너지 이다. 이 방법
은 1 단계 직접변환인 방사능 -> 전기에너지로 변하는 것 보다 덜 효율적인 것
처럼 보이나 방사선 영향 감소와 민감한 광볼타 소자의 방사선 보호에 있어서
장점들이 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에너지 변환의 초기 단계는 방사선 핵종을 포함한 매개 물
질로부터 그 표면으로 전달되는 베타 속의 출력으로 변환 효율  로 구성된다.
베타 입자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은    로 정의되고 광볼타
(photovoltaic)에 의해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은    로 정의된
다. 그러므로 간접 에너지 변환 효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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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

적절히 선전된 베타 선원 설계로서 꽤 좋은  값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트리트움 개스로 충진된 방사형광성 광원을 수정한 경우  는 약 0.84이다. 형광
재료에 의해 방사선을 빛으로 변환하는 효율    는 0.25에 도달가능하고 반도체
변환기를 방사형광 광원에 노출시킴으로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은 0.35에 접근 가능하다. 그러므로 간접 변환의 변환효율  은 0.07에 도달
할 수 있다. 동시에 표 2.4에 본 바대로 직접 전환 빵판형 전지의 경우    는
0.06를 초과하지 않고  는 0.01를 약간 초과한다. 이것으로부터 간접 변환 설계
에 대한 최적 개발이 정당화된다. 간접 변환 전지를 proto형으로 제작한 것은 변
환 효율에 있어서 직접 변환 전지 모델과 비교할 때 비슷하다.
베타 볼타 전지에 대한 개념 설계는 사용된 방사형광 광원, 방사핵종, 그리고
광볼타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다. 이런 전지에 주로 사용되는 핵종은 Pm-147과
H-3이다. 전지의 초기 설계는 실리콘, 셀리륨, 황화 카드늄에 근거한 광전 전지
3 5

를 이용하였다. 최근에 A B 화합물에 근거한 광전 전지들이 선호되어 사용되어
왔다.
방사형광 광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분말로 된 방사핵종이 포함된 물질과 형광재료의 혼합물
- 결정격자에 들어있는 방사핵종을 가진 분말 인
- 기체 방사핵종 (H2-3 또는 Kr-85)과 비활성 가스(Ar, Kr, Xe)와의 혼합물 또는
비활성가스-수은 증기의 혼합물
- 비활성 가스(Xe)에 균일하게 분산된 알파 또는 베타 방출 방사핵종을 포함한
먼지형태의 고체 입자들 즉 에어졸
- 내부가 인으로 코팅되어있고 그리고 공간이 트리티움 가스로 채워진 임의 형
태의 밀봉 유리 캡슐
- 고압에서 인 입자들과 가스 형태의 트리티움으로 채워진 미세구로 구성된 패
널
- 트리티움으로 포화된 에어졸과 인의 조합
- 다른 조합들, 즉 유기 형광재료가 들어있는 화합물과 유기 트리티움의 혼합물

간접변환 전지에 대한 임의 설계를 위한 전기 에너지 생성 효율은 반도체 변
환기 (광볼타)의 주파수 응답곡선의 최대값이 형광재료의 최대 방출에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에 달려있다. 간접변환 베타볼타 전지에 대한 선택된 설계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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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a에서 2.4d에 나타나있다.

그림 2.4a Phosphor+promethium oxide mixture-filled light source-based
battery

그림

2.4b

Aerogel-Phosphor

composition-filled(volumetric)

source-based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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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그림 2.4c Tritium gas-filled light source-based battery

그림 2.4d Self-luminous microspheres-containing light source-based
battery

표 2.5에서는 여러 가지 광원과 광볼타 변환기를 사용하고 있는 베타볼타 전지
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방사핵종의 활성도 A, 최대 전력 Pm, 전지
체적 v, 비(단위 활성도에 대한) 전력 Q, 그리고 에너지 변환효율  . 변수 Q는
방사핵종 활성도의 사용효율을 특성지어주고 Pm/A 비로서 정의된다. 이것은 에
너지 변환효율과 다음과 같이 연관되어진다.

(2.7)

  

여기서  는 방사핵종 1 Ci가 붕괴할 때 방출되는 비 전력이다. (표 2.5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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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관심있는 변수들의 초기값이다. 즉 전지 크기는 구조나 포장 단위 없이 주
어진다.)
표2.5의

1번

품목인

Pm-147에

근거한

베타볼타

전지는

1950년

말에

Elgin-Kidde 원자력 전지로서 제작되었다. 이것은 비교적 많은 량의 Pm-147에 의
해 특성이 나타났고 사용수명이 단지 3년이었다. 그래서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포함한 물질과 비활성 가스의 가스-먼지 혼합물을 지닌 전
지들의 변수는 이론적으로 계산되었고 표 2.5의 2번에서 7번 품목에 나타나있다.
이 전지 설계에 있어서는 붕괴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자를 실현하는데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첫 번째는 균일하
고 안정된 가스-먼지 혼합물을 만들어 이 조건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10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진공상태의 자외선 방사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고효율로 (50% 까지) 변환시키기 위하여 넓은 밴드 갭 광볼타를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제논에 의한 전리 방사선의 흡수는 최대파장 172 nm을 지
닌 방사형광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변환기는 도핑된 다이아몬드나 AlN에 근거하
여 사용할 수 있다. Baranov 등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발견하
고 그리고 원자력 전지설계를 수행하는데 대한 전제조건들이 존재한다.
광원과 같이 에어졸-인 조성을 가진 전지(표 2.5의 8번과 9번 품목)의 성능 특
성들 (방사핵종 활성도 A, 최대 전력 Pm, 체적 v)은 이론적으로 계산될 수도 있
다. 23㎼/㎠의 에너지 방사능(radiosity)을 가진 광원들은 높은 트리티움 대비 함량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성능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방사능은 250일내에 10
배 감소한다. 100 기압 보다는 1기압에서 트리티움으로 포화된 에어졸-인 조성은
대략 100배 적은 트리티움과 50에서 100배 적은 방사능에 의해 특징지을 수 있
다.
동시에 Renschler 등에 의하면 광원의 방사능은 트리티움 활성도 감소에 비례
하여 4년 넘게 감소한다. 분명히 이러한 광원으로서 0.5 ㎼/Ci 의 비 전력 Q을
지닌 전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지의 비 전력은 23 ㎼/㎠의
에너지 방사능을 지닌 광원의 전력보다 100배 적을 것이다. 이런 사실 즉 비 전
력이 트리티움 붕괴에만 비례하여 감소된다는 것은 이러한 선택을 선호하도록
해 준다.
트리티움 가스로 채워진 광원을 사용한 전지들의 실제 모델 특징들은 표 2.5
(10번 품목)에 나타나 있다. 이런 전지들의 전력은 사용된 부품과 설계를 최적화
함으로 즉 변환 효율    이 보다 좋은 변환기(광볼타)을 사용함으로써 단지 2
배에서 3배 만큼 개선되어진다. 미세구 조명체를 사용한 전지들은 비교적 강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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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형이다. 동시에 부하 활동도와 장기 조명능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인해 이
런 소자에 대한 명확한 특징을 알 수 없게 한다.
표 2.5에서는 다른 변환 방법과 비교해서 방사성 붕괴 에너지를 전기로 간접
변환하는 비교적 높은 효율을 제시해주고 있다. 간접 변환의 가능성은 기술된 종
류에 대한 시제품이 제작되고 시험될 때만 명확히 보여 주게된다.

표 2.5 Parameters of Indirect-Conversion Betavoltaic Batteries

나. Si 기반 마이크로 전지 기술개발 현황

반도체 p-n 접합은 원자력 방사선에서 전기로의 변환용으로 1950년대에 처음
제안되었다. 게르마늄과 실리콘 p-n 접합에 근거한 변환기가 제작되었고 Sr-90,
Y-90 동위원소로부터 베타와 감마 방사선으로 조사되었다. 최적이 아닌 동위원
소의 선정과 반도체 품질저하 때문에 변환 효율은 약 0.5%이었다. 실리콘 품질
증대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리콘 보다 더 넓은 밴드 갭
을 지닌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 재료가 나타났다. (비정질 실리콘, W3Y5, W2Y6 등).
원자력 방사선의 최대 변환 효율은 높은 밴드 갭 재료의 변환기에서 기대되어진
다. 그러나 초기 재료가 저가라는 관점에서 실리콘 소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
고 이들 관련 기술의 상당한 개발, 실리콘 기술에 근거한 변환기로서의 사용에
대해서 이론적과 함께 실험적으로도 평가되어야한다. 원자력전지가 대량생산이
된다면 효율성은 떨어지나 저렴하고 인간공학적인 실리콘 변환기를 선호할지 모
른다.
다양한 환경적인 조건하에서의 작동, 매우 긴 작동 수명을 지닌 자체 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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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센서, 통신, 제어 응용분야에 유용할 것이다. 전원 요구사항은 단위 부피
당 그리고 절대 평균 전류 소비, 전압, 그리고 저장 에너지 또는 전하 등 용어로
정의가능하다.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평가는 다음 규격을 제공한다.
전류 : 1-10 ㎂
전압 : 1.6 - 7 V
전력 : 15-500 ㎼
그림 2.5은 여러 응용분야 이들 대부분은 100-200 ㎼ 전력 단위로 제공 가능한
것으로 요구되는 변수 값과 그들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5 Application areas and corresponding parameters of desirable
power cells; 100 and 200 ㎼.
기존의 화학 galvanic 전지의 比전력에 대한 평가는 102에서 104 ㎼/㎤이고, 대
비 저장에너지는 10-2에서 수 Wh/㎤ 이다. 작동수명은 화학전지의 경우 2년 이상
초과되는 것이 거의 없다.
트리티움은 생태학적인 호환성, 저독성, 비교적 저가, 그리고 적절한 반감기 때
문에 원자력전지에 있어서 전망이 좋은 동위원소이다. 반도체로 제조된 베타 에
너지 변환기에 대한 발표자료에는 트리티움에서 베타 방사선 변환용 어레이의
이론적 예측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은 10에서 100 ㎼/㎤ 比전력과 10 Wh/㎤
의 대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트리티움 베타 변환기 기반 반도체
는 (순간) 비전력[4]에 관하여 화학 전지보다 열등하지만 트리티움 긴 반감기(12
년)로 인해 수명과 전체 대비 에너지가 큰 결과를 얻는다.
만약 트리티움 베타 변환기의 투사 용량이 분배 전력에 대한 요구와 비교된다
면, 이 요구의 큰 몫은 ( P≤ 100에서 200 ㎼) 20㎤ 이하 체적을 가진 반도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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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티움 전지에 의해 만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반도체 원자력전지의 개
발은 중요한 과제이다.
트리티움에서 베타 방사선을 전력을 변환하는 2가지 방법은 알려진대로 직접
방법과 간접방법이다. 직접 변환은 p-n 접합에 의해 분리된 전자-정공 쌍을 생성
하는 반도체 재료에서 트리티움에서 방출된 전자들을 흡수하는 것이다. 간접 변
환은 인(Phospher)이 야기시키는 전자들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좁은 스펙트
럼 범위에서 빛을 방출하고 이 빛이 반도체 Photovoltaic (PV) 변환기에 의해 흡
수된다.

다. GaN 기반 고효율 마이크로 전지 기술개발 현황 [8]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레이저, 및 고온 전자부품용 고순도 II족 질화물 에피층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재료들은 전위, 적층결함 및
다른 성정 결함의 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열화와 함께 고품질 전
자 및 광학 성질을 보여준다.
III 족 질화물의 응용분야를 저가 및 대면적 전자 소자로 확대하려면, 유리, 투
명 전도성 산화물, 실리콘 또는 금속 박막과 같은 값싼 기지 위에 결정을 성장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미세결정 II 족 질화물 박막은 방사선 에너
지의 직접 변환을 하는 대 면적 원자력 전지용으로는 가장 전망 있는 재료이다.
이런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은

NH3와

트리메틸갈륨과의

혼합물을

PE-MOCVD 방법으로 고품질 수화물 미세결정 GaN (GaN:H) 박막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런 박막들은 섭씨 100도와 300도 사이 온도에서 알루미늄, 용융 실리
카, 그리고 Si (100) 기지 위에 증착되며 17-30% 수소를 지닌 화학량론적 조성을
가진다.
베타볼타 GaN 전지에 대한 최적 변수 목표치는 베타 전자에 의한 쌍 생성에
필요한 평균에너지 (E pair ≈ 10 eV)를 사용함으로 평가되어 질 수 있다. 트리티
움 베타볼타 전지의 경우, 베타 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5.7 keV 이고 큐리당
최대 허용 단락회로 전류밀도는 다음과 같다.
     ∙   ×  ∙     ×        ∙   

p-n

다이오드

전지의

경우,

큐리당

최대

가능

해당

출력은

       ×      이다. n-GaN MS와 MIS 다이오드 전지의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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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력은        ×     이며, 전형적인 장벽 높이가 Pt에 있어서
1.1 eV, Au에 있어서 0.91에서 1.15 eV, Pd에 있어서 0.94 eV, Ni-26에 있어서
0.66에서 0.99 eV이다. p-GaN MS와 MIS 다이오드 전지의 경우, 최대 출력은
       ×     이며, 장벽 높이값이 p-GaN 위의 Au에 대해 2.38

eV,

Ni에 대해서는 2.4 eV이다. 원자력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최대 효율은

p-n 다이오드의 경우 30%, n-GaN에 대한 Schottky 다이오드의 경우 10%,
p-GaN에 대한 Schottky 다이오드의 경우 24%이다.
실제 베타 전지의 경우, 효율은 훨씬 낮다. 식 2.8로부터 (고품질 반도체 재료
와 고함량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전지)와 식 2.9로부터 (저품질 반도체 재료
와 저함량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전지) 전지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

   

(2.8)


  
 

(2.9)

여기서   는 제로 바이어스 일 때 MS 또는 MIS 다이오드의 차등 저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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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방사선원 특성조사 및 확보방안
1. 베타방사선원 특성조사
원자력 전원으로서의 동위원소는 가능한 감마입자가 방출되지 않아야 한다.
감마입자는 원자력 전원으로서 필요치 않는 입자이며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차폐문제를 야기 시킨다. 표 1에서 알파, 베타입자들을 방출하는 중․장 수명 동
위원소의 종류와 방출특성을 보여준다.

베타입자를 이용하는 원자력 전원으로서

의 동위원소는 가능한 방출베타입자의 에너지가 크고 반감기가 긴 것이 좋다. 왜
냐하면 베타선원의 반감기는 전지의 수명을 결정하고, 방사능의 정도는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며, 방출되는 베타입자의 에너지는 전압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이
다. 또한 저가의 동위원소가 경제적이며 고체형태이어야 다루기가 좋다.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장 수명이면서 고 에너지 베타입자를 방출하
는 원소는 Sr-90이나 마이크로 전지에 사용할 수 있는 베타선원으로는 실리콘
격자구조에 손상을 주는 145keV 보다 적은 최대에너지를 가진 삼중수소와 Ni-63
이 적합한 실정이다. 그러나 방출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목표 수준인 10 ㎻/㎠의
power를 생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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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알파, 베타입자방출 중․장 수명 방사성동위원소
동위원소
Po-210

선원종류
α

방출베타입자 최대 에너지

반감기

(MeV)
5.4

138.4days

H-3

β

12.26y

0.0186

C-14

β

5730y

0.156

Cl-36

β

3.08 x 10 y

0.714

Ni-63

β

92y

0.067

Tc-99

β

2.12 x 105y

0.292

Sr-90/Y-90

β

27.7y / 64h

0.546 / 2.27

Pm-147

β

2.62y

0.224

Tl-204

β

3.81y

0.766

β

285 days

0.2-0.3

β

10.44y

Ce-144/Pr-144
Kr-85

5

가. H-3 (삼중수소) [8]
빛을 발생하는 핵종으로 삼중수소가 핵물리적으로나 보건 기준 측면에서 가장
유망하다. 즉 삼중수소는 18.6 keV 이하의 베타선을 방출하며 이것은 TV의 CRT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에너지 레벨에서 전자의 최대 경로는 수 μm를 넘지 못
하므로 심한 생물학적 방어 조치가 필요치 않다. 동시에 삼중수소는 많은 실제적
인 응용에서 충분히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삼중수소를 함유하는 물질은 다양한 화학물질 형태로 방사발광 소스나 원자력
전지로 사용할 수 있다.

• 기체형태의 삼중수소
• 금속 삼중수소 특히 티타늄 삼중수소
• 삼중수소 함유 실리콘
• 삼중수소 함유 제올라이트 및 에어로졸
• 삼중수소 함유 유기물질, 나노 튜브 및 fullerenes
이러한 삼중수소를 함유한 물질들은 베타선 방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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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낮은 삼중수소 이탈률, 높은 방사선 안정성이 특징이다.

(1) 기체 삼중수소

기체 삼중수소의 화학 특성은 비방사능이 9700 Ci/g 으로 수소 가스와 유사하
다. 기체 삼중수소의 밀도는    ∙    으로 2개의 원자를 가진 삼중
수소 분자 1 mole은 이상기체의 표준조건, 22,400  에서 6 g 이다. 통상 실험
실에서 삼중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은 온도 400 °C 이상에서 삼중수소 우라늄에서
추출한다[6]. 온도 200°C 이하에서 삼중수소는 우라늄에 흡수되며 20°C에서 우라
늄에 흡수된 잔류압력이 약 0.13 Pa 이다. 이것은  ∙    인 우라늄에
서 삼중수소의 평형농도와 연관되며 그림 3-1-1에 일반적인 우라늄 삼중수소 저
장 장치 (우라늄 베드)를 보였다[8].

그림 3-1-1 Apparatus for uranium tritide storage (uranium bed) designed at the
Mound

Laboratories

(From

Bokwa,

S.

R.

et

al.,

Handling

high-specific-activity tritium, Nucl. Instrum. Methods Phys. Res. Sect. A,
257, 52,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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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0 Ci 까지의 기체 삼중수소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림 3-1-2에 보
인 개략도와 같은 다양한 설계가 있다[8]. 이것은 스테인레스강 매니폴드와 밸브
로 우라늄 삼중수소 저장설비와 연결된다. 기체 삼중수소를 정확히 계측하도록
보정된 탱크와 다양한 분석 장치가 부착되어있다. 그림 3-1-2에 보인 장치는 삼
중수소를 가지고 기체가 충진된 방사발광선원(RLSs-T) 등과 같은 다른 장치를
부가하여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다.

(2) 무기화합물 삼중수소

(가) 티타늄 삼중수소

soft한 베타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통상 금속 삼중수소, 특히 티타늄 삼중수소
를 사용한다[5,7,9]. 티타늄 삼중수소는 비활성이 1100  [5]으로 상당히 높으며
100°C까지 방수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상온 상압 하에서 1 Ci 당 티타늄에서
 ∙     정도의 비율로 삼중수소가 방출한다. 이것은 대략 10년 안에 0.2

Ci 가 없어진다는 것과 유사하다. 덧붙여 삼중수소의 방사선 붕괴에 따라 베타선
속이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타늄 삼중수소는 고체 베타선원으로 상당히
좋게 평가된다.

티타늄 삼중수소를 박막 형태로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깨끗한 물질로 금속 삼중수소 선원을 제작한다. Ni, Cu, Ag, Mo, W, Ta, Pt
이나 기타 다른 내부식성 재료를 판 형태로 준비하고 연마하여 그 표면을
산화막으로 덮혀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7]
2) 고온의 진공 용기에서 기압이  ∙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티타늄 박막층을 진공 증착하여 수백 nm에서 수 μm 두께가 되도록 한다.
티타늄은 유도 [7] 또는 전자 충격법 [7,10]을 사용하며 증착 챔버의 압력이
 ∙     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증착할 티타늄은 고온 (최대 1100°C)에서 압력이  ∙    이하에서
degas 시켜서 연속적으로 휘발하여 결과적으로 티타늄 코팅이 하나의 티타
늄 원자당 2개의 삼중수소 원자를 흡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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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판 위에 티타늄 층을 증착한 뒤, 삼중수소 흡수를 위해 불활성 분위기
하에서 진공 챔버로 이동한다.
6) 삼중수소 흡수의 최적조건은 챔버의 진공도는  ∙    이하, 온도는
350°C 로 올린다.
7) 챔버에서 고진공 펌프를 분리시키고 삼중수소 개스를 우라늄 트랩 (베드)에
서 주입한다. 이때 압력은 66 kPa 이상이다.
8) 티타늄으로 삼중수소 흡수가 완료된 후 기판을 상온으로 냉각하고 잔류 삼
중수소 개스를 다시 우라늄 삼중수소 저장장치 (우라늄 베드)로 포집한다.

350°C로 재가열하면 삼중수소가 추출되어 필요한 박막으로 흡수된다. 기판을
상온으로 최종 냉각한 뒤 삼중수소 개스는 우라늄 trap으로 돌아가고 새로 만들
어진 베타선원 기판을 진공 챔버 밖으로 빼낼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제조된 티타
늄-삼중수소의 원자 비는 보통 1: 1.5 이며 이 비율은 티타늄을 동적으로 할 경
우 증가될 수 있다. 이 경우[7], 티타늄을 삼중수소 분위기에서 700~800°C로 가열
한 뒤 상온으로 냉각한다. 티타늄-삼중수소의 원자 비가 1:2에 도달하면 베타선
원은 비활성도가 1100 Ci/g 이 되며 기체 삼중수소 1g 은 470  에 해당한다.
어떤 경우 삼중수소-티타늄 판이 이산화 실리콘이나 질화물 셀룰로우즈로 코
팅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삼중수소의 방출을 방지하므로 방사선 작업 위험도
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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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Tritium-handling apparatus. (From Bokwa, S. R. et al., Handling
high-specific-activity tritium, Nucl. Instrum. Methods Phys. Res. Sect. A,
257, 52, 1987.)

(나) 삼중수소 실리콘
3

다공질 결정(TPS; Tritiated Porous Silicon) 또는 비정질 (a-Si: H) 삼중수소 실
리콘은 방사선 붕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베타-볼타 변환을 위한
베타선원으로 작합하다[11-15]. 특히 다공질 결정 형태는 삼중수소 베타 입자에
의한 발광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광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다공질 결정은 결정질 실리콘을 불화수소산 용액에서 총 기공률이 50~90%에
이를 때까지 전해 에칭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12,13].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다공
질 결정은 크기가 1~100 nm 정도의 길고 좁은 기공 형태를 가지며 용매 속에 존
재하는 다양한 수소화물, 예컨대 ≡    ,     (주로), 및     이 기공 표면
에 붙어있게 된다. 다공질 실리콘은       기체 혼합체가   나   기체에
희석된 매질 속에 놓이게 되는 데 상온, 기체상에서 삼중수소 원자가 다공질 실
리콘 표면에 있는 수소 원자로 동위원소의 평형 교환이 일어난다. 다공질 실리콘
표면에서 삼중수소의 반응은 기체상의 삼중수소 농도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다공질 결정 (TPS)는 고체 실리콘 시편을 불화수소 (  ) 와 불화삼중수소
(   ) 의 혼합물에서 전기 용해로 만들어진다[14]. TPS 기공 내부에 삼중수소의
양은 초기 전해액의 →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다공질 결정 (TPS)는 표면     그룹의 10% 가       그룹으로 변환한
다고 가정할 경우 1  당 10  를 함유할 수 있다. 두께 10  이고 면적이
1  인 TPS 피름에서 삼중수소 10  를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광도
는 1.16  [12-14] 이다.
비정질 실리콘     도 수소화물 비정질 실리콘 (       ) 을 제조하는 것
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11,15]. Silane    를 글로우 방전에 의한 분해를 거쳐
삼중수소 분위기 하에서 실리콘을 reactive sputtering 또는 증발 과정 또는    
의 화학증착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및    의 전기 사이클로트론
공명 플라즈마 증착(Electron Cyclotron Resonance Plasma Deposition)으로 만들
수 있다. 기계적으로 안정하고 박편이나 물집이 없는       필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안장-형태(saddle field)의 플라즈마 챔버에서 직류로 점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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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글로우 방전법이 사용된다[16-18].
실리콘과 결합된 수소(삼중수소)는 증착 조건으로 조절할 수 있는 데 특히 박
막

     

필름을 제조할 때 쓰는 절차이다[11,15,19]. 삼중수소, Silane,

Phosphine, Diborane 등을 교체 또는 조합하여 방전함으로써      정션을 포
함하는       (  -층),       (  -층),       (  -층)을 제조하여 생각할 수
있는 베타전지의 선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11].

그림 3-1-3 Schematic of the direct current saddle-field deposition system.
(Adapted from Kostesky, T. et al., Tritiated amorphous silicon films and
devices, J. Vac. Sci. Technol., A, 16, 893, 1998.)

그림 3-1-3 에 saddle field 를 가진 플라즈마 챔버에서 직류 방전 방식으로
      를 제조하는 장치의 개략도를 보였다. 삼중수소는 우라늄 삼중수소에

저장되며 초기에 진공 처리된 스테인레스 챔버를 가열한 뒤 silane 이 개개의 유
량 조절 장치를 통하여 안으로 들인다. 챔버에는 5 개의 전극이 있는 데 3 개는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그물망 전극으로 수백 볼트의 고압을 가한다. 챔버 내에
서 기판에       층을 증착하기 위해서 전극 간에 saddle field discharge를 한
다. 챔버 플렌지로 기판 holder 를 지지한다.       층을 기판에 증착하는 데
온도는 500   이며 압력은 6.6 ~ 21.1   이다[18]. 최종적으로       에는
10  의 삼중수소를 포함하며 이는 100  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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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12-14] 및       [11,15,18] 제작과 관련한 저자들은 삼중수소와 실리
콘 간에 화학결합으로 인해 안정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삼중수소 실리
콘으로부터 삼중수소의 누설률과 관련된 측정은 보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삼
중수소 실리콘의 방사선 위험도는 여기서 알 수 없다.

(다) 삼중수소 함유 제올라이트 및 에어졸

삼중수소를 기반으로 한 베타 선원은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질에서 직접 베타
에너지의 손실과 관련된다. - 자체흡수 손실. 이러한 단점은 베타 발생 선원을
조사대상에 근접시킴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양한 화합물이나
제조 공정으로 삼중수소를 포함한 물질 및 인을 제조할 수 있다. 예컨대 삼중수
소 포함한 비정질 실리콘은 앞서 언급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실리콘 에어졸, 인
과 삼중수소를 함유한 제올라이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미세하게 분쇄된 phosphor (입자 크기가 1 ～ 20 μm 이하) 로 분산된 다공질
(기공 크기가 1 ～ 500 nm)인 무기물 겔 (에어졸 또는 xerogel)의 기공 표면을 삼
중수소로 싸는 방법이다[20-23]. Phosphor 특히     를 초기 용액으로 고분
자 선행물질 (금속이나 실리콘의 산화물 및 알칼리산화물)과 용매 (에탄올 또는
메탄올) 로 구성한다. 인은 초음파로 용액 속에 분산시키며 실리콘 에어졸의 경
우 필요한 인의 양은 0.005 ～ 1.0 g/ml 정도이다. 졸-인 분산 용액 속에 조촉매
을 넣어서 겔화하는 데 농도  ∙   ～  ∙    의    를 조촉매
로 사용한다.
겔화 작업을 하는 동안 졸-인 혼합물을 기계적으로 저어서 균질화시킴으로써
인 입자가 석출하는 것을 방지한다. 겔 상태로 가기 전에 저어 주는 것을 중지하
고 겔 상태가 끝나면 실리콘-겔-인 상태를 50°C에서 2 일 동안 유지함으로써 고
분자 결합력을 강화시킨다. 에어졸은 겔에서 용매 (에탄올)을 액체   로 대치
해서 만든다. 후자는 온도 36°C, 압력 8.6   에서 제거된다. 실리콘 에어졸-인
시편 표면에 묻은 수분이나 유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공에서 150 ~ 400
°C 로 가열하면 된다. 에어졸-인 조성물에 삼중수소 가스를 사용하여 동위원소
치환법으로 삼중수소를 집어넣으려면 삼중수소-물 증기압이 0.14   에 이를
때까지 며칠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23]. 이렇게 만들어진 삼중수소-실리콘 에어졸
샘플은 20  의 선량을 방출하며 초기 조도는 3.1  이다.
에어졸-인 조합을 만들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에틸벤젠이나 다른 유기용매에
tritiated di(phenylethyl) benzene (TDEB) 을 녹인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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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제조된 한 샘플에서 체적 방사능이 32  이며 초기 조도가 0.8  
(4.1  ) 이며 샘플은 빠르게 저하된다.
희토류 원소를 함유한 제올라이트를 삼중수소 수증기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24,25]. 제올라이트 4A (            ) 및 13X (              ) 를 희
토류 원소의 질화 용액에 적용하면   ,  등의 희토류 원소 이온이   이온과
교환한다. 제올라이트는 400 °C, 진공에서 건조한다. 제올라이트를 포함한 유리
앰플을 삼중수소 물을 포함한 앰플과 연결한다. 제올라이트는 삼중수소 수증기를
스펀지같은 역할을 하면서 흡수하는 데 수중기의 흡착을 가속시키려면 시편을
77 K로 냉각하여 2분간 유지한 뒤 상온으로 가열한다. 52-mg     제올라이트
샘플은 36  의 삼중수소 물을 포함하며       의 협대역 스펙트럼을
방출하고 그 조도는 1.7  이다.

(3) 삼중수소 유기화합물

베타 선원이나 방사선 발광원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삼중수소 유기화합물은
삼중수소 고분자 화합물이다. 이런 목적으로 롤리스틸렌, 폴리에틸렌, 폴리아크
릴,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폴리아미드 및 폴리실록산 등이 제안되었다[26].
유기 고분자에 삼중수소를 함유한 화학물질은 많은 용도가 있다.

나. Ni-63 [9]
0.0106 W/g의 specific activity를 지닌 Ni-63은 자연 상태 니켈의 3.66%인
Ni-62를 조사(irradiation)함으로 얻을 수 있다.
Ni-62 + 0n1 → Ni-63 → Cu-63 + β- (0.063 MeV)

Calcium-45와 마찬가지로 니켈 동위원소를 대량으로 분리할 적절한 방법은 없
다. 니켈 탄화물은 가스 상태이지마는 이것은 열적으로 불안정하고, 열확산으로
분리를 시도하면 분해되어지고 분리막에 증착되는 경향도 있다. Ni-58 (자연 상
태 니켈의 67.8%)로부터 Ni-59를 형성함으로 약간 오염될 수도 있다. Ni-59는 반
감기가 80,000년이고 양이온 방출원이다. 이같은 긴 반감기로 인해 비교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감마 방출을 유지해야한다. Ni은 용융점이 1455 ℃이고 비등점이
2900 ℃이므로 오염될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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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14
C-14는 반감기가 5730년이고, qry적 낮은 에너지를 가진 베타 입자로 화학적
형태는 주로 CO2를 이루고 광합성 이외의 경로에 대해서는 CH4, C2H6 및 기타
탄화수소 형태를 지닌다. C-14는 원자로 냉각수내 O-17에 중성자의 작용에 의해
발생되거나 재처리 과정 중 핵연료 내에 남은 물질이 방출될 때 발생되기도 하
며, 연간 약 60 Ci/1000 MWe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연에서는 우주선 중성
자와 N-14의 작용에 의해 발생되기도 한다.

라. Sr-90 [10]
38Sr

90

은 핵연료내 핵분열생성물의 5 % 정도로 생성되며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이 가능한 물질이다. Sr-90은 원자력전지는 물론, 두께측정기, anti-static
ionizers, 결함검출기(flaw detectors), shutoff 스위치, 점도측정기(viscosity gauges),
밀도측정기(density gauges) 등에 사용된다. Sr-90 동위원소에 의한 방사붕괴 자
료가 그림 3.4 에 주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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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Sr-90 방사붕괴 Scheme 요약

또한 Sr-90 동위원소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표가 3-1-2과 3-1-3에 주어져 있다.
표 3-1-2에서 보여주는 봐와 같이 Sr-90은 최대 에너지 0.545 MeV의 베타입자를
방출하고 단수명인 Y-90 (반감기: 64 hr)으로 변환된 뒤에 이 Y-90이 최대에너지
2.27 MeV의 베타입자를 방출하는 2 베타 방출 원소이다. 전 절에서 언급하였듯
이 비교적 고 에너지 베타입자를 방출하는 Sr-90 동위원소는 방출된 베타입자와
Sr-90

그

자체

및

최종

붕괴물질

Zr-90

및

O-16의

매질과의 반응에서

Bremsstrahlung 광자를 방출한다. 이 광자는 원자력전지를 위한 바람직하지 않은
방사선으로서 원자력 전지의 차폐를 요구한다. 베타입자 당 Bremsstrahlung 광자
방출률이 제시되어 있다. 표 3-1-3는 Sr-90 선원 방사능 (Ci)당 방출되는 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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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별 방출률을 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차폐문제를 용이하
게 할 수 있도록 0.25 MeV의 낮은 에너지의 광자가 가장 많이 방출된다. 이 에
너지 영역에서는 쌍 전자생성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방출률은 적지만
1.1 MeV 이상의 광자방출은 새로운 광자의 생성을 유도하고 투과력이 좋아서 차
폐문제를 어렵게 한다.

표 3-1-2 베타 선원의 특성
선원

최대 베타 에너지 평균 베타 에너지 총 Bremmstrahlung에너지
(MeV)

(MeV)

(MeV/β)

Y-90

2.27

0.944

2.81 x 10

Sr-90

0.545

0.201

1.41 x 10-3

-2

표 3-1-3 Sr90 매트릭스 베타 선원으로부터 에너지별 광자 방출률

광자 에너지 (MeV)

광자 방출률 (#/Ci sec)

0.25

1.3 x 10

0.5

5.8 x 10

0.8

1.8 x 108

1.1

5.5 x 10

1.4

1.5 x 10

1.7

2.7 x 106

2.0

1.9 x 10

9
8

7
7

5

2. 베타방사선원 확보방안

가. Ni-63 : 국내 생산은 전무한 상태이고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다. 국
내 하나로를 이용한 생산 능력은 있으나 수요가 적어 아직 충분한 시장 형성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산업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본 동위원
소를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 폐기물로 발생되고 있다. N-63 폐기물
을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폐기물도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형편이다. 현재 국내 발생되는
Ni-63 이용실태를 동위원소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근거한 아래 그림을 참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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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동위원소 폐기물 핵종에서 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동위원소
전지개발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11]

그림 3-1-5 산업체의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실태 (2005년도 기준)

그림 3-1-6 공공기관의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실태 (2005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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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교육기관의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실태 (2005년도 기준)

나. 삼중수소 : 삼중수소는 우주선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비에 의해 지표
면으로 전달된다. 연간 생성되는 트리티움 방사선량은 4 백만 큐리 (0.41 kg)이다.
또한 인공적으로는 원자로에서 3차 핵분열과 경원소()의 활성화에 의해 형성된다.
상업적인 생산은 년간 1 백만 큐리이고 원자로에서는 년간 1-2 백만 큐리가 생
산된다.
특히 중수로에서는 삼중수소가 다음 방법에 의해 생성된다.

(1) 중수 중 중수소의 방사화 : 연간 MWe 당 2400 큐리 발생
(2) 우라늄 핵연료의 Trinary 핵분열 : 연간 MWe 당 15-30 큐리 발생
(3) 보론의 방사화 : 연간 MWe 당 10 큐리 발생

이상과 같이 생성된 삼중수소는 인체 영향을 감소시키며 원자로 내 대기 공기의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중수증기회수 계통의 흡착식 건조기를 이용하였
으나, 최근에는 삼중수소제거설비(TRF)를 설치하여 연간 7 백만 큐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였다.

다. C-14 : C-14는 감속재 계통 중수 방사화 분해, 계통내 공기 유입에 따른 방
사화, 기타 C-13의 중성자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중수로에서는 감속재 이온
교환기에서 생성량의 약 91.4% 재거되는데 여기에서 제거된 C-14를 분리하여 상
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경수로 보다 중수로에서 C-14이
많이 생성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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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수의 경우 O-17의 존재량이 경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17

O(n,

14

α) C 반응이 잘 일어난다.
14

(2) 중수로의 경우 감속재 내에서의 평균 열중성자속이(약 10 n/㎤-sec) 경수로의
13

열중성자속에(약 10 n/㎤-sec) 비해 높기 때문이다.
(3) 중수로의 경우 감속재 량이 약 190톤/GWe으로 경수로에 비해 훨씬 많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생성된 C-14 동위원소는 탄산칼슘 형태로 주로 생성되는데 필요시
C-14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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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위원소 전지 모델링

1. 계산모델

계산에 사용한 모델은 그림 3-2-1과 같다. 개발 중인 마이크로 배터리는 가로
×세로 가 1×1 cm 인 얇은 판형의
태로 구성되어 있다.

63

63

Ni,

nat

Al, 와

nat

Si 물질이 층층이 쌓여있는 형

Ni 은 전자를 방출하는 선원으로 초기 두께 0.5 um 로 가

정하였고, 실제 계산에서는 두께를 변화시켜 가면서 Self-absorption에 의한 최적
두께를 평가하였다.
로 구성되어졌다.

nat

63

Ni 다음은 50 um 의

Si

nat

Al 층이,

nat

Al 층 다음으로

nat

Si 층으

층은 200 nm 두께의 층과 연속한 1.4 um 두께의 층으로

구분하여 1.4 um 두께의 층에서 전자의 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1.

2.

63

Ni 마이크로 배터리의 MCNPX 계산모델

63

Ni 전자 선원

전자를 발생시키는 선원은

63

Ni 이다.

63

Ni 은 반감기 100.1 년의 베타붕괴를 통해

63

Cu 로 붕괴된다. 붕괴에너지는 0.067 MeV 이고, 베타붕괴 시 발생하는 전자의

에너지스펙트럼은 그림 3-2-2 와 같다. 계산에 사용한 MCNPX 코드가 방사성동
위원소의 붕괴 과정과 붕괴 시 발생하는 입자를 모사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붕괴
로 발생한 전자의 에너지스펙트럼과 발생 확률에 따라 전자를 선원으로 발생시
켜주어야 한다. 전자의 발생 위치는

63

Ni 층 내부의 전 영역에서 균일한 분포를

가지고 발생하도록 하였다. 발생한 전자의 에너지는 그림 3-2-2 에 나타낸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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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를 갖도록 모사하였다. 또한 발생한 전자는 등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도
록 방향성을 모사하였다.

-2

1.0x10

-3

Probability

8.0x10

-3

6.0x10

-3

4.0x10

-3

2.0x10

-6

-5

10

10

-4

10

-3

10

-2

10

Energy [MeV]

그림 3-2-2.

63

Ni 베타붕괴 시 발생하는 전자의 에너지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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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

3. 계산방법 및 결과
계산에는 MCNPX 코드 2.5.f 버전이 사용되었다.[12] MCNPX 는 중성자, 감마선,
전자, 양성자 및 일부의 소립자와 이온의 수송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방사
선수송계산코드로 최근 버전이 2.5.f 까지 배포되어 사용 중이며, 현재 2.6 베타버
전이 일부 배포되어 다양한 사용자에 의해 검증 중에 있다. 본 계산에서는 개발
및 검증이 완료된 가장 최근 버전인 2.5.f 를 사용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림 3-2-1에 나타낸 배터리의 구조를 동일하게 묘사하
63

였으며,

Ni 층 내에서 균일하게 전자가 발생하도록 모사하였다. 발생하는 전자

는 등방향성과, 그림 3-2-2 에 나타낸 에너지스펙트럼의 확률에 따른 에너지를
갖도록 모사하였다. 계산에 사용한 MCNPX 코드의 계산은 기하하적 구조의 묘사
한계가 10

-5

2

cm (=10 nm =10

-1

um) 이며, 전자수송은 1 keV 의 Low Energy Limit

을 갖는다는 제약이 있다. 개발 중인 마이크로 배터리의 계산에서 기하학적 구조
의 모델링은 어려움이 없으며,

63

Ni 의 베타붕괴로부터 발생하는 전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1 kev 이하의 에너지부분은 계산의 선원발생 부분에서 발생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1 keV 이하의 전자는 매질 내에서 원자핵 주변의 궤도를 돌고 있
는 전자와 반응 등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63

Ni 층 외부로 빠져나오지 못하므로 1

keV 이하의 전자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이 Self-abosorption

Effect 계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63

Ni 층의

Self-absorption 효과에 따른 최적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그림

3-2-1의 모델에서

63

Ni 층 의 두께를 0.1 um 씩 증가시켜가며

표면에서의 전자 플럭스를 계산하였다.
가 증가하면서

63

63

nat

Ni 층의 두께가 증가하면

Al 층과 맞닿은
63

Ni 층의 부피

Ni 층 전체에서 발생하는 단위시간당 베타붕괴수가 증가하므로

전자의 발생수가 증가하여 전자플럭스가 증가한다. 그러나 두께가 두꺼워지는 만
큼 전자가

63

Ni 층을 통과하여 표면에 도달하기까지 진행해야 하는 거리가 증가

하므로 표면까지 도달하는 전자의 수는 두께가 얇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감소
한다. 이때,

63

Ni 층 내에서 베타붕괴 혹은 전자가 발생하는 위치는 균일하므로

두께가 어느 이상으로 증가하면,

63

Ni 층 표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전자만이

nat

Al

층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전자의 플럭스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림
3-2-3 에

63

nat

Ni 층의 두께 증가에 따른

계산결과를 나타내었다. 계산결과,

63

Al 층과 맞닿은 표면에서의 전자 플럭스

Ni 층 두께가 1.5 um 이상 되면 전자플럭스

가 증가하는 효과가 점차 감소하여 약 2.0 um 이상이 되면

63

Ni 층의 두께 증가

로 인해 전자플럭스가 증가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그림
3-2-3의 계산결과를 근거로, 1.5 um 두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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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Ni 층을 이후 계산에서 사용하였

Electron Number at the surface of the Ni-63 layer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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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63

Ni 층 두께의 변화에 따라 Al 층으로 진입하는 전자의 수 변화
(63Ni 1 Bq/cm3 가정)

다음으로, 그림 3-2-1의 모델을 사용하여

nat

Si 층 내에 분포하는 전자의 플럭스

를 계산하였다. 몬테칼로방법을 사용하는 MCNPX 의 계산결과는 선원으로 모사
한 입자 1개 당 발생 가능한 전자의 플럭스를 나타내므로 실제 전자 플럭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원의 세기를 고려해야 한다.
선원의 세기는 기본적으로

63

Ni 의 반감기로부터 계산이 가능하다.

63

Ni 베타붕괴

당 발생하는 전자 수는 1개이므로 식 (1)의 단위시간 당 붕괴 수가 선원의 세기
가 된다. 식 (1)은 식 (2) 와 (3) 으로부터 유도 된다.

       
  
    



 


 

    ×

   




 


······················································ (1)



······································································································ (2)

··············································································································· (3)



 : Activity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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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에 따른

63

  : 제작시점에서의
 :

63

 :

63

Ni 밀도,  :

3

Ni 원자수밀도 [#/cm ]
63



Ni 원자수밀도 [#/cm3] =  ×  


63

Ni 질량수,   : 아보가드로 수

Ni 제작 시점으로부터의 경과시간,  : Decay Constant [#/sec]

 :

63

Ni 반감기, 100.1 [yr]

이상의 식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63

Ni 의 경우 반감기가 매우 길어 시간경과

에 따른 선원세기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계산에서는

63

Ni 제

2

작사 측이 제공하는 888.0 MBq/cm 의 선원세기를 적용하였다. 그림 3-2-1의 모
델에서

nat

Si 층 내에서 깊이에 따라 전자의 플럭스를 계산한 결과를 그림 3-2-4

에 나타내었다. 그림 3-2-4는

nat

Si 층 내 깊이를 0.2 μm 단위로 구분하고, 구분된

Electron Flux [#/sec]

각 층에서의 전체 전자플럭스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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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63

Ni 888.0 MBq 선원 적용한

nat

Si 층 내 깊이에 따른 전자의 플럭스

4. 향후 개선점
향후 계산에서 개선될 점은 첫째로 MCNPX 코드 내 전자의 Low Energy
Limit(1keV) 이 계산결과와 실험결과와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nat

Si 층 내 전자쌍 생성분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다 그 외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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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흐르는 전류가

63

Ni 선원으로부터

nat

Si 층 내로 진입하는 전자의 거동에 미치

는 영향 평가, 감마선의 발생과 방사선에 의한 배터리 장치의 손상 등의 평가를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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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베타선원 동위원소 전지 시제품 제작
1. Si PN 다이오드 제작

- 일반 PN 접합 다이오드 구조의 구조와 달리 베타전지용 소자는 방사선에
의한 전하가 발생되는 지역인 공핍층(Depletion region)까지 베타선이 도달
할 수 있는 얇은 불순물층 구조를 가져야한다.

따라서 불순물 n층 보다

확산층이 얇은 n층 면에 베타선원을 증착한 형태를 소자의 기본 구조를
채택하였다.

- 베타전지용 반도체 소자를 제작함에 있어 다음 기술에 집중하여 섬세한
제작공정을 진행하였다.

① 미세한 생성전하의 누설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구조
② 이온 주입 시 추가적인 마스크의 제작을 배제하기 위한 접촉막 구조
③ 박막의 금속층 구조 형성

- 일반 다이오드 공정과 차별화된 공정을 사용함으로서 미세한 방사선신호
를 탐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활성층(Active layer) 형성
○ 베타선을 이용한 배터리를 제조하기 위한 실리콘은 붕소가 첨가된
p형의 4인치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이 때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는
525㎛, 결정방향은 (1,0,0), 저항은 약 30Ωcm 의 것을 사용하였다.

○ 소자의 특성상 누설전류와 베타선에 의한 전류의 양이 크게 차이
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소자의 누설전류 방지 구조를 갖도록
구현하였다.

○ 활성층 마스크를 이용하여 패턴을 형성시킨 후 HF용액을 이용하여
실리콘을 에칭하고 누설전류가 소자의 활성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누설전류 방지구조를 형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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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layer 형성

그림 3-3-1. 활성층 형성과정

② 접촉막 (CNT layer) 형성
○ 산화막의 형성 조건은 1000℃에서 두께 5000Å가 되도록 습식산화
법을 이용하였고, 소자 내부의 누설전류 생성 억제를 위해 실리
콘 벌크에 게터링(Gettering)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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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 layer 형성

그림 3-3-2. 접촉층 형성과정

③ 불순물 주입
○ 다이오드의 앞, 뒷면에 n형과 p형 층을 형성하기 위해 불순물 주입
은 이온주입법을 이용하였다. n형의 불순물은 Ph을 50keV 1E16으
로, p형의 불순물은 B를 50keV 1E15으로 주입하였다.

○ 이 때 주입된 이온이 터널링 되지 않도록 에치스톱 공정을 이용하
였고, 베타선의 영향이 불순물의 공핍층에 미치도록 7도 각도로
기울여 이온을 주입시켜 불순물의 Rp 값이 각각 1000Å과 2000
Å이 되도록 하였다.

○ 또한 주입된 불순물의 안정화를 위해 1000℃, 30분 열처리를 확산
로에서 실시하였다. 불순물의 외기확산 방지는 에치스톱 공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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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주입

그림 3-3-3 불순물 주입

④ 금속(Metal) 증착
○ 금속 층의 형성을 위해 티타늄과 알루미늄을 스퍼터링 방식을 이
용하여 증착하였다. 스퍼터링의 조건은 500W, 3mtorr, N2 분위기
에서 진행하였으며, 이 때 금속의 두께는 각각 100Å/4000Å이 되
도록 하였다.

○ 증착된 금속이 반도체와의 접합이 되어 낮은 저항을 갖도록 하기
위해 얼로이 공정을 확산로에서 500℃ 1시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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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증착

그림 3-3-4 금속막 증착과정

⑤ 다이싱 및 배선형성 (Dicing & Wire bonding)
○ 외부 리드작업은 알루미늄 웨지 방식을 이용하여 리드를 형성하였
2

다. 공핍층의 Xp는 약 0.8㎛ 정도였으며, 소자의 면적은 400㎜ 였
다. 소자의 단면구조를 그림 3-3-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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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 베타전지용 PN 접합소자의 내부 구성도

2. 베타전지용 PN 접합 소자
- 제조된 베타전지용 PN 접합다이오드의 사진을 그림 3-3-6에 나타내었다.
전면이 n형 방향이며 외부 리드작업을 위한 알루미늄 웨지 부분이 오른
쪽 상단에 나타나 있다. 실제 실험에서는 이 부분을 와이어 본딩하여 측
정회로에서 연결하고 측정과정이 이루어졌다.

그림 3-3-6 완성된 베타전지용 PN 접합소자의 외형 (n형 방향)

3. 패키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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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된 Si PN diode 크기 (20 X 20 mm)와 구입한 Ni-63 베타선원 크기
(10 X 20 mm)를 고려하여 그림 3-3-7과 같은 20 PGA (44 X 44 mm) 패
키징을 설계함.

그림 3-3-7 Si PN Diode 패키징 설계도
- 패키징 조립 공정은 다음 순서에 의해 총 5시간 동안 진행함. 특히 베타
방사선원을 취급하기 위해 방사선 작업계획에 의해 작업허가 구역에서 수
행함.
(1) 일반 작업 구역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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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 diode 부착

Epoxy Cure

15분, 175℃ Oven

Wiring

특성확인

Multi-meter 사용

(2) 방사선 작업 구역에서 수행

Ni-63 foil 부착

Potting

Potting Cure

0.03mm miniSD 양면 테이프

FP 4450

90분, 150℃ Oven 사용

방사선 측정

특성 확인

반도체변수분석기 사용

제 4 절 베타선원 동위원소 전지 시험
1. 전지 특성시험
가. Bare 소자 (with Ni-63)
(1) 실험 준비 및 과정
- 제작된 PN 접합 다이오드를 베타전지로 활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나
로 통제구역인 방사선 관리실에서 행한 방사선실험은 제작된 PN 접합소
자와

Ni-63

베타선원용

막(Foil)과

결합하고,

반도체

변수

측정기

(Parameter analyzer, HP4155)로 I-V 곡선을 측정하였다. 그림 3-3-8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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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된 PN 접합 다이오드에 Ni-63 막이 결합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베
타선원과 소자의 결합성을 높이기 위해 평행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고정
하였다. 그림 3-3-9에서는 이 결합 소자가 측정용 케이스 내부에 장착되
어 측정이 진행 중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8 와이어된 PN 접합소자와 Ni-63 선원의 결합상태

(2) 실험 결과
- 그림 3-3-9은 준비된 소자를 반도체변수측정기(HP 4155)의 측정함 내부에
고정하고 양 전극을 연결할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소 전류신호를 정밀
측정하기 위해 잡음 차단함 내부에 소자를 넣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
였다.

- 그림 3-3-10는 HP4155로 소자의 I-V 곡선을 측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3-3-11은 측정 화면만을 확대한 사진으로 양호한 I-V 특성 곡선임
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베타선원으로 인한 생성전하로

인한 변화 부분인 원점(0, 0) 위치는 전체 I-V 곡선에서는 구분이 어려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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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9

반도체 변수측정기(HP 4155) 측정함 내부에 설치된 베타전지

그림 3-3-10 Ni-63이 PN 접합소자에 부착상태로 HP 4155에서 측정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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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 HP 4155로 확인한 베타전지의 다이오드 특성곡선 (I-V)

- 따라서 영점(0, 0) 위치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3-3-12에서 같이
영점과 전류 전압축의 절편 위치만을 확대하여 도시하였다. 여기서는 베
타선원이 유무에 따른 상대적 특성비교를 위해 두 측정결과를 동시에 나
타내었다. 그래프에서 사각형의 점은 베타선원이 없는 상태이고 원형의
점은 베타선원을 부착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값을 보여준다.
- Ni-63에 의해 생성된 전력은 다음에 의해 계산된다.

P = Isc x Voc

(1)

여기서 Isc, Voc는 각각 단락전류와 개방전압을 가리킨다. 측정값을 두 변
수에 대입하면

P = 0.005 x 7.47E-8 = 0.375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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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Ni-63
With Ni-63

6.00E-008
5.00E-008
4.00E-008
3.00E-008

Diode current (A)

2.00E-008
1.00E-008
0.00E+000
-1.00E-008
-2.00E-008
-3.00E-008
-4.00E-008
-5.00E-008
-6.00E-008

Isc = -7.47E-8 (A)
Voc= 0.005 (V)

-7.00E-008
-8.00E-008
0.000

0.001

0.002

0.003

0.004

0.005

0.006

Diode voltage (V)
그림 3-3-12 Ni-63-PN 접합소자의 I-V 측정 결과 (붉은 점)

- 이 실험 결과는 과제목표인 10 nW 전지 전력(power)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병렬연결에 의한 전압의 증가나 직렬연결 방식에 의한 전
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과제 규모와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반도체 적층 공정작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
며, 특히 고가의 베타 선원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 추가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효율 반도체로 예상된 광대역 반도체
인 GaN를 이용하여 PN 접합 소자를 제작하였고, 이를 사용한 IV 특성 분석시험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전지의 목표 전력을 얻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나. 패키징 소자 (with Ni-63) 실험 결과
- 그림 3-3-13에 나타낸 소자 I-V 특성곡선으로 부터 그림 3-3-12의 원점을
통과하는 정상 상태의 I-V 곡선 값(검은점)에 비해 증가된 전력의 값이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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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63에 의해 생성된 전력은 식 1에 따라 다름과 같이 계산된다.

◊P = Isc x Voc = 0.0088x 3.36E-8 = 0.296 nW

- 이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전력은 그림 3-3-12에서의 측정값에 비해 낮은
전력값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베타선원을 PN 다이오드에 고정하는 과정
에서 선원과 소자 사이에 위치한 접착제로 인해 상대적인 거리값의 증가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E-007
1.50E-007

Voc=0.0088V
Isc=-3.36E-8

Diode current A)

1.00E-007
5.00E-008
0.00E+000
-5.00E-008
-1.00E-007

Ist Scan
2nd Scan

-1.50E-007
-2.00E-007
-0.06

-0.04

-0.02

0.00

0.02

0.04

Diode voltage (V)
그림 3-3-13 페키징 Ni-63-PN 접합소자의 I-V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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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2. 안전성 시험
- 베타선원으로 소자특성을 조사할 때와 소자의 패키징 시 공기오염도를 입
자 포집기 (CF-971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감마선 측정은 일반 서베이
미터로 측정함. 베타선 측정은 FH-40G Detector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보고할 만한 방사선량이 측정되지 않았음. 방사선량이 적은 이유는 베타선
원이 도금상태로 되어 있어 외부로 방출되는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기 때
문으로 판단됨. 그림 3-3-14와 3-3-15에 측정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14 감마선량 측정 장면

그림 3-3-15 공기오염 측정용 입자 포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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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방사선원 특성
조사 및 확보

주요 연구개발 실적

1)

- 베타 방사선원 조사
- 베타 방사선원 구입 방안 검토

- 방사선원 형태별(박막 및 합금) 특
방안
성 파악
전기 변환방법 - Betavoltaic 방법, 직접 변환 등 변
조사 및 소자

연구목표
3)
달성도
(%)

환효율 및 제작성 검토

•10
100

시제품

제작
전지 특성시험
및 안전성 평
가

적용)

2

mCi/cm

방사선원

확

보
100

설계
- 최적 방법에 따른 전지 설계
방사선원을 이 - 방사선원 적용기술 (패키징 기술
용한

4)

성과물

100

•변환효율 목
표/실적
=0.1%/0.2 %
•시제품 확보

- 전지 구성 (구성 재료별 특성고려)
•전력목표/실적
=10nW/0.3nW
- I-V 특성곡선 측정 및 분석
- 방사선량 측정 및 인체 영향 조사

80

•방사선량
표/실적
=44/1이하

목

mrem/d

2. 대외기여도

원자력 마이크로 전지기술은 새로운 개념의 전지기술로서 그 영향은 엄청나다
고 할 수 있다. 방사선에 대한 일반인의 거부 반응이 있으므로 당장 모바일 IT
제품에 적용하기는 힘들지마는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센서 전원 등에 장시간 작
동하는 전원으로 사용함으로 군사전략적 우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그리하여 개발된 전지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국방핵심기술로서 개발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청 과제에 제안한 상태이다.
전기 기술은 차세대 10대 동력으로서 채택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차 전지나 연료 전지 기
술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전지 관련 핵심기술들이
많이 개발될 것이며, 향후 원자력 마이크로 전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
므로 방사선원에 대한 생산기술과 취급기술이 향후 개선된다면, 전지기술과 접목하여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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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운 융합기술로서 성장할 것이며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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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과제 결과는 방사선을 이용한 마이크로전지 개발 타당성 타진을 목표
로 추진되었으나 본 연구결과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현재 사용되는 센서나 부품에 사용할 만한 전력을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적은 전력으로 작동 가능한 부품도 개발되겠
지만, 마이크로전지 성능도 점진적으로 개선됨으로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는 날
이 우리 눈앞에 올 것이다.
우선 국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국방핵심기술개
발사업에 제안하였으며, 전지 전력을 mW 수준으로 목표를 잡고 적층기술과 나
노기술을 접목하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선진국 대학과 기관들과의 국제공동 연구 또는 협력을 통하
여 그 결과와 경험들을 도움받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국방관련 과제가 성공한다면 이를 근거로 군에 납품할 수 있는 전지관련 벤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의료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고출력 전지 과제개발
에도 참여함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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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동위원소 전지 관련 논문 다수
▹"Demonstration of a radiation resistant, high efficiency SiC betavoltaic",
APL 88, 064101 (2006)
▹"Demonstration of a 4H SiC betavoltaic cell", APL 88, 033506 (2006)
▹"GaN betavoltaic energy converters". 31st IEEE Photovoltaics Specialist
Conference, Orlando Florida, Jan. 3-7 2005.
▹Approaches to Ultra-High Efficiency Solar Cells, Presentation material by
Professor Christina Honsberg.
- 탄소나노튜브(CNT) 특성 (트리티움 저장, 전기적 특성, 내방사선) 관련 논문 다
수
▹"Carbon nanotube p-n junction diodes", APL 85, 000145 (2004)
▹"Photovoltaic effect in ideal carbon nanotube diodes", APL 87, 073101
(2005)
▹"Carbon nanotubes for clean energy applications", J. Phys. D: Appl.
Phys. 38 (2005) R231-R252.
▹"Adsorption and Separation of hydrogen isotopes in carbon nanotubes",
J of Chem. Phys. V116, No 2, 2002.
- 2006년 해외 출장 수집자료
▹Betabatt Inc. Presentation Slides (미국 휴스턴 소재, 트리티움 전지 벤
처업체)
▹"Design ad Fabricaion of a 4H SiC Betavoltaic Cell". Presentation
material by Cornel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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