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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07년도)에는 레이저 유도 중성자 발생연구를 위해 고속 중성자 발생용 반응 시스템
을 제작하고, 중성자/하전입자 측정장치를 제작하며, 레이저빔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 안정도
를 높인다.

고속 중성자의 물리적 특성연구를 위해 고밀도 플라즈마의 레이저 흡수 특성을

연구하고, 플라즈마 이온의 온도 및 에너지 분포 측정에 의한 핵반응 분석 연구하며, 레이저
유도 중성자 발생에 관한 이론적 연구도 수행하였다. 2차년도(‘08년도)에는 고속 중성자 발생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의 클러스터 타겟 생성에 대해 연구하고,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의
밀도 측정 및 그 영향에 대해 연구하며, 기체/고체 타겟에서의 중성자 발생 효율에 대해 조사
한다. 레이저 증폭기의 출력을 향상시키고, 고속 중성자에 의한 재료 방사화 관련 기반 연구
도 수행하였다. 3차년도 (‘09년도)에는 고속 중성자 발생 최적화 조건 도출을 위해 하전 입자
의 특성분석 및 에너지 전달효율을 측정하고, 고휘도 중성자 발생을 위한 이론적 시뮬레이션
연구도 병행하였다. 고속 중성자 피폭효과 분석을 위해 재료 변형에 대한 연구와 생화학 응
용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글

색인어
(각 5개 이상) 영 어

고속중성자, 레이저유도, 극초단레이저,
레이저핵융합, 고체타겟
fast neutron, laser-induced, ultrafast laser,
laser fusion, solid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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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Ⅰ. 제 목

레이저 유도 고속중성자 발생 및 활용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산업적으로 고속 중성자의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효율적인 중성자 원의
공급에는 문제가 많다. 현재 방사성 동위원소와 중성자 튜브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중성
자의 선속(flux), 수명, 가격 면에서 활용의 제한을 주고 있다. 최근 강력한 극초단 레이저의
발전으로 레이저에 의한 핵융합 반응과 이에 따른 중성자의 발생이 새로운 고속 중성자 공
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레이저에 의해 유도되는 중성자는 기존의 중성자원에 비해 피크
(순간) 선속이 크고, 직경이 1 mm 수준의 점광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펄스고속중성자 방
사화법이나 즉발중성자 재료손상회복 연구 등 중요한 분야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30 TW급 소형의 극초단 레이저를 사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10
neutrons/s 급 이상의 중성자 원을 개발하고자 하며, 차기단계에 응용연구를 위한 기초연구
도 수행하고자 한다.
7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1차년도 (2007)
연구내용
중성자/하전입자
측정장치 제작
레이저 성능 향상
플라즈마 중수소 이온
에너지측정
DD 핵반응 분석
쿨롱폭발 이론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범위
○ 중성자/하전입자 에너지 측정을 위한 TOF/톰슨 파
라볼라 분광기 제작
○ 레이저빔 품질향상을 위해 주펄스 대비 전치펄스의
대조비를 10 이하로 향상
○ 레이저 펄스폭, 중수소 타겟의 두께 등의 영향 분석
○ 고체 타겟과 클러스터 타겟에 대한 핵반응을 유도하
여 고속 중성자 발생량 10 n/shot 발생 측정
○ 고밀도 플라즈마와 고강도 레이저의 상호작용에 대
한 PIC 시뮬레이션 전산 프로그램 개발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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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2008)
연구내용
연구범위
시스템의 출력을 10 TW에서 30 TW로 증대함
레이저 빔 출력 및 ○○ 레이저
레이저 빔을 직경 10 μm 이하로 집속하여 10 W/cm
집속도 증대
이상의 레이저 집속강도 달성
클러스터 특성 분석 ○ 7 MPa 압력에서 메탄클러스터의 평균 크기 확인
고체타겟두 께 70 μm에서 145 keV의 높은 평균 중수소
고체 타겟 특성 연구 ○이온
에너지를 획득
30 TW의 첨두출력과 45 μm의 타겟두께에서 4.5x10
중성자 발생량 측정 ○n/shot
으로 측정
PIC및 Hydrodynamic 전산 코드로 최적화 조건
중성자발생 이론적 해석 ○이차원
분석을 통해 가속된 중수소 이온의 평균에너지 계산
○ 재료방사화 및 반도체 결함 측정에 관한 자료 분석
재료방사화 기반연구 ○ 기체 클러스터로부터 소프트 X-선과 하드 X-선을 발생시
켜 중성자와 함께 발생하는 X-선의 이용 가능성 조사
19

2

6

3. 3차년도 (2009)
연구내용
연구범위
고속 중성자 발생량 ○‘08년도에 4.5x10 n/shot 달성하였고, 현재 레이저 펄스반
10 n/s 이상
복률 2 Hz 달성
중수소 이온 에너지 ○ 고체타겟 두께 80 μm에서 283 keV의 평균 중수소 이온
150 keV 이상
에너지 획득
이론 시물레이션 ○레이저-중수소 이온 발생 및 중성자 핵반응의 이론적 이
전산코드 구축
해를 위한 전산코드 구축 중. 올해 내에 전산코드 등록
○ 연속적인 중성자 발생을 위한 타겟 구동 자동화 시스템
연속발생 구동장치 개발
○장시간 작동에 대비하여 연속 와이어 타겟 공급장치 설계
고속중성자 응용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변형 분석 및 생화학 응용 연구
기반연구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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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가. 레이저빔 출력 및 집속도 개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10 TW급 극초단 레이저에 펌핑 레이저를 추가하여 레이
저의 증폭 에너지를 2배 이상으로 증가시켰으며, 최종 펄스 압축기에 사용되는 회
절격자를 고효율 회절격자로 교체하여 펄스 압축기의 투과율을 40-50% 정도 향상
시켰다. 초점거리 180 mm의 입사 레이저 빔 방향과 집속 레이저 빔 방향이 45도를
이루는 off-axis 형태의 포물거울을 사용하여 반치폭은 5 μm 정도이며, 원형에 가
까운 모양으로 집속하여 30 TW의 출력을 발생하였고, 이 때 계산한 집속강도는
5×1019 W/cm2 수준이었다.
나. 중성자 계측 시스템 구축
고강도 극초단 펄스 레이저 빔에 의해 발생되는 중성자를 연속적으로 계측하기
위하여 time-of-flight 기법에 기초한 섬광 검출기(scintillation detector)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강한 X-선과 동반되는 레이저 유도 고속중성자를 검출하기위해서 플
라스틱 신틸레이터(BC-408, Bicron), CPM (C1982, PerkinElmer Optoelectronics),
그리고 게이팅 전자회로로 구성된 게이트 신틸레이션 검출기를 개발하였다.
다. 중수소 이온 에너지 측정
레이저출력 25 TW에서 중수소화된 폴리스티렌 고체 타겟에서 발생하는 중양자
의 에너지를 파라데이컵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계측하였으며, 레이저 출력과 타겟
의 두께에 따른 중양자 에너지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타겟의 두께 80 μm에서 283
keV의 높은 평균 중수소 이온 에너지를 얻었다.
라. 고속 중성자 발생의 정량적 측정
Cf-252 중성자원을 이용하여 CR-39의 중성자 감도를 분석하고, 레이저 중성
자 발생량 측정하여 0.45x107 n/shot의 결과를 얻었고, CR-39 검출기를 이용하여
발생되는 레이저 중성자의 공간분포도 측정하였다. 반도체 스위칭소자와 Channel
광증폭기를 이용한 게이트 섬광검출기를 개발하여 강한 X-선 환경하의 레이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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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속중성자를 TOF로 분리하여 성공적으로 측정하였다.
마. 이론 시뮬레이션 전산코드 구축
레이저의 전치 펄스에 의해 고체 표적이 주 펄스가 도달하기 전에 변형되는 정
도를 유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하였고, 사전 변형된 플라즈마와 주 펄스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얻게 되는 중수소 이온의 에너지를 이차원 PIC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극초단 레이저와 클러스터와의 상호작용시 일어나는 원자의 이
온화, 클러스터내의 플라즈마 입자들의 레이저 에너지의 흡수율, 클러스터 가속 팽
창 메커니즘의 이론적 모델을 분석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레이저유도 고속 중성자는 반도체 및 생체의 성분원소 정밀 진단, 결정격자 등
고가 소자의 중성자 피폭영향 분석, 핵물질 보안검색 및 중성자 이미징 기술의 정
밀도 향상, 고에너지 중성자 비파괴 검사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기술 한계를 극복
하고 새로운 산업적 활용분야를 창출하게 한다. 특히, 레이저-유도 고속중성자를
활용한 폭발물의 방사화에 의한 감마선분석방법은 기존의 방사선 물질을 이용한
방법에 비해 취급이 간단하여 많은 비파괴분석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추
후 중성자 수를 증가할 경우 핵물질 검색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다. 레이저-유도 고속중성자와 X-선을 활용한 단일결정의 변위측정기술은 레이저
중성자에 의한 실시간 피폭영향분석을 위한 핵심기술로서 피폭효과 분석과 핵융합
용로 등의 재료개발에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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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Generation of laser-induced fast neutron and its application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supply of high-efficiency neutron source is still problematic even though

a fast neutron source is being accepted increasingly for industrial applications.
Radioisotopes and a neutron tube are typically being used, but their neutron
flux, lifetime, and price are the limiting factors for more diverse applications.
As ultra high power, short pulse laser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
neutron source generated via laser induced nuclear reaction comes to the fore.
The laser induced neutron source has a high peak flux in comparison to the
traditional neutron source and is like a point source with its diameter less than
1 mm. These properties can be utilized effectively for the analysis of pulsed
fast neutron activation or the studies of a fast neutron material damage and/or
recover. The purpose of R&D here is to develop a robust neutron source with
a yield of 107 neutrons/s, and to carry out a preliminary research for
application study in the next research stag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First year (2007)

Scope
H/W's for
neutron/charge particle
measurement
Improvement of laser
quality
Energy measurement
of plasma deutron ion
DD nuclear reaction
analysis
Theoretical simulation
for Coulomb explosion

Contents of project
○ Manufacture of Tomson parabola spectrometer for
neutron/charge particel energy measurement
○ Contrast ratio between main pulse -5and pre-pulse of
laser beam is lowered by less than 10
○ Analysis of energy dependence on laser pulsewidth,
deutron target thickness
○ Fast neutron generation of 105 n/shot by laser induced
nuclear reaction for soild and cluster targets
○Development of PIC simulation code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between ultraintensive laser and high density
plasma
- vii -

2. Second year (2008)
Scope
Improvement of laser
output energy and
focusing
Characteristics of
cluster target
Characteristics of
solid target
Measurement of
neutron generation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neutron generation
Preliminary study of
material activation
and X ray generation

3. Third year (2009)
Scope
Generation of fast
neutron of 107n/s
Generation of deutron
ions with larger than
150 keV energy
Establishment of
theoretical simulation
code
Target driving device
for continuos operation
Fundamental study for
fast neutron application

Contents of project

○ Enhancement of laser output energy up to 30 TW
○ Focusing the laser beam diameter by samller than 10 μ

m and achieving the peak intensity up to 1019 W/cm2
Measurement of the dimeter of methane clusters at 7
MPa pressure
Obtaining the maximum deutron ion average energy of
145 keV at 70 μm thickness of solid target
Neutron generation of 4.5x106 n/shot at 30 TW peak
laser power with a 45 μm solid target
Calculation of optimum average energy of deutron ion
with two dimensional PIC and Hydrodynamic computer
code
Literature analysis for material activation and defect
analysis of semiconductors using fast neutrons
Measurement of soft and hard X-rays generated from
gas clusters with fast neutrons and feasibility study for
utilizing the x-rays

○
○
○
○
○
○

○Generation

Contents of project

of fast neutron of 4.5x106 n/shot at 2 Hz
repetition rate (~0.9 x 107n/s)

○

Generation of deutron ions with 283 keV avearge
energy from solid targets of 80 μm thickness

○Establishment of theoretical simulation code for deutron
ion generation and neutron nuclear reaction

○ Development of target driving device for continuous
neutron generation
○Designing of a wire target supply system for long-term
operation
Material deformation and biochemical application by
fast neutron irrad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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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the Project
1. Improvement of laser beam quality
A pumping laser was added to the 10 TW ultrafast laser which was
developed before and the laser output energy was enhanced by two times. A
diffraction grating in the final pulse compressor was replaced with a highly
efficient grating and thus the transmittance of the pulse compressor was
enhanced by 40-50%. A 180 mm parabolic mirror was used to focus the laser
beam and the FWHM of the focused beam was 5 μm and the measured out
power was to be 30 TW and the focused intensity was calculated to be 5×1019
W/cm2.
2. Establishment of neutron measuring system
The fast neutrons generated by a ultrahigh intensity laser was measured by
a scintillation detector based on time-of-flight method. The intensive X rays
accompanied with the laser-induced neutrons can be separated out by using a
gated scintillation detector. The plastic scintillators used in this work are
(BC-408, Bicron), and CPM (C1982, PerkinElmer Optoelectronics).
3. Measurement of deutron ion energy
The deutron ion generated from interactions between 25 TW laser beam and
deutrated polystyrene solid target was measured by using a Faraday cup. The
dependence on laser output power as well as the target thickness was
investigated. The deutron ions of 283 keV average energy was obtained with a
80 μm thick solid target.
4. Quantitative measurement of fast neutrons generated
A Cf-252 neutron source was used to calibrate the sensitivity of CR-39
detector. The CR-39 results gave the neutron generation of 0.45x107 n/sho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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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dial distribution inside chamber was also monitored by using CR-30
detectors. The gated scintillation detector developed by using a semiconductor
switching device and a chaneltron detector. When the gated scintillator
system was applied, the laser-induced neutrons signals were well separated
from strong X-rays successfully.
5. Establishment of theoretical simulation code
The degree of deformation due to prepulse prior to the arrival of main pulse
was simulated. The deutron ion energy generated between the deformed plasma
and main laser pulse was also simulated by using two dimensional PIC code.
Also various phenomena occurred in the interaction between laser and plasma,
such as ionization, absorption inside plasma, cluster expansion mechnism, etc,
were analyzed.

V. Applications and the Project Results
Laser induced fast neutrons ena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technologies and create new industrial applications in the fields of a precise
semiconductor material analysis, body composition measurements, neutron
impact analysis of crystalline and military device, nuclear waste assay
inspection, a neutron activation standard study, fissile material security
inspection, neutron radiography, fast neutron bulk-material inspection, and etc.
Especially, the gamma activation analysis method of explosive materials by
laser-induced fast neutrons is simple in handling, compared to that by
radioactive materials, so that the method could be utilized in many areas for
nondestructive analysis. With more increased neutron yield, it could be utilized
in the area of nuclear material inspection. The crystalline displacement
measurement technology, which be utilized by both laser induced fast neutrons
and X-rays, can be used for a real-time neutron impact analysis, and even for
the development of laser nuclear fusion reactor materials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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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레이저유도 고속 중성자는 핵융합반응에 의해 발생
되는 2.45 MeV의 고 에너지를 가진 수 나노초 정도의 짧은 순간에 발생하는 펄스
중성자이며, 수 mm 이내의 작은 영역에서 방출되며, 작업자의 필요에 따라
ON/OFF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성자는 지금까지 원자로, 가속기,
방사성 동위원소 등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와는 매우 다른 고휘도, 국소성, 펄스형,
단색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방사선원이다.
∙고휘도: 순간적으로 생성되는 중성자 펄스의 선속(flux)은 약 1019 개
/cm2/s에 해당
∙국소성: 수 mm 이하의 작은 영역에서 중성자가 생성됨 (높은 분해능
가능)
∙펄스형: 펄스폭이 수 나노 초이고, 펄스 반복율은 10 Hz 이며, ON/OFF
가능함 (안전성 제고)
∙단색성: DD 핵반응에 의해 생성되므로 2.45 MeV의 특정 에너지를 가짐

2. 경제․산업적측면

산업적 측면에서 레이저유도 고속 중성자는 종전의 중성자원들과는 다르게
이동성, 첨단성, 장수명의 장점이 있으므로, 반도체 및 전자 소자의 중성자 피폭
영향 분석, 중성자 방사화 극미량 분석, 핵물질의 보안검색, 고분해능 중성자 라
디오그래피, 공항/항만 비파괴 검사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기술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적 활용분야를 창출하게 한다.
∙이동성: 전체의 장치를 이동형으로 제작 가능함
∙첨단성: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사선원으로 새 활용분야
창출. (원자로, 가속기, 방사성 방사성동위원소로 부터 얻어지는
중성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레이저 핵융합 반응에 의하여
생성됨)
∙장수명: 간단한 부품 교환으로 장수명 운영 가능 (5년 - 10년 이상)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방사화 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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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적 측면

방사선 장치는 활용 면에 있어서 차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운영이 용이
하고 안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중성자 발생장치는 기존
의 작업 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으며, 다른 장치와 연결 활용이 용이하여
첨단 기술 개발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레이저에 의한 중성자 발생기술은
핵융합 반응을 이용하므로 향후 청정 에너지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들을 축적
할 수 있다.
∙안전성 : 차폐 및 운영이 용이
∙파급성 : 중장기적으로 레이저 핵융합 에너지 생산 기술의 요소기술 확보
∙레이저 핵융합 기술을 이용한 전력 생산 개념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1. 연구개발 목표
차년도

1

(2007)

차년도

2

(2008)

레이저 유도 중성자 발생 연구
중성자 발생량 개 초 레이저 대조비
고속 중성자 물리적 특성 연구
(

5

:10

/

,

-5

:< 10 )

고속 중성자 발생 효율 제고 연구
중성자 발생량 개 초 레이저 집속도 향상
(

6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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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μm)

차년도

3

(2009)

고속 중성자에 의한 재료 방사화 기반 연구
고속 중성자 발생 최적화 연구
중성자 발생량 개 초 이상 중수소이온 평균에너지
고속 중성자 피폭효과 분석 연구
(

:

7

10

/

2. 연구개발 범위
1차년도
(2007)

2차년도
(2008)

3차년도
(2009)

,

: >10keV)

- 고속중성자 발생용 내방사선 반응시스템 제작
- 중성자 및 하전입자의 측정 장치 제작
- 레이저빔 품질 향상 및 안정도 제고
- 고밀도 플라즈마의 레이저 흡수 특성 연구
- 플라즈마 이온의 온도 및 에너지 분포 측정에 의한 DD 핵반응
분석 연구
- 레이저 유도 중성자 발생 이론 연구
- 고품질 클러스터 타켓 생성 연구
-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밀도 측정, 영향 분석
- 기체, 고체 타겟에서 고속중성자 발생량 향상
- 레이저 증폭기 출력 향상 (30TW)
- 중성자 방사화에 의한 감마선 분석 기술 연구
- 반도체 소재 결함 측정 핵심기술 연구
-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및 중성자 발생 최적화 조건 도출
- 하전 입자의 특성 분석 및 에너지 전달 효율 향상 연구
- 고휘도 중성자 발생을 위한 이론적 시뮬레이션 연구
- 고속 중성자 피폭에 의한 재료 변형 연구
- 고휘도 고속중성자를 이용한 생화학 응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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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기술개발현황
본 과제가 착수되기 전 국내 연구개발 현황은 개발 초기 단계 수준에 있었다
년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의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하였으
며 중수소 스틸렌을 타겟으로 사용하여 레이저에 의한 핵융합 반응실험을 국내에
서는 최초로 성공하였다
년에
는 중수소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반응으로부터 중성자 발생을 보고하였고 극초단 레이저의 빔 품질을 증
대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레이저 유도 고속 중성자의 발생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극초단 고강도 레이저 및 레이저 빔 성형기술 타겟 제
조기술 이온 및 핵융합 중성자 측정 진단 기술 그리고 고효율 핵융합 중성자 발생
을 위한 코드 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년 과제
착수 당시 외국과의 기술 수준 격차는 아래와 같았다
.

2005

10

TW

Ti:sapphire

,

.

2006

KAERI

3

d(d,n) He

,

.

,

,

/

,

,

.

.

표
세부기술사항

2-1.

세부 기술별 국내외 수준 비교
국외

국내

빔 성형기술 : < 3 µm
펨토 레이저

펄스출력 : 7 J@ 300 fs
2.5 J@ 100 fs

타겟 제조

> 10 µm
0.3 J@ 30 fs

고체타겟 : C8D8, C2D4, CD2

폴리스틸렌

클러스터 : D2, CD4

D2

고체 : 7x107 /펄스

약 10,000개

클러스터 : 2x106

약 1,000개

클러스터 크기측정 : O

X

클러스터 밀도측정 : O

X

이온측정 : O

O

중성자 측정 : O

O

PIC : 1-D, 2-D, 3-D

1-D

Hydrodynamic code : O

X

중성자 발생량

측정/진단

이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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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그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년 동안의 본 연구사업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소규
모
급 이지만 매우 효율적인 극초단 레이저 시설을 구축하였고 이를 이용하
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속중성자 발생장치를 개발하였다 현재 단위 에너
지당 중성자 발생량은 아래 표에 보듯이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여 실용화에 접
근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

(30TW

3

)

,

.

.

표 레이저 에너지당 중성자 발생량 비교표
타겟의 중성자발생량
에너지당
년도 레이저출력
에너지
형태
π
발생량
고체
고체
고체
고체
클러스터
클러스터
고체
2008
30 TW
고체
4.5x10
5x10
2-2.

국가
일본
프랑스
러시아
독일
미국
중국
한국
한국

(

)

(n/shot, 4

100 TW

2004

3.5x10

)

(n/J)

7

3.9x10

5

(90 J)

1999

23 TW

7.5x10

6

1.1x10

6

(7 J)

8 TW

2006

1x10

5

8x10

3

(12 J)

2001

10 TW

1x10

4

2x10

4

(0.5 J)

55 TW

2004

6.8x10

5

1.2x10

5

(5.5 J)

2008

250 TW

2.5x10

6

3.2x10

5

(7.5 J)

10 TW

2007

7x10

4

2.6x10

5

(0.27J)

6

6

제2절 국외 기술개발현황
1. 개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에너지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높은 선속의 고속중성자를 발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게가 중대형 규모의 장치로서 평균선속은 당연히 높은 편이나 시설차
폐 유지보수 등 시설 활용에 따른 비용이 높아 대체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은 전자가속기 기술과 레이저 기술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년에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내의 고속 중수소 이온의 융합에 의해 발생된 중성자의 관
측이 보고된 이래로 중성자 발생 메카니즘과 중성자의 특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그동안 수
행되었다 레이저에 의한 중성자 발생 방법으로는 ϒ ϒ
반응이 있으며 그 중에서 고강도 레이저와 고체나 원자 송이
와의 상호작용
.

,

.

2-3

.

1970

.

(

,

,n), (

3

(atomic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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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f), (p, n), d(d, n) He, d(t, n) He

을 이용한
고 있다

3

d(d, n) He

반응과 고체 타겟을 이용한

(p,

n)

반응이 최근 연구가 많이 되

.

표 2-3. 전자가속기와 레이저를 이용한 고속 중성자 발생기술의 비교

기존의 전자가속기 (25 MeV)
레이저 고속 중성자
◦전자가속기 시설 자체도 차폐가 필요 ◦중성자빔이 발생되는 타겟 챔버를 국부 차폐
타겟의 열제거 필요
타겟 열제거 불필요
◦중성자9 Yield
◦중성자 Yield
1.3×10 n/sec/W @25 MeV 전자빔 ~107 n/pulse @25 TW, 4π
◦전자빔으로 제동복사선을 발생시켜 광 ◦레이저의 고에너지를 이용해 DD 혹은 DT 핵
핵반응에 의해 중성자 발생
반응에 의해 중성자 발생
◦중성자에너지 : 열중성자 - MeV
◦중성자에너지 : 2.45 MeV
◦~100 psec micropulse/ CW 혹은 수 ◦< psec 펄스폭, 10 Hz 반복율
µsec macropulse
◦ 첨두 중성자속이 높음
◦평균 중성자속이 높음
장치로 차폐비용이 저렴하고 중성자
◦중.대형장치로 중성자 평균선속은 많으 ◦초소형
선속은
비교적 작으나 펄스폭이 매우 짧아
나 시설 차폐 및 유지보수비용이 높다 새로운 물질
현상 규명에 유리하다

중성자에 의한 물질손상연구는 차세대 핵융합 반응로 제작을 위한 물질개발 등과 관련
하여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로 이러한 연구에 사용하기위해서 방사능에 오염이
되지 않은 고선속의 핵융합 중성자 소스 개발이 핵융합을 연구하는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핵융합에 의한 레이저 유도 중성자 소스는 고에너지 피코초 레이저
를 사용할 경우 약 개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 약 개가 발생되었으며 연속
동작기술개발과 발생효율향상을 통해 방사선에 의한 물질내부의 손상 연구에 이용될 수 있
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더욱 강력한 레이저 유도 중성자 발생을 위한 차세대 시설이 개발
되고 있어 앞으로 레이저 유도 중성자는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첨단기술 분야로 대두할 것으로 판단된다
.

7

7x10

6

,

2x10

,

.

,

IT, BT

.

2. 국가별 개발현황
가 미국
.

1994: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에서는
를 중수소 캡슐에 조사하여 폭발에 의한
개의 중성자를 발생시켰음
73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에서는

1 ns,

ICF

(Phys. Rev. Lett.

1998:

d-d

NOVA

9

5x10

, 2324, 1994).

5ps

- 6 -

의
레이저
핵융합으로부터

30KJ

500J

레이저를

CD

고체

타겟에 조사하여

4

6x10

개의 중성자를 발생시켰음

(Phys.

Plas.

5,

1966,

1998).

1999: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의
박사는
의 소형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하여 중수소 클러스터에서
개의 중성자를 얻을 수 있었음
398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대학에서
레이저를 사용하여 클러스
터로부터 개의 중성자를 발생하였음
20
T. Ditmire

35 fs, 120 mJ
4

Ti:Sapphire

10

(Nature

2002:

, 489, 1999).

10 J, 100 fs

6

2x10

D2

(J.

Opt.

Soc.

Am.

B

,

113,

2003).

2004: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과 에서 공동으로
레이저를
사용하여 클러스터 타겟으로부터 개의 중성자를 발생하였음
LLNL

100

CD4

(Phys. Plas.

2005:

fs,

100

TW

5

1x10

11,

270, 2004).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레이저 유도 중성자를 사용하여 혹
은 빔 라인의 중성자 검출기 교정에 사용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음
NIF

Z-

(Nucl. Instrum. and Meth. A

2005:

540,

464, 2005).

미국의
대학은 텍사스 오스틴 대학과 공동으로 레이저 유
도 중성자 발생에 사용이 가능한 초음파를 이용한 마이크론 크기의 에너
로졸을 발생하는 장치를 보고함
76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대학에서
의 소형 극초단 레이저를 사
용하여 와 클러스터 타겟에 대한 중성자의 각 분포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클러스터 타겟으로부터 개의 중성자를 얻었음
Harvey Mudd

(Rev. Sci. Instrum.

2006:

40 fs, 200 mJ

D2

CH4
,

(Phy. Rev. E

2006:

미국의
에 대하여

74,

4

D2

10

016403, 2006).

에서 중수소 클러스터를 사용한 중성자 발생
모델을 사용한 시늉내기를 통해
의 레이저 강도와
의 클러스터 반경에서
개
의 중성자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Naval

15

10

18

-10

Research

Lab

MD(molecular

dynamic)

2

W/cm

48,

6

20 nm

/J

2006:

, 113301, 2005).

(Plasma Phys. Control. Fusion

1721, 2006).

미국의 매릴랜드대학에서 코드를 사용하여 아르곤과 중수소 혼합 클
러스트로부터 중성자 발생을 분석하였음
74
PIC

(Phys. Rev. E

나 독일

7

10 -10

, 046408, 2006).

.

1998: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 7 -

160

fs

의

200mJ

table-top

수준의 소형

레이저를 사용하여
중수소 고체 타겟에서 개 의 중성자를
얻은 바 있으며 그 이후에 레이저 빔을
정도로 집속한 결과
개의 중성자를 얻을 수 있었음
58
독일의 막스 본 연구소에서
의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여
고체타겟으로부터 개의 중성자를 얻었음
64
C2D4

140

19

2

10

4

10

2001:

/shot

W/cm

(Phy. Rev. E

, 1165, 1998).

50 fs, 0.3 J

CD2

4

10

(Phy.

Rev.

E

,

016414,

2001).

독일의 뮌헨대에서
를 갖는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하여
의 중성자를 발생하였음 반응을 이용하면 수
의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할 경우
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함

2002:

160 fs,

4

10

18

700 mJ,

10

2

W/cm

n/shot

.

8

10 Hz

10

d-t

J

n/s

(S. Karsch, Dissertation, Univ. of Munchen, P. 120, 2002).

2005:

독일의 막스 본 연구소에서
스프레이 타겟에서

3

(D2O)

12,
2005:

의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여 중수
개의 중성자를 발생하였음

35 fs, 0.6 J
6x10

(Phy.

of

Plas.

012702, 2005).

독일의 막스 본 연구소에서 수백 피코초의 분해능을 갖는 톰슨 파라볼라
스펙트로메터를 사용하여 이온 가속과정을 분석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음
38,

(J. Phys. D

863, 2005).

다 러시아
러시아의
에서 개의 분자
로 구성된
클러스터로부터 펄스당 개의 중성자를
발생하였음 이때 사용된 레이저의 사양은
이였음
.

2003:

deuterium

5

10

50

(Phys. of Atomic Nuclei

66,

fs,

18

2x10

2

W/cm

640, 2003).

러시아 모스크바의
에서 타겟을 이용한
반응으
로부터 ×
펄스의 중성자를 발생하였음 이때 사용된 레이저
는
×
의 사양을 갖고 있음
CRIMB

5

1.5

4

10

J,

1.5

and Theo.

2005:

10

iodide

.

2004 :

6

Moscow Institute for Physics and Technology

2

H(d,

CD2

n/

.

ps,

Phys.

3

n) He

3

98,

10

17

2

W/cm

of

Exp.

1133, 2004).

러시아의
대한 이론적 분석을 수행하였음
Institute

(J.

for

Mathematical
(J.

of

에서 쿨롱 폭발에

Modeling
Exp.

and

Theo.

Phys.

101,

212, 2005).

2006:

러시아의
연구소에서 테슬라 크기의 자기장을 사용하
여 펨토초 레이저 플라즈마의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Kurchatov

- 8 -

(Eur. Phys. J.

러시아의
저의

2006:

D

38,

571, 2006).

에서 고체 타겟을 이용한 중성자 발생에서 레이
영향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음
16

CRIMB

prepulse

CD2

(Laser

Phys.

,

1647,

2006).

라 일본
.

일본의 오사카 대학교 부설
연구소에
서는 중수소가 포함된 고체 폴리머 타겟에
의
고에
너지 레이저빔을 조사하여 개의 중성자를 발생시켰음

1987 :

ILE (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
1 ns, 7KJ

GEKKO XII

8

10

51,

Lett

(Appl.

2195, 1987).

일본의 에서
코드를 사용하여 핵융합 중성자 발생을 위한
레이저 클러스터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음
9
일본의 에서
×
레이저를 사
용하여
타겟으로부터
개의 중성자를 발생하였음

2002 :

JAERI

2D PIC

-

2002

:

(Phy. Plas.

ILE

500-fs,

50-J,

65,

Rev. E

:

19

2

C8D8

2006

Phys.

10

9x10

2

W/cm ,

, 589, 2002).

1054-nm

5

(Phy.

036413, 2002).

일본의 에서 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클러
스터와 레이저 상호작용을 분석하였음
73
JAERI

10

6

(Phy. Rev. A

, 031201(R), 2006).

마 프랑스
.

1999

:

프랑스의 에서
를 갖는 레이저를
고체 타겟에 주입하여
반응에 의한 개의 중성자를
발생하였음
82
프랑스의 에서 영국의
과
반응으로부터 × 개
공동으로 기체를 사용하여
의 중성자를 발생하였음 이때 사용된 레이저의 에너지는 이
며 의 펄스폭을 갖고 있음
89
프랑스의
에서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개의 중성자를 발생하였음 이때 사용된 레이저의 에너지는
이며
의 펄스폭을 갖고 있음
89
CEA

0.3

ps,

7

J,

3x10

19

2

W/cm

3

7

D(d,n)- He

(Phy.

2002

:

Rev. Lett.

CD2

10

, 1454, 1999).

CEA

Imperial

college

of

science,

3

D(d,n) He

D2

1.0

.

(Phy. Rev. Lett.

ENSTA-Ecole

3

7x10
J

Polytechnique

,

35

fs

CD4

0.8

(Phy.

2002).

- 9 -

J

165004-1, 2002).

.

,

6

10

62

, 1ps

2002 :

RAL

Rev.

Lett.

,

065005-1,

바 포르투갈 이태리
포르투갈의
´
에서 이태리의
와 공동으로 큰 크기의 클러스터에 대한 쿨롱폭발을 분석
함
94
포르투갈의
´
에서 – 개의 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약
크기의 클러스터로부터 중성자 발생을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음
73
이태리의 대학에서 원형 편광된 레이저 펄스를 이용하여 이하의
펄스폭을 갖는 핵융합 중성자의 발생가능성을 보고함
82
.

/

2005:

Instituto

Superior

Te cnico

Politecnico

di

Torino

(Phy. Rev. Lett.

2006:

,

033401, 2005).

6

Instituto Superior Te cnico

~10

7

10

100 nm

PIC

(Phy. Rev. A

2006:

, 053202, 2006).

pisa

fs

(Appl.

Phys.

B

,

337, 2006).

사 영국
.

1998:

영국의 에서
고체 타겟으로부터
RAL

1.3

ps,

8-20J,

D2

Control. Fusion

2004:

40,

19

10

7x10

7

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개의 중성자를 발생함
2

W/cm

C8D8

(Plasma

와

Phys.

175, 1998).

영국의 에서
를 갖는 레이저 시스템으로부터 와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타겟으로부터 중성자 발생을 보고하였음
RAL

20

5x10

2

W/cm

PW

CH

CD

(Central Laser Facility Annual Report 2003/2004).

아 중국
.

2005:

중국 북경의 물리연구소 일본 오사카의 그리고 면양의 가 공동
으로
두께의 고체 타겟을 사용하여 핵융합 중성자를 발생
하였음
72
중국 상해광정밀연구소 에서 중국 과학원 등으로부터 개의
과제를 수주하여 수소클러스터를 이용한 쿨롱폭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중성자 발생의 최적조건 분석에 적용이
가능한 연구방법임
74
,

0.25 mm

RCLF

CD

(Phy. Rev E

2006:

ILE,

, 066404, 2005).

(SIOM)

(CAS)

,

(Phy. Rev. A

- 10 -

, 023201, 2006).

4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고속중성자 발생용 레이저 품질 향상
1. 레이저 펄스 대조비 개선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의 성능과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펄스폭, 출력 에
너지, 순간 첨두 출력 외에도 펄스 대조비 (contrast ratio)이다. 수십 TW의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펄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에너지의 극초단 펄스를 수백
만배 이상 증폭해야 하며, 이러한 증폭과정에서 주펄스외에 원하지 않는 다른 성분
들이 같이 증폭되어 펄스 대조비를 상승시킨다. 주펄스외의 다른 성분들은 주펄스
가 타겟과 상호작용하기 전에 먼저 타겟에 도달하여 타겟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파
괴하기 때문에, 주펄스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
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펄스 대조비를 저하시키는 것이 레이저의 품질과 성능을 향
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펄스 대조비를 저하시키는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요인은 극초단
전치펄스이다. 극초단 레이저 공진기에서 약 100 MHz의 반복율로 출력되는 극초단
펄스중에서 증폭할 펄스 한 개만을 선택할 때, 증폭할 펄스와 함께 다른 전치 펄스
도 미약하게 새어나와 주펄스와 같이 증폭되면서 대조비가 상승되는 경우이다. 이
때, 전치펄스는 극초단 공진기의 반복율에 따라 주펄스보다 약 10 ns 정도 선행하
며, 에너지외에는 펄스폭, 빔모양 등이 주펄스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둘째 요인
은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이다. 매우 낮은 에너지의 극초단 펄스를
수백 만배이상으로 증폭할 때, 증폭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ASE는 주펄스와
함께 진행하면서 대조비를 상승시킨다. ASE는 극초단 전치펄스와는 달리, 에너지,
펄스폭 등이 주펄스와는 확연히 다르며, 대략 수 - 수십 ns의 펄스폭을 가진다. 따
라서, 주펄스와 마찬가지로 수십 fs의 펄스폭을 가지는 전치펄스는 비슷한 에너지의
ASE보다 첨두출력이 월등히 높아 펄스 대조비를 상승시키는 주요인이 된다. 따라
서, 본 과제에서는 극초단 전치펄스를 감소시켜 대조비를 저하시키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그림 3-1은 10 TW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극초단 전치펄스와
ASE 신호를 고속광검출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고출력의 주펄스와 함께
약한 출력의 전치펄스와 ASE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주펄스의 신호는 광검출기를
강하게 포화시킨다. 주펄스보다 10 ns 전에 두개의 극초단 전치펄스가 존재하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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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s에 걸쳐 ASE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측정된 신호가 극초단 전치펄스
인지 ASE인지는 증폭할 극초단 펄스를 입사시키지 않고 증폭기를 동작시킬 때의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1. 고속광검출기로 측정한 극초단 전치펄스와 ASE 신호
극초단 전치펄스는 수십 fs의 펄스폭을 가지기 때문에, ~1 ns의 반응시간을 가지
는 고속광검출기로는 정량적으로 펄스폭과 첨두출력 측정이 불가능하며, 주펄스 대
비 광검출 신호의 크기 비율로부터 극초단 전치펄스의 대조비를 측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측정한 주펄스와 전치펄스의 대조비는 1:2×10-4 였으며, 이로부터 전치펄
스의 첨두출력은 약 2 GW임을 알 수 있다. ASE는 그림과 같이 수십 ns의 펄스폭
을 가지기 때문에, 광검출기로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증폭할 극초단 펄스를 입
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증폭기만을 동작시켜 생성된 ASE의 에너지 측정값과, 이
때 측정된 광검출 신호의 시간적인 적분값을 비교하면, 광검출기에서 측정된 전기
적 신호를 실제 ASE의 순간출력값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량화된 광검출기
로 측정한 ASE의 출력은 최대 약 400 kW이었다. 이상의 측정결과로부터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의 대조비는 ASE보다는 극초단 전치펄스에 의해 제한됨을 알 수 있
으며, 따라서, 극초단 전치펄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극초단 전치펄스는 주펄스와 시간적으로 10 ns 정도 분리되어 있으므로, 빠른
반응시간을 가지는 전기광학적 Pockels cell을 사용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것은 증폭전에 100 MHz의 반복율로 생성되는 극초단 펄스 중에서 한개의 펄스만
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즉, 두개의 서로 수직한 편광분할기 사
이에 Pockels cell을 설치하여, 원하는 펄스가 지나갈 때에만 Pockels cell에 전압을
가하여 편광분할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다른 펄스들은 편광분할기를 통과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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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Pockels cell에 전압을 가하지 않더라도 편광분할기의 구
분율 한계나 Pockels cell에서 발생하는 편광변형 때문에 원하지 않는 펄스들도 미
약하게 새어 나오며, 이러한 성분들이 앞에서 측정한 극초단 전치펄스 성분이 된다.
따라서, 전치펄스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2차 Pockels cell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차 Pockels cell은 증폭 전에 설치할 수도 있으나, 증폭기에서 발생
하는 ASE 성분도 일부 같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1차 증폭기 이후에 설치하는 유리
하다. 그림 3-2는 본 과제의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에 추가로 설치한 2차
Pockels cell이다. 서로 수직한 두개의 편광분할기 사이에 반응시간이 약 3 ns인
Pockels cell을 설치하였다. 편광분할기의 구분율은 104:1 이었으며, 입력 편광분할기
는 수평방향, 출력 편광분할기는 수직방향으로 설치되어 Pockels cell에 전압이 걸
리지 않으면 레이저 빔이 차단된다. 1차 증폭기에서 증폭된 주펄스가 통과하는 순
간에 동기화시켜 Pockels cell에 전압을 걸어주면 주펄스만이 출력 편광분할기를 통
과하고 전치펄스는 차단된다. 이 때, 전치펄스와 주펄스 사이의 간격은 ~10 ns이기
때문에, ns의 정확도로 Pockels cell을 동작시켜야 전치펄스만이 제거된다.
2nd amplifier

Pockels
cell

Output
PBS

Shutter

Input
PBS

1st amplifier

그림 3-2. 2차 Pockels cell이 설치된 모습.
그림 3-3은 이러한 방법으로 주펄스 앞에 전치펄스가 제거된 상태에서 측정한
고속광검출기 신호이다. 주펄스 앞에 존재하던 전치펄스가 효과적으로 제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20 ns 영역에 걸쳐 분포해 있던 ASE도 상당부분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전치펄스는 완전히 제거된 것이 아니라 2차 Pockels cell의 구분
율만큼 감소된 것이다. 실제 고속광검출기와 attenuator를 사용하여 앞에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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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전치펄스의 대조비를 측정하려 하였으나, 광검출기의 sensitivity와 손상
문턱값의 한계 때문에 10-7 이하의 전치펄스를 측정할 수 없었다. 즉, 매우 약한 전
치펄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광검출기에 보다 많은 양의 레이저 빔을 입사시켜야
하는데, 이 때 주펄스의 입사량이 손상문턱값을 초과하여 광검출기가 손상된다. 광
검출기의 손상문턱값에 근접하게 측정할 경우에도 전치펄스는 측정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측정한계로부터도 주펄스 대비 전치펄스의 대조비는 1:10-7 이하임이 확인되
었다.

그림 3-3. 2차 Pockels cell 설치 후에 측정된 극초단 전치펄스와 ASE 신호.

2. 레이저 빔 출력 및 집속도 개선
소규모 레이저 핵융합을 이용한 고속 중성자 발생과 같이 극초단 고출력 레이
저를 이용한 극한 현상들은 레이저의 첨두출력과 집속강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레이저의 출력을 증대하고, 레이저 집속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고속 중성자 발생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다. 본
과제에서는 기존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의 출력을 10 TW(1 TW = 1012 W)
에서 30 TW로 증대하였으며, 최종 레이저 빔을 직경 10 μm 이하로 집속하여 1019
W/cm2 이상의 레이저 집속강도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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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30 TW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개념도.
레이저의 출력 증대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펌핑 레
이저를 추가하여 레이저의 증폭 에너지를 2배 이상으로 증가시켰고, 두 번째는 최
종 펄스 압축기에 사용되는 회절격자를 고효율 회절격자로 교체하여 펄스 압축기
의 투과율을 40-50% 정도 향상시켰다. 그림 3-4는 이러한 방법으로 출력이 증대된
30 TW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본 과제의 극초단 고출력 레
이저 시스템은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매질에 기반한 레이저 시스템이며, 펌핑 레
이저로는 Q-스위칭된 Nd:YAG 레이저의 2차 조화파(532 nm)를 사용한다. 기존의
10 TW 레이저 시스템에서는 펄스 에너지가 1.5 J인 한 개의 Nd:YAG 레이저를 사
용하여 총 3개의 증폭기를 펌핑하였으며, 최종 증폭에너지는 0.6 J이었다. 최종 증
폭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펄스 에너지가 2.0 J인 Nd:YAG 레이저를 추가하
여 펌핑 에너지를 총 3.5 J로 늘렸으며, 3개의 증폭기에 사용되는 펌핑 에너지와 빔
크기 등을 표 3-1과 같이 적절히 조절하였다. 최종 3차 증폭기의 펌핑 에너지만을
늘릴 경우에는 2차 증폭기로부터의 입력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3차 증폭기에서
충분한 증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증폭기의 펌핑 에너지도 함께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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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출력 증강 전후의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증폭기 특성 비교.
10 TW 레이저 시스템 30 TW 레이저 시스템
총 펌핑 에너지
1.5 J
3.5 J
1차(8 증폭기
펌핑 에너지:
에너지: 3.5
70 mJ
펌핑 에너지:
에너지: 3.5
70 mJ
pass)
증폭
mJ
증폭
mJ
펌핑
에너지:
160
mJ
펌핑
에너지:
250
mJ
2차(2 증폭기
증폭
에너지:
30
mJ
증폭
에너지:
60
mJ
pass)
빔 크기: 3 mm
빔 크기: 4 mm
펌핑
에너지:
1.2
J
펌핑
에너지:
3.1
JJ
3차(4 증폭기
증폭
에너지:
0.6
J
증폭
에너지:
1.3
pass)
빔 크기: 8 mm
빔 크기: 12 mm
이를 위해 기존의 1.5 J Nd:YAG 레이저를 2.0 J Nd:YAG 레이저로 대체하고, 2.0
J Nd:YAG 레이저 빔을 3개로 나누어 3개의 증폭기를 펌핑하였으며, 1.5 J
Nd:YAG 레이저는 3차 증폭기 펌핑에만 사용하였다. 펌핑 에너지가 증가한 3차 증
폭기에서는 이득매질의 손상 방지를 위해 빔 크기를 12 mm로 증가시켰으며, 이득
매질도 직경 15 mm에서 25 mm인 것으로 교체하였다. 이와 같이 펌핑 에너지 증
가 후에 3차 증폭기의 증폭 에너지는 0.6 J에서 1.3 J로 증가하였다. 그림 3-5와
3-6에 30 TW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발진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3-5. 30 TW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발진기 모습.

그림 3-6. 30 TW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증폭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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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새로 제작한 펄스 압축기의 구성도(좌)와 펄스 압축기를 통과한 후의
레이저 펄스폭(우)
대부분의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은 chirped pulse amplification (CPA) 방
식을 사용한다. CPA 방식은 극초단 펄스를 증폭하기 전에 인위적으로 펄스폭을 시
간적으로 충분히 늘림으로써 증폭과정에서 광학매질의 손상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증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폭 후에는 펄스 압축기를 사용
하여 펄스폭을 원래의 펄스폭에 가깝게 압축해야 한다. 펄스 압축기에는 그림 3-7
과 같이 일반적으로 두개의 회절격자가 사용되며, 레이저 빔이 총 4회 회절격자에
서 회절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회절격자는 격자수가 1200 lines/mm인 것으로서 800
nm 영역에서 회절효율이 85-86% 정도였으며, 이에 따른 펄스 압축기의 총 투과효
율은 50% 정도였다. 회절격자의 효율은 격자의 코팅물질, 격자수, 격자모양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800 nm 영역에서는 1400-1800 lines/mm 격자수를 가지
는 회절격자의 효율이 우수한 편이다. 본 과제에서는 펄스 압축기의 효율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1500 lines/mm 격자수의 회절격자(Spectrogon, Sweden)를 도입하였
다. 이 회절격자는 홀로그래픽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기존의 기계적 ruling 방
식에 비해 격자수가 정밀하고, 회절효율이 800 nm 영역에서 90-92% 정도로 우수
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절격자는 현재 120x140 mm 정도 크기까지가 표
준제품이며, 더 큰 회절격자는 제작비용이 급격히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120x140 mm 크기의 회절격자에 맞추어 펄스 압축기를 다시 설계, 제작하였다. 회
적격자의 효율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펄스 압축기의 효율은 70% 정도로 향상되었
으며, 펄스 압축기를 통과한 최종 펄스 에너지는 0.9 J이었다. 펄스 압축기에 의해
압축된 레이저 펄스폭은 27 fs 정도로서, 최종 30 TW 이상의 첨두출력을 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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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빔의 최종 빔 크기는 직경 45 mm 정도이며, 대부분의
극한 현상 실험을 위해서는 레이저 빔을 작은 크기로 집속하여 단위면적당 레이저
출력을 높여야 한다. 레이저 빔을 집속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렌즈나 구면거울
을 사용한다. 그러나,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는 높은 첨두출력을 가지기 때문에 렌
즈와 같이 광학매질을 통과해야만 하는 집속광학계를 사용할 경우, 광학 매질에서
예상치 못한 비선형 효과가 발생하여 레이저 펄스의 출력, 펄스폭 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빔을 집속할 때는 반사형 집속 광학계를 사용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면거울은 빔 직경대비 초첨거리가 길 경우에 유
용하며, 초점거리가 길기 때문에 집속된 레이저 빔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요
구되는 레이저 집속강도가 낮은 경우에 적합하다. 그러나, 소규모 레이저 핵융합에
기반한 고속중성자 생성 연구는 1018-1019 W/cm2 이상의 높은 레이저 강도가 요구
되므로, 일반적인 구면거울로 집속할 경우 충분한 집속 강도를 얻지 못한다. 이러
한 경우에는 그림 3-8과 같이 포물거울을 사용하여 레이저 빔을 집속한다.
포물거울은 입사 레이저 빔이 평행광에 가까울 경우에 수차 없이 집속이 가능
하기 때문에, 레이저 빔 직경 대비 초점거리가 짧을 경우에 더욱 유리하다. 본 과
제의 30 TW 레이저 빔을 집속하여 1019 W/cm2 이상의 충분한 강도를 얻기 위해
서는 집속된 레이저 빔 직경이 10 μm 이하여야 하며, 직경 40-50 mm의 레이저 빔
을 직경 10 μm 이하로 집속하기 위해서는 초점거리 300 mm 이하의 포물거울을
사용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초점거리 180 mm의 포물거울을 사용하여 레이저
빔을 집속하였으며, 입사 레이저 빔 방향과 집속 레이저 빔 방향이 45도를 이루는
off-axis 형태의 포물거울을 사용하였다.
포물거울은 수차 없는 집속이 가능한 대신, 집속 성능이 정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집속되는 레이저 빔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면서 정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 3-8과 같이 수 μm 크기의 집속 빔을 확대하여 측정할 수 있는 빔 측정장치
를 구축하였다. 빔 측정장치는 현미경 대물렌즈, attenuator, CCD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대물렌즈는 working distance (WD)가 짧아, 측정하려는 레이
저 빔의 집속위치와 대물렌즈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집속된 강한 레이저 빔에
의해 대물렌즈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WD가 38 mm로 긴
대물렌즈를 사용하였으며, 대물렌즈의 유효초점거리는 약 8 mm(×10)였다. 대물렌
즈는 선형스테이지에 설치되어 최소 집속 빔 위치에 맞추어 이동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대물렌즈로 확대한 레이저 빔은 attenuator를 적절히 사용하여 빔 세기를 낮
춘 후, CCD 카메라로 관측하였다. CCD 카메라의 화소크기는 4.65 μm이며, 화소수
는 1392×1040 이다. CCD로 측정한 빔 모양의 크기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레이저
빔 대신 현미경 눈금자를 측정위치에 설치하고, CCD 상에 확대된 눈금자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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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으며, 이로부터 계산한 빔 측정장치의 배율은 30배였다. 즉, 10 μm 크기의
레이저 빔은 CCD에서 300 μm 크기로 측정되며 CCD의 화소수가 4.65 μm이므로
충분한 해상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측정할 수 있는 빔 위치 범위는 210 μm x
160 μm 였다.
Input laser beam
45o off-axis parabola
(f = 180 mm)

Long-working-distance
microscope object lens
(f = 8 mm)
CCD camera
(1392x1040 pixels,
4.65-mm pixel size)

Focused position

Attenuator

그림 3-8. 포물거울을 이용한 레이저 빔 집속과 빔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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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포물거울로 집속한 레이저 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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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포물거울을 사용하여 집속한 레이저 빔을 빔 측정장치로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과 같이 레이저 빔의 반치폭은 5 μm 정도였으며, 비교적 원형에 가
까운 모양으로 집속되었다. CCD에 나타난 레이저 빔의 전체 에너지 분포에서, 직
경 5 μm 내에 포함된 에너지 분포는 약 40%였으며, 30 TW의 출력과 집속된 빔
크기로부터 계산한 집속강도는 5×1019 W/cm2 이상이었다. 그러나, 레이저 빔이 강
하게 집속되기 때문에 집속 위치로부터 수십 μm만 벗어나도 빔크기가 급속히 커져
서 집속강도가 저하되므로 실험시 타겟을 정확히 집속위치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

제2절 고체타겟을 이용한 고속중성자 발생
1. 챔버 시스템 제작
가. 레이저-유도 고속중성자 발생용 챔버
중수소화 폴리스틸렌(C8D8), 중수소화 폴리에틸렌(CD2) 등의 고체타겟에 10 TW
급의 극초단 펨토초레이저를 입사시켜 D(d,n)3He 핵반응에 의한 고속중성자를 발생
시키기 위한 반응시스템이 제작되었다. 또한, 극초단 레이저와 고체타겟과의 상호작
용에 의해서 발생된 전자, 감마선, 이온, 고속중성자 등의 계측과 분석을 위한 계측
장치가 설계, 제작 설치되었다. 반응시스템의 주요 구성부품으로는 레이저 빔 전송
과 집속을 위한 광학계통, 고체타겟의 정밀한 위치제어를 위한 3-축 미세이동 구동
장치, 고체타겟 위에 집속된 레이저 초점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빔 모니
터링장치, 그리고 주타겟챔버와 보조챔버로 구성된 진공챔버와 시스템진공을 위한
진공계통이 있다.
계측장치는 고에너지 전자 및 감마선 측정을 위한 X-포토 다이오드 장치, 발생된
고속중성자 계수를 위한 CR-39 검출기 장치, 이온에너지 측정을 위한 패러데이 컵
(Faraday cup) 장치, 그리고 TOF에 의한 중성자 신호 검출을 위한 섬광 검출기
(scintillation detecto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0에 챔버 외부모습을 나타내었고,
그림 3-11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주요 구성부품과 위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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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챔버의 외부 모습

그림 3-11. 중성자 발생용 반응챔버의 내부구조
주타겟 챔버 내부로 입사하는 약 2“ 직경의 레이저 빔을 챔버 중앙에 위치한 고
체타겟에 효과적으로 집속하기 위해서 3” 직경의 유전체 거울과 금 코팅된 off-axis
포물경이 사용되었다. 레이저 빔이 타겟에 효과적으로 집속하여 최소의 초점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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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해서 평행한 레이저광선에 대해서 off-axis 포물경의 위치는 고정시키고 고
체타겟의 위치를 원격으로 3축 미세 조절하도록 하였다. 타겟 스테이지의 최대이동
거리는 각각의 축방향으로 1“이며, 최소이동거리는 0.1 µm, 그리고 진공중에서 최대
이동속도는 약 1.2 mm/s이다.
주챔버내부에 위치하는 타겟 스테이지와 챔버 외부의 제어장치를 전기적으로 연
결하기 위해서 4개의 진공용 SUB-D(25 pins)로 구성된 그림 3-12의 플랜지 어셈블
리가 제작되었다. 그림에서 보여진 4개의 진공용 BNC 커넥터는 챔버 내부의 계측
기 신호를 외부로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3-13에 조립되고 배선된 플랜지 어셈
블리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림 3-12. 플랜지 어셈블리의 구조.

그림 3-13. 조립 및 배선된 플랜지 어셈블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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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타겟의 표면에 집속된 레이저 빔 크기를 측정하고 타겟에 집속된 레이저빔
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스코프가 설계 제작되었다. 대물렌즈는 작은
수차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XY 마운트에 고정되어 있다. 입사하는 레이저 빔의
강도 조절을 위한 필터 마운트와 진공플랜지에 탈부착이 가능한 어댑터가 설계되어
있다. 그림 3-14는 제작된 빔 모니터링장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4. 레이저 빔 초점 모니터링 장치 모습
CCD 카메라
전동셔터
X-Photodiode

오목렌즈

그림 3-15. 렌즈, 전동셔터, CCD 카메라로 구성된 타겟표면 모니터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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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챔버 외부에 설치된 타겟표면 모니터링 장치의 CCD 모습.
그림 3-14에 나타낸 레이저 빔의 정렬시 초점을 모니터링하는 일체형의 레이저 빔
초점 모니터링 장치에 부가하여 그림 3-15와 3-16에 나타낸 것과 같이 렌즈, 전동
셔터, CCD 카메라로 구성된 타겟표면 모니터링 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 장
치에서 사용된 전동셔터를 통하여 실제 실험환경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레이저 빔
출력이 CCD에 입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타겟의 이동 후 셔터를 열어서 레이
저 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고체타겟 표면에 레이저 빔의 초점이 최소의 직경을 갖고 맺힐 경우 고체타겟으
로 부터 고에너지 전자와 강한 감마선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측정할 경우 모니터링
스코프와는 별도로 레이저 빔이 고체타겟에 초점이 정확하게 맺혔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800Å에서 2Å 까지 파장을 갖는 방사광 측정이 가능한 XUV용 실
리콘 포토다이오드를 고체타겟의 전면에서 레이저 진행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그
림 3-15에 보인 것처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나. 중성자 발생용 고체 타겟
• 중수소화 폴리스틸렌 (C8D8) 고체타겟 제작
고체타겟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수소화된 고체필름을 중수소화 폴리스틸렌 분말로
부터 제작하였다. 크실렌(Xylene)을 사용하여 분말을 용해하였으며, 용해된 폴리머
용액을 일정크기의 금속 링의 가장자리를 갖는 알루미늄 판에 붓고 일정한 두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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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도록 판의 수평을 조절한다. 알루미늄 판을 오븐으로 약 100℃ 정도로 가열하여
크실렌을 기화시키고 고체화된 필름을 판으로부터 떼어내면 중수소화 고체타겟이
완성된다. 이때 요구되는 타겟의 두께는 크실렌에 녹는 분말의 양을 조절하여 얻을
수 있다. 그림 3-17은 고속중성자 발생에 사용된 C8D8 고체타겟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7. 레이저 조사된 100 µm의 두께를 갖는 C8D8 고체타겟의 모습
• 연속 동작용 ㄹ-이동형 고체타겟마운트 장치제작
고체타겟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중수소화된 고체필름은 두께가 50 - 400 μm
정도로 매우 얇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속동작을 위해서는 수 μm 이내의 편평
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충분히 넓은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림
3-18에 나타낸 것처럼 32 mm x 32 mm 크기의 고체타겟을 고정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연속 동작용 ㄹ-이동형 고체타겟마운트 장치가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그림 3-18. ㄹ-자형 연속구동 타겟마운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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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는 ㄹ-이동을 위한 연속동작 타겟스테이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1개의 회전형 스테이지와 3개의 선형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고체타겟은 회전
형 스테이지에 고정하여 각도조절을 통하여 연속동작을 위한 X-축 방향의 수평이
동간에 발생될 수 있는 레이저 초점의 위치이동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Y-축 선
형 스테이지는 타겟을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연속동작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
경우 수직방향성은 기계적 가공에 의해서 확보되어 있다. Z-축 선형 스테이지는 초
기 레이저 초점을 타겟에 정확히 맺을 수 있도록 위치를 이동하여 정렬할 때 사용
하며, 연속동작중에는 제어장치를 통해서 제어할 필요가 없다.

그림 3-19. 1개의 회전형 스테이지와 3개의 선형스테이지들로 구성된
ㄹ-자형 연속구동 타겟 스테이지의 모습.
ㄹ-이동을 통하여 사용될 수 있는 유효한 타겟의 레이저 조사 횟수는 레이저 조
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둥근형태의 타겟상의 천공의 직경에 달려 있으며, 타겟의 두
께가 100 μm, 200 μm, 300 μm, 400 μm인 경우에 ㄹ-형의 연속 조사를 한 후에 나
타나는 타겟의 천공 형태를 그림 3-20, 그림 3-21, 그림 3-22, 그림 3-23에 각각 나
타내었다. 그림 3-20과 같이 타겟의 두께가 100 μm로 얇은 경우 천공의 크기가 크
며, 25 TW의 레이저 출력에서 0.5 Hz 레이저 펄스반복률로 조사하였을 경우 25
mm x 25 mm 의 스테이지 행정거리에서 24x20=480회의 조사가 가능하였다. 그림
에서 천공의 크기가 불규칙하게 나타난 원인은 타겟의 제작과정에서 나타난 타겟두
께의 불규칙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100 μm 이하의 얇은 두께를 갖는 고체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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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균일한 두께를 갖도록 제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3-20. 25 TW, 0.5 Hz 레이저로 조사된 100 μm 두께의 고체타겟 모습.
그림 3-21과 같이 타겟의 두께가 200 μm인 경우 100 μm의 얇은 타겟에서 나타나
는 천공 직경의 불규칙성이 없어지고 비교적 균일한 천공의 크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때 레이저의 동작조건은 25 TW, 0.5 Hz 였으며, 25 mm x 25 mm 의 사용
된 스테이지 행정거리에서 24x20=480회의 레이저 조사를 한 경우이나 천공의 직경
크기를 감안하면, 약 1000회의 레이저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에서 나
타난 천공의 크기는 약 250 μm 정도이다.

그림 3-21. 25 TW, 0.5 Hz 레이저로 조사된 200 μm 두께의 고체타겟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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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와 3-23에 나타낸 것처럼 타겟의 두께가 300 μm와 400 μm로 증가할
경우 타겟에 형성되는 천공의 직경이 감소하여 레이저 조사횟수를 증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된 레이저 출력이 30 TW 정도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타겟
의 두께가 증가할 경우 중수소 이온에너지의 감소로 발생되는 중성자 수의 감소가
예상되어 레이저의 출력과 빔질 등에 따른 최적의 타겟 두께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림 3-22. 25 TW, 0.5 Hz 레이저로 조사된 300 μm 두께의 고체타겟 모습.

그림 3-23. 25 TW, 0.5 Hz 레이저로 조사된 400 μm 두께의 고체타겟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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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형 고체타겟 제작
ㄹ-형의 연속구동 타겟 스테이지에서 사용가능한 최대의 레이저 펄스반복률은
X-축방향의 이동을 위해서 사용된 X-축 선형스테이지의 이송속도에 비례한다. 일
반적으로 진공중에서 선형스테이지를 사용할 경우 스테이지에서 발생하는 열처리가
대기중보다 어려워 최대 유효이송속도가 1/2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 사용된 X-축
선형스테이지의 진공중에서 최대 이송속도는 1.2 mm/sec 정도이며, 이 경우 100 μ
m의 고체타겟에서 발생되는 400 μm 천공의 직경을 감안하면 최대 가능한 레이저
펄스반복률은 약 3 Hz의 정도로 제약이 된다. 따라서 ㄹ-자형 선형 스테이지의 낮
은 펄스반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림 3-24와 3-25에 나타낸 회전형의 고체타겟
마운트와 스테이지가 개발되었다.

그림 3-24. 회전형 고체타겟 마운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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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3개의 선형 스테이지와 1개의 회전형 스테이지로 구성된
회전형 고체타겟 스테이지의 모습.
그림 3-25에 나타낸 회전형의 타겟마운트는 1개의 회전형 스테이지와 3개의 선형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형 스테이지는 고체타겟을 일정한 방향으로 연속해
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Y-축 스테이지는 타겟에 형성되는 천공을 타겟의 안쪽
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사용된다. Z-축 스테이지는 초기 레이저 정렬
에서 레이저 초점을 타겟상에 정확히 집속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X-축은 Y-축 이
동시 타겟의 중앙부에서 중심이동이 가능하도록 위치조정을 위해서 사용된다. X-축
보다 Y-축 스테이지를 사용하여 연속동작 이동을 하면 이동 시에 레이저 초점의
집속점이 바뀌는 문제가 없는 장점이 있다.
그림 3-26은 회전형 고체타겟을 사용하여 25 TW의 레이저 출력에서 10 Hz와 5
Hz 레이저 펄스 반복률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200 μm 두께의 고체타겟에서 나타난
천공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가장자리에 나타난 천공의 트랙은 레이저
펄스반복률의 10 Hz 일 경우이며 내부의 3개의 트랙은 5 Hz로 레이저 펄스를 발생
한 경우이다. 회전형 타겟 스테이지는 최대유효각속도가 약 20 도/sec 정도이며, 따
라서 1 회전에 약 18초가 소요된다. 반경이 약 14 mm 정도인 고체타겟 마운트의
가장자리 트랙의 경우 초당 약 4.88 mm의 거리 이동이 가능하다. 이는 레이저 조
사당 이송거리가 약 488 μm/shot에 해당하므로 천공의 직경이 500 μm 이하로 형성
될 경우 10 Hz의 펄스반복률 동작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10 Hz 이상의 펄
스반복률로 동작을 위해서는 타겟의 반경이 14 mm 이상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트랙의 끝부분에서 나타난 짧은 이송거리는 회전형 스테이지가 정지위치에서 감속
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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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25 TW 출력에서 10 Hz와 5 Hz 반복률의 레이저로 조사된 200 μm
두께의 회전형 고체타겟 모습.
다. 연속 발생을 위한 타겟 스테이지 제어장치개발
연속적인 중성자 발생을 위하여 타겟 샘플을 자동으로 이동 시킬 수 있는 타겟
구동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중성자가 발생되는 샘플 주위는 방사선 환경이
고, 실험자가 오래 머물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27에 보이
는 바와 같이 원거리 원격 제어에 기초한 타겟 구동 자동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실험자는 중성자 발생 실험실과는 멀리 떨어진 원격제어실에서 컴퓨터로 중성자 발
생 실험실의 제어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한다. 원격 제어는 Ethernet LAN(Lacal
Area Network) 제어통신 방식으로 제어하였다. 원격으로 제어되는 실험실의 컴퓨
터는 RS232C 통신 방식으로 타겟 구동모터의 제어장치를 제어한다. 실험실에서 기
보유한 모터 제어장치는 10m이내에서만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한 RS232C 통신제어
만을 지원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거리 통신을 위한 RS488통신 모드로의 변환 보다
는 그림 3-27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구성이 간단하고 차후에 적용될 응용성을 높이기
위한 두 컴퓨터 간의 LAN 기반의 원거리 원격제어 방식을 채택하였다. 모터 제어
장치는 타겟을 구동하는 3축(X/Y/Z축)의 모터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참고로 그림 3-28은 3축(X/Y/Z축)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된 제어장치
(Newport, Universal Motor Controller/Driver, ESP300)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개의 선형 혹은 회전형 스테이지들의 구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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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타겟 구동 자동화 장치의 구성도

그림 3-28. 모터제어장치의 상세모습.
원격 제어용 타겟 구동 장치의 제어용 소프트웨어의 화면 구성은 그림 3-29와 같
고 개발된 소프트웨어 코드는 그림 3-30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제어가 간단하면서
도 안정적인 통신제어가 가능한 LabView 8.5를 사용하여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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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개발된 타겟 구동 자동화 장치의 주 운영 소프트웨어의 화면 구성

그림 3-30. 개발된 타겟 구동 자동화 장치의 제어 소프트웨어 코드
그림 3-30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타겟을 구동하는 3축 이송 장치를 수
동으로 한 축씩 모터의 이동을 제어하는 수동 제어 방식과 자동으로 타겟을 이송시
키는 자동 스캔 방식을 선택하여 모터를 제어할 수 있다. 수동 제어 방식에서 사용
자는 각 축의 모터를 선택하여 속도와 위치를 제어할 수 있으며 모터의 현재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모터의 이동은 절대 위치 이동 방식과 상대 위치 이동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
자동 스캔 모드에서는 X축과 Y축 방향으로 ㄹ-자 모양으로 자동 스캔을 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X축과 Y축 방향으로 설정된 각 스텝 이동량 만큼씩 설정된 스텝
수 만큼 이동하며, 매 이동시 마다 사용자가 설정한 스텝 이동별 지연시간 만큼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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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스캔을 수행한다. 스캔 시작 시에 전체 스캔 면적을 화면상에 디스플레이 하
며, 스캔 진행 동안에 현재의 스캔 위치를 화면상에 또한 디스플레이 한다. 그리고
현재의 진행률을 %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므로 사용자는 펄스 레이저 빔이 타격
하는 타겟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실험이 종료되어 사용자가 “끝:정지” 버튼을
누르면 제어 장치는 모터에 연결된 통신 환경을 차단시킨다.

그림 3-31. 직렬통신포트 설정 프로그래밍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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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모터 초기화 구동 프로그래밍 부분

그림 3-33. 모터제어 프로그래밍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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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제어 주 루프 프로그래밍 부분
개발된 프로그램의 세부 코드 구성은 그림 3-31에서부터 그림 3-34에 보여진다.
그림 3-3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컴퓨터는 모터 드라이버를 RS232C 직렬통신 방식으
로 제어한다. 기본 통신 환경은 data bits-8, stop bits-1, no parity, baud
rate-19200의 handshake 방식을 사용하였다. 모든 제어 명령의 끝부분에는 CR/CL
로 종료 명령을 구분한다. 그림 3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어 프로그램은 시작 단계
에서 모든 3축 모터를 초기화 시킨다. 제어 명령이 각 모터를 구동하는 부분은 그
림 3-33과 같고 주 제어 루프의 프로그래밍 부분은 그림 3-34와 같다.

그림 3-35. 연속발생을 위한 원격 자동제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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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에는 1차와 2차 년도에 개발했던 연속발생용 타깃 자동화 시스템을 현장
에 장시간 적용시킴으로서 시스템의 안정화 부분을 개선하였고 실험자에게 편리한
기능들을 추가하였다. 극초단 펄스레이저 빔을 타깃에 연속 조사하여 중성자를 연
속으로 발생시키는 실험 환경은 방사선 환경이므로 실험자가 장시간 머물기에는 열
악한 환경이다. 그러므로 그림 35와 같이 원거리에 위치한 제어실에서 원격으로 중
성자 발생장치를 제어하는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원격제어는 제어실의 주 컴퓨터가 Ethernet LAN 제어 방식으로 실험실상의 제어
컴퓨터를 제어한다. 실험실의 제어컴퓨터는 RS232C 통신 제어선으로 연결된 모터
드라이버를 제어함으로써 중성자발생 챔버 내부에 위치한 모터를 제어하고 타깃 위
치를 제어한다. 타깃 위치 제어는 제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동 제어 및 자동
제어가 가능하며, 제어형태와 각 모터의 이동 거리 및 이동 속도 변수를 이용하여
제어한다. 자동 제어는 매트릭스의 ㄹ-자 형태로 제어하며, 사용자가 설정한 X축과
Y축 스텝 수와 스텝 이동량에 따라 NxM 매트릭스 형태로 샘플을 자동 제어한다.
원격으로 제어되는 실험실 상의 타깃 자동제어 장치의 구성은 그림 3-36과 같고,
챔버 내부에 위치한 타깃위치 제어 장치의 구성은 그림 37과 같다. 그림에 보이는
바와 같이 타깃은 회전모터와 X/Y/Z 3축 모터를 제어함으로써 타깃 위치를 이동시
킨다. 사용자는 대물렌즈로 획득되는 외부의 CCD카메라 영상 모니터를 관찰하면서
타깃상에서의 레이저빔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한다.

그림 3-36. 실험실의 타깃 제어용 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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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중성자발생 챔버 내부에 설치된 타깃 제어장치 구성
3차년도에는 앞서 개발한 제어용 소프트웨어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
써 프로그램의 안정도 향상시켰으며, 실험자에게 유용한 일부 편의기능을 추가하였
다. LabView를 사용하여 개발한 본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은 지난해 기술한 보고
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프로그램 코드 부분의 기술은 생략하고 수
정된 일부 내용만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타깃 구동
장치 제어 소프트웨어의 기본 화면구성은 그림 3-38과 같다.

그림 3-38. 타깃 자동제어용 소프트웨어의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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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에 보이는 바와 같이 실험자는 수동제어모드 혹은 자동제어 모드에서
타깃 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 수동제어 모드에서는 1축과 2축 및 3축 각각에 대하
여 독립적 수동 제어가 되며, 각 축 모터는 사용자가 설정한 모터 이동 속도로 설
정된 거리만큼 움직이고 현재의 모터 위치는 μm정밀도로 화면에 보여진다. 이때 각
모터의 제어는 절대위치 모드 혹은 상대위치 모드로 제어가 가능하다. 자동제어모
드에서는 사용자가 설정한 X축과 Y축의 스텝수 및 각 스탭 이동량에 따라 ㄹ-자
매트릭스로 스캔되며 각 스탭마다 상용자가 설정한 시간(ms)동안 정지한다. 그리고
자동 제어 수행동안 현재의 타깃 위치는 화면상에 보여진다. 자동제어모드에서 X축
과 Y축 스탭 수를 25x20으로 설정한 후에 0.5Hz의 속도로 극초단 펄스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실험한 후의 샘플영상은 그림 3-39의 상부면의 그림과 같다.

그림 3-39. 25x20으로 자동 스캔 실험한 후의 샘플 영상
초당 레이저 유도 중성자의 발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레이저의 펄스반복률을 증
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사용가능한 타겟의 최소이동거리를 조사할 필요가 있
다. 그림 3-39의 하부면의 점들은 이동 간격을 달리하면서 레이저를 조사한 경우이
며, 최소이동간격은 200 μm 정도의 두께를 갖는 타겟을 사용할 경우 약 350 μm로
측정되었다. 기존의 스테이지의 이송 속도가 진공환경에서 약 1.2 mm/초 이므로 약
3.4 Hz의 펄스반복률로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대 펄스반복률
인 10 Hz로 레이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ㄹ 자 형의 이송의 경우 스테이지의 속
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스테이지를 사용하여 10 Hz로 동작하기 위해서
는 회전형 스테이지를 조합하여 타겟 마운트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전형 타
겟 마운트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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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성자/감마선 차폐막 제작
진공 챔버중에서 극초단 레이저빔을 고체타겟에 조사할 경우 발생되는 방사선은
고속중성자 외에도 감마선, 양성자, 전자선 등이 있다. 이러한 방사선들로부터 실험
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성자/감마선 차폐막 장치가 제작되었다. 그림 3-40은 제작된
레이저 중성자와 감마선 차폐막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다. 차폐막 외형의 크기는
높이가 800 cm이고 폭이 100 cm이며 길이는 200 cm이다. 좌우측면과 옆면에 차폐
막은 60 mm 두께의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7 mm 두께의 철로 제작되었다. 상부 차
폐막은 60 mm 두께의 고밀도 폴리에틸렌 재질이다. 좌우측면과 옆면의 차폐막은
길이가 각각 100 cm 정도인 총 6 개의 부분 차폐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차폐
막의 하부는 차폐지지대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41은 제작된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철판으로 제작된 레이저 중성자와 감마선 차폐
막 장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000
상부차폐체

측면차폐체

1000

800

Beam
Chamber

1000
700
차폐체지지대

X-ray shield
(Steel)
7
67

Neutron shield
(High density Polyethylene)

60

1000 x 800

Detail Shield design

그림 3-40. 레이저 중성자와 감마선 차폐막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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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감마선
차폐장치

그림 3-41.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납으로 제작된 레이저 중성자와 감마선 차폐막
장치.
마. 챔버 개폐 장치
제작된 레이저 챔버를 사용하여 실험을 할 경우 챔버의 내부면은 상부에 설치된
챔버덮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챔버덮개의 상하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림 3-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I 형 강과 레버장치로 구성된 호이스트 장치가 제작
되었다.

그림 3-42. 레이저 중성자 발생용 챔버에 설치된 lever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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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중성자 계측시스템 개발
가. TOF를 위한 패러데이 컵의 제작
레이저에 의해 중수소 클러스트에서 발생되는 이온의 에너지와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패러데이컵(Faraday Cup)을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패러데이컵은 수동적인
측정장치이므로 신호를 왜곡이 없이 계측기에 전달하려면 신호전송용 케이블과의
임피던스 매칭이 매우 중요하고 그 자체 내에서도 구조가 동일한 임피던스를 가져
야한다. 그림 3-43은 제작된 패러데이 컵의 구조도이다. 가장 내부에 이온을 모으기
위한 양극전극이 있고 그 바깥에 양극전극을 둘러싼 음극전극이 있고 맨 바깥에는
두 전극의 불필요한 잡음신호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접지 쉴드가 둘러싸고 있다. 패
러데이 컵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극전극의 바깥지름과 음극전극
의 안쪽지름이 이온발생원을 향하는 전면에서 신호전송케이블이 연결되는 후면까지
그 비율이 14:23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극전극과 음극전극의 형태는 그림에
서와 같이 동축의 원추형형태의 가지게 된다. 이 때 패러데이 컵의 임피던스는 50
옴이 되어 일반적인 신호전송 케이블에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그림 3-43. 패러데이 컵의 설계도
레이저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중수소이온의 이온에너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직접
제작된 그림 3-43의 패러데이 컵이 사용되었다. 패러데이컵에 의해서 측정된 이온
신호는 고에너지 전자와 감마선에 직접 노출될 경우에 많은 잡음을 포함하게 되므
로 이를 TOF(time-of-flight)를 사용하여 신호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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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를 제작하여 주챔버의 중심으로부터 약 1 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여 사용하였
다. 패러데이 컵을 이용하여 측정한 이온전류의 신호는 그림 3-44에서와 같이 임피
던스 매칭이 잘되어 잔여진동이 없이 매우 선명하게 측정된다.

그림 3-44. 패러데이 컵을 사용하여 측정한 이온전류의 신호.
나. 톰슨 파라볼라 스펙트로미터 설계 및 제작
톰슨 파라볼라 스펙트로미터 (Thomson Parabola Spectrometer)는 아래 그림
3-45와 같이 bending magnet의 자극에 전기장을 동시에 인가해서 이온이나 양성자
빔의 입자 무게나 전하량에 따라서 분리하여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약 100 keV 이상의 양성자나 이온빔의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중성자 발생을 위한 양성자의 핵반응 에너지는 약 10 keV 이상이므로, 1~100 keV
대역의 양성자와 이온빔 에너지 측정은 실시간 계측이 가능한 패러데이 컵을 사용
한다. 그리고 중성자 발생 효율 개선을 위한 최대 이온 에너지 증가 실험의 필요성
에 대비하여 톰슨 파라볼라 이온 에너지 분석기를 설계, 제작하였다.
필요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현하면서 자기장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선
택하였으며, 자기회로 분석을 수행하여 원하는 장치의 사양을 설계할 수 있었다. 간
단한 구조에서 강력한 자기장 세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단면적이 2인치 × 2인치이고
길이가 1인치인 Nd-Fe-B 영구자석을 사용하였다. 자극 사이에서 수직한 단일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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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 자기장을 4 kG 이상 얻을 수 있도록 자극 간격을 5~10 mm로 가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설계된 톰슨 파라볼라 에너지 분석기의 설계도는 아래 그림 3-46과 같
다. 영구자석을 양쪽에 대칭적인 모양으로 배치하였으며, 아래 그림에서 흰색의 부
분이 순철이다.

그림 3-45. 설계된 Thomson Parabola Spectrometer의 구조.
자기장 구조물의 원하는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철
심에서 자속포화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다. 자속 포화가 발생하면 자극사이에서 원하
는 자기장 세기를 얻을 수 없음은 물론이고 각각의 자기 폐회로의 경로에서 철심의
길이도 중요해지므로 균일한 자기장 세기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철심의 단면적을 설정해야 한다.
B i = B p.m SSp.m ≤20 kG
i

여기에서 S p.m, S i는 각 각 자석과 철심의 단면적이다. 특히, 위의 그림 3-45에서
아래, 위틀을 형성하는 철심의 단면적은 이 관계를 만족하기 위하여 설계하였다. 실
제로 제작된 톰슨 파라볼라 에너지 분석기의 자기장 세기는 자극간격(gap)이 5 mm
일 때 8.47 kG이며, 10 mm일 때 3.05 kG이다. 자극 사이에서의 자기장 분포 불균
일도는 10-3 이하로 균일한 자기장세기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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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제작된 Thomson Parabola Spectrometer의 외관. (Gap이 10 mm일 때
자기장의 세기는 3.05 kG)
다. TOF 섬광 검출기 시스템
고강도 극초단 펄스 레이저 빔에 의해 발생되는 중성자를 계측하기 위하여
time-of-flight 기법에 기초한 섬광 검출기(scintillation detector) 시스템을 구성하였
다. Zero-crossing기법이나 charge comparison기법과 같이 선원에 의해 연속으로
발생되는 중성자를 계측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중성자 계측 기법은
레이저 펄스 빔에 의해 발생하는 중성자를 계측하기에는 발생 기법의 근본적 차이
로 인해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레이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고체타겟으로 부터 발생되는 중성자를 TOF에 의해서 감마선으로부터 분리
한 뒤에 검출하기 위해서 섬광검출기(Scintillation Detector, BC-408)를 타겟으로부
터 약 3 m 이상 떨어진 챔버 외부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섬광검출기의 전면에는
10 cm, 그리고 옆면과 후면에는 각각 5 cm 두께의 납으로 된 벽돌을 설치하여 감
마선이 검출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레이저 유도에 의한 중성자 발생은 극초단 펄스빔의 조사 시점에 동기화 되어 발
생되고, 동시에 발생되는 감사선과 시간차에 의해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극초단
펄스 레이저 빔에 의한 중성자 발생 실험은 실험실이 방사선 환경이므로 실험자의
보호를 위하여 원거리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계측 장치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시스템의 개념도는 그림 3-47과 같으며, 이에 기초하여 구성한 계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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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 3-48과 같다. 그림 3-49는 본 연구에서 구성한 시스템의 세부 구성도이다.
참고로 그림 3-50은 제어장치로 사용된 NIM 시스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본 시스템은 원거리에 위치한 제어실에서 원격으로 실험실 상
의 중성자 계측 장치를 운영한다.

그림 3-47. 구성된 중성자 계측 시스템의 불록도
실험실에서 구축한 중성자 계측 시스템은 레이저 트리거 신호를 동기 신호로 사
용하였다. 동기 신호를 기준으로 극초단 레이저 시스템 내부 장치의 일정 고유 지
연시간 뒤에 펄스 레이저 빔이 타겟 샘플에 조사된다. 그러므로 TAC(Time to
Amplitude Converter, Ortec 567)의 start 신호는 트리거 신호에 대해 지연 펄스발
생기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 지연을 시킨 뒤에 입력되게 구성을 하였다. 극초단 펄
스 레이저 빔이 타겟에 조사되면 방사선이 발생되고, 발생된 방사선은 shield부를
통과한 후에 검출기(detector)에 의해 전기 신호로 검지된다. 여기서 shield부는 감
마선의 감쇠를 목적으로 하고 중성자 선의 감쇠는 최소로 한다. 레이저 트리거 신
호에 의해 동기가 된 이득 조정(gain control)부는 검출기에 검출되는 초기 감마선
이 도착하는 시간동안에는 검출기의 감도를 최소로 줄이고 중성자가 도달하는 시간
부터 이득을 최대로 유지하도록 검출기를 제어한다. 검출기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
된 방사선 신호는 CFD(Constant Fraction Discriminator, Ortec 583B)를 거치면서
중성자 신호가 검출되며 이는 TAC의 stop신호로 사용된다. TAC에서 검출된 중성
자 신호는 MCA(Multi-Channel Analizer, Ortec 919E)를 거쳐 MCA emulation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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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의해 누적 분포도 그래프로 계측된다. 그러므로 중
성자 계측 시스템은 레이저 트리거 동기 시간인 start 신호를 기준으로 중성자 입자
의 도달 시간을 누적시킨 그래프를 컴퓨터 모니터 상에 디스플레이 한다.

그림 3-48. 구성된 계측장치의 앞면 모습

그림 3-49. 구성된 중성자 계측 시스템의 세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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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0. 계측 전자부의 NIM 시스템의 모습
라. Gated 섬광검출기 개발
중성자 에너지와 수득률(yield)의 정확한 측정은 소규모 혹은 대규모 레이저-유도
핵반응 분석에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중성자 수득률 측정 장치들이 다양
한 레이저와 타겟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된 고속 중성자 측정을 위해서 사용되었
다. 상대적으로 약한 X-선 방출을 갖는 중수소 기체 타겟을 대상으로, Frizler 등은
액체 신틸레이터(liquid scintillator)와 광전자 증배관(PMT)을 결합하여 고속 중성자
의 TOF(time-of-flight) 신호를 측정 할 수 있었다. 클러스터 타겟을 대상으로 한
레이저-유도 고속 중성자를 측정할 목적으로 Ruggles 등은 신틸레이터 광신호를
마이크로채널 플레이트(MCP)와 결합시킨 구조의 중성자 검출기를 개발하였다. 강
한 X-선 환경에서 검출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X-선 차폐가 사용되었다.
레이저가 고체타겟에 입사할 경우에는 강한 감마선 또는 X-선 방출이 일어난다.
Belyaev 등은 X-선에 둔감한 헬륨 계측기를 사용하여 중성자를 측정하였다. 비록
계측기의 중성자 검출 효율이 연속출력형의 252Cf 소스에 대해서 50%에 이르지만
이 경우 부피가 큰 폴리에틸렌이 고속 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변환시키기 위해 필요
하고, 정량적인 중성자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Youssef 등은 초고속 타이밍용도로 개발된 플라스틱 신틸레이터와 PMT로 구성
된 2개의 전류모드 TOF 검출기를 사용하여 레이저 중성자를 조사 분석 하였다. 그
러나 이러한 형태의 신틸레이션 검출기는 중성자와 동시에 발생하는 강한 X-선 펄
스에 의해 야기되는 다이노드 전압감소, 지속되는 어노드 전류, 그리고 PMT의 증
폭이득포화 등에 의해서 중성자 신호검출이 매우 어렵다. 게이팅 모드로 동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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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m

PMT는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에 앞서서 사전펄스가 있는 경우 선택적으로 필요한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PMT의 게이팅 모드 동작을 위해서 다이노
드 게이팅, 포토캐소드 게이팅, 집속전극 스위칭, 또는 특별히 도입된 게이팅 그리
드를 단속하는 방법 등이 응용분야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게
이팅 모드 PMT의 경우 단속펄스 인가후에 사후 펄스가 강하게 유도되는 문제점이
있어 중성자 측정에 직접적인 적용은 사후펄스와 중성자 펄스의 혼합으로 분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에, Kanaya 등이 대기의 OH 기 농도측정을 위해 게이팅 모
드로 동작하는 CPM(Channel Photon Multiplier)를 사용하였는데 CPM의 특성이
MCP 와 PMT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우수
한 특성을 갖는 CPM과 BC-408 플라스틱 신틸레이터를 결합하여 게이팅 모드로
동작되는 중성자 검출기를 개발하였다.

50 mm

CPM
(Perkin Elmer, C1982P)

High Voltage Supply
(CHV30N)

HV Switch
(HTS31)
Platic Scintillator
(Bicron, BC408)

그림 3-51. Gated 섬광검출기의 내부 구조도
게이트 신틸레이션 검출기는 플라스틱 신틸레이터(BC-408, Bicron), CPM
(C1982, PerkinElmer Optoelectronics), 그리고 게이팅 전자회로로 구성되었다. 그림
3-51은 게이트 신틸레이션 검출기의 도식적 개략도를 나타낸다. 3/4"의 직경과
CPM의 직경을 맞추기 위해서, 플라스틱 신틸레이터는 20mm의 직경과 50mm의 두
께로 제작되었다. BC-408은 대략 430 nm에서 최고형광방출을 갖는다. CPM의 포토
캐소드는 낮은 노이즈를 갖는 Bialkali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며 165 nm과 650 nm
사이에서 감도를 갖고 있어서 BC-408의 형광 방출파장과 잘 일치하고 있다. CPM
은 410 nm에서 18.9%의 광음극 감도와 3x106 A/W의 양극 감도를 가지고 있다.
250 pA의 매우 낮은 암(dark) 전류는 중성자 검출사용에 적합하다. 그림 3-52는 제
작된 게이트 섬광 검출기의 내부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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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제작된 게이트 섬광검출기의 내부모습
제작된 신틸레이션 검출기를 게이팅 모드로 동작하기 위해서, 고전압 스위치
(HTS 31-GSM, Behlke Electronic GmbH)를 이용한 고속 게이팅 회로가 그림
3-53과 같이 제작되었다. 사용된 고전압 스위치는 펄스 간격 조절이 가능하고 고전
압 네가티브 펄스를 생성한다. 게이팅 회로의 turn-on 상승시간은 로드 커패시터
C2와 직렬 저항 R2에 의해서 결정된다. 220 pF의 로드 커패시턴스와 20 Ω의 직렬
저항을 사용하여 20 ns의 매우 빠른 상승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20 Ω을 갖는 작은
직렬연결 저항은 용량성 전력소실 부하로부터 스위치를 보호한다. 그리고 최고전류
는 저항 R2에 의해서 제한된다. 짧은 변환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완충 축전기의 용
량 C1은 적어도 로드 커패시터 C3의 10 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10 nF의 전기용량을
갖는 C1이 선택되었다.

그림 3-53. Channeltron PM 튜브의 고전압 펄스 개폐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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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부의 전기적인 연결선과 구성 요소는 가능한 짧고 전기유도가 감소되도록 설
계되었다. 전원을 끄는 과정에서 고전압 스위치의 용량성 전기를 포함하여 모든 회
로의 전기용량들은 로드저항 R1을 통하여 방출되었다. Turn-off 시간은 부하저항과
전기용량을 줄임으로써 짧아질 수 있다. 2 kΩ의 부하저항이 고전압 스위치를 위해
사용되었다.
게이트 신틸레이션 검출기는 게이팅 모드에서 작동되며, 동작원리를 그림 3-54에
나타내었다. 해당 전극의 퍼텐셜이 normally off-state에서 switched on-state로 변
화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Channel-entrance와 검출기의 channel-end 사이의 전압
은 특별하게 디자인된 전원장치(CHV-30N, PerkinElmer Optoelectronics)에 의해
네가티브 전압 Vch-ent으로 초기에 설정된다. 이때 CHV-30N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해서 전원장치(PMC250-0.25A, KIKUSI)가 사용되었다. 한편, 포토캐소드 전압
(Vcat)은 Vch-ant.와 비교해서 조금 더 낮은 네가티브 전압(Vch-ant+0…100V)을 갖도록
전원장치 PS350(Stanford Research Systems)을 사용하여 저항 R3(2.2 MW)을 통하
여 설정했다. 따라서 초기 X-선 등에 의해서 캐소드로부터 방사된 광전자들은 이러
한 조건에서는 채널 증폭기로 주사되지 못하여 증폭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초
기상태가 신틸레이션 검출기의 normally off-state에 해당한다.

그림 3-54. 게이팅 모드 동작을 보여주는 전극 전위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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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딜레이펄스제너레이터(DG 535, Stanford Research
Systems)에서 발생된 TTL 신호가 고전압 스위치에 인가되어야 한다. 이후에 고전
압 스위치로부터 만들어진 네가티브 전압 펄스(Vgat)는 연결된 커패시터 C3( 100
pF )를 통하여 포토캐소드에 인가된다. 인가된 네가티브 전압 펄스에 의해 포토캐
소드 전압은 채널-엔트란스 전압에 비해서 좀더 낮은 네가티브 전위를 갖게 되며,
이러한 전위조건이 검출기의 switched on-state에 해당한다. 이때 네가티브 펄스의
전위는 실험조건에 따라서 최적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신호검출에 매우 중요하다.
전원장치(PMC350-0.2A, KIKUSI)가 고전력 스위치의 바이어스 전압을 공급하도록
사용되었다.
자체 제작된 중성자 검출기를 사용하여 레이저 유도 중성자 신호를 검출하기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X-선과 동시에 발생하는 중성자 신호를 TOF(Time-of-Flight)
를 사용하여 중성자 신호를 선택적으로 검출하기 위해서는 게이트 섬광검출기의
turn-on 시간이 레이저유도 플라즈마로부터 발생하는 X-선 신호와 중성자 신호 사
이에서 적절히 맞추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간동기화를 위해서 레이저 시스템
의 전치 증폭기에서 누설된 레이저빔을 광다이오드로 검출하여 그림 3-55와 같이
기준신호(PD)로 사용되었다. 레이저 빔과 고체타겟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X-선은
기준신호(PD)로부터 약 8 ns 떨어진 시간에 발생을 시작하며, X-선 펄스의 피이크
는 기준신호로부터 약 36 ns의 일정한 시간지연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으로 게이트
섬광검출기에 의해서 측정되었다.

그림 3-55. 기준신호(PD), X-선 신호, 게이트 펄스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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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록킹된 펨토초 레이저 발진기로부터 단일펄스를 추출하도록 사용된 Pockels
셀의 TTL 신호는 광다이오드 신호보다 70 ms 앞선 일정 시간간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Pockels 셀의 TTL 신호를 게이트 섬광검출기의 turn-on 신호를 얻기 위한
소스 신호로 사용하였다. TTL 소스 신호는 가변 딜레이와 가변적인 펄스 간격
TTL 신호를 발생하기 위해서 딜레이 펄스 제너레이터(DG 535, Stanford Research
Systems, Inc.)의 트리거 신호(T0)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딜레이 펄스 제너레이
터로부터 발생된 출력 신호가 고전압 스위치(HTS 31-GSM)의 게이트 펄스로 사용
되고, 이 스위치의 출력이 채널 광증폭기(CPM, channel photon multiplier)의 포토
캐소드에 인가되는 네가티브 게이팅 펄스 신호로 사용되었다. 그림 3-55에 나타낸
네가티브 게이팅 펄스 신호(GPS)의 상승시간은 약 20 ns 이였다. 그림에서 초기 게
이트 펄스 신호는 x-선 신호 피크와 동시에 발생되도록 조절한 경우이며, C8D8 고
체 타깃의 레이저유도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X-선과 중성자를 이용하여 섬광검출
기의 게이팅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림 3-56. -1.4 kV로 설정된 채널 입구 전위에 대해 광전극 전위 변화에 따른
CPM에 검출되는 X-선 신호의 크기변화.
그림 3-56은 강한 X-선을 차폐하기 필요한 광전극과 CPM(C1982)의 채널입구
(channel entrance) 사이에 필요한 전위차를 나타낸다. 이때 채널-입구전압(Vch-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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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4 kV로 고정되었다. 강한 X-선 신호의 대부분이 30 V의 전압 차이에서 감소
됨을 알 수 있으며, -1.4kV의 낮은 바이어스 전압에 의해서 측정된 X-ray 신호는
70 ns의 넓은 펄스폭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CPM이 낮은 바이어스 전압에서 낮
은 다크전류를 가지는 잇점이 있지만 짧은 펄스폭을 얻기 위해서는 바이어스 전압
의 증가가 필요하다. 낮은 바이어스 전압은 강한 X-선 소스로부터 조금 더 멀리 위
치한 게이트 섬광검출기로 중성자 신호를 측정할 때 사용이 가능하다. 짧은 거리에
서 측정되는 강한 X-ray 신호는 TOF 방법으로 중성자 측정 시에 X-선 신호를 따
르는 중성자 신호를 관찰하기 위하여 납 벽돌을 사용하여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강한 초기 X-선 신호를 억제하고 중성자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게이트 펄스
신호의 전압 크기와 시간적 위치를 찾기 위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이 측정을 위
해 납 블록이 초기 X-선 방사로부터 섬광검출기를 보호하도록 사용되었다. 납 블록
의 두께는 앞쪽이 10 cm, 그 외 방향은 각각 5 cm 이다.

그림 3-57. 게이트 신호 전압의 크기를 달리하여 측정한 CPM에 검출된 X-선
신호와 중성자 신호.
그림 3-57은 게이트 펄스에 의해 영향을 받은 X-선 신호와 중성자 신호들을 보
여주고 있다. 신호(a)는 비록 전술한 두꺼운 납 벽돌이 X-선을 차폐하기위해 사용
되었지만 -2.0 kV에 고정된 채널 입구전압에서 -1.98 kV의 광음극전압(Vcat)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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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강한 X-선 신호를 억제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신호
(b)에서와 같이 -1.965 kV 보다 작은 광음극전압에서는 X-선 신호의 대부분이 제
거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광음극으로 부터 만들어진 광전자들의 대부분이 게이트
신호가 없는 초기의 off 상태에서 채널 입구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 V의 작은 게이트 펄스 전압(Vgat)이 광음극에 인가될 경우 광음극과 채널입구
사이의 전위가 역전되어 X-선 이후 일정시간 후에 발생되는 중성자 TOF 신호는
신호(b)와 같이 측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측정과정에서 게이트 신호를 광음극에 인기한 후에 검출기가 일정시간 중
성자 신호를 검출할 수 없는 무반응 상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출이 불
가능한 시간간격은 신호(c)에서와 같이 게이트 펄스전압이 클 경우 더 크게 나타났
다. 게이트 신호의 전압(Vgat)이 -20 V일 경우 무반응 시간 폭은 약 80 ns로 측정되
었다. 그러므로 게이트 펄스전압은 측정요구 신호가 검출되기 전보다 적어도 80 ns
정도 사전에 인가되어야 한다.

그림 3-58. 검출기 거리 2 m에서 게이트 섬광 검출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레이저 유도 고속 중성자 신호.
그림 3-58은 게이트 섬광검출기의 파라미터 변화 없이 TOF 신호를 되풀이하여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Vch-ent = －2.0 kV, Vcat = －
1.94 kV, Vgat = －20 V이다. 게이트 섬광검출기는 고체 타갯으로부터 약 dgsd = 2
m 거리에 고정되었다. 이 검출기의 거리 때문에 X-선 신호는 10 ns에서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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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성자 신호는 트리거 위치로부터 대략 110 ns에서 나타났다. X-선의 비행시간
을 고려하면 중성자 신호의 위치는 레이저빔-타겟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 d-d 핵
반응으로부터 만들어진 2.54 MeV 에너지를 갖는 고속 중성자의 비행시간과 합치된
다.
섬광검출기의 중성자 TOF 신호를 측정거리를 약 2.8 m로 증가하여 다시 측정하
였다. 이 경우에 중성자 신호의 대부분은 그림 3-59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약 140
ns의 위치에서 측정된다. X-선의 비행시간이 이 거리에서는 9.3 ns이기 때문에, 측
정된 중성자들의 비행시간은 2.54 MeV 고속중성자의 비행시간에 해당한다. 그러나
X-선 신호의 위치는 X-선의 강도, 검출기 거리, 과음극과 채널 입구 전압, 그리고
게이트 펄스 전압 사이의 전위차에 의존하여 10 ns에서 80 ns까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59. 검출기 거리 2.8 m에서 게이트 섬광검출기로 측정된 중성자의 TOF 신호.
마. CR-39 플라스틱 검출기
섬광검출기는 감마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성자에는
반응하나 감마선에는 둔감한 CR-39(allyl diglycol carbonate)를 사용하여 중성자의
수를 측정하였다. CR-39는 수소 성분 6.6%wt, 탄소 성분 52.6%wt, 산소 성분
40.8%wt인 화학식 C12H18O7를 갖는 플라스틱 검출기이다. 고속 중성자는 전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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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자가 CR-39 검출기를 직접적으로 이온화할 수 없다. 그러
나 중성자가 110 k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질 경우 간접적으로 중성자 충돌의 결과
로부터 반동된 양성자에 의해서 검출될 수 있다. 이처럼 반동된 양성자는 CR-39
검출기에 전달되어 이온화를 통하여 폴리머 결합들에게 손상을 준다. 에칭을 한 후
손상을 입은 결합들은 원뿔형으로 노출되고 비적 수는 입사한 중성자 수에 비례한
다.
최근에, 레이저유도 고속 중성자에 반응하는 CR-39 효율이 미국 로체스터대학에
소재한 대형레이저 시설인 OMEGA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측정에 의하면, 앞면의
고속 중성자 검출을 위한 CR-39 효율은 초기 에칭시간에 따라 증가하지만 약 6시
간 이후엔 증가비율이 다소 감소한다. 그러나 뒷면 CR-39 효율은 애칭시간과 일정
하게 관찰 되었다. 이 차이는 CR-39와 상호 작용한 중성자의 탄성 산란으로 설명
되었다. D-D 중성자를 검출하는 경우 CR-39 효율은 6 시간 에칭에 대해 앞면에서
1.1×10-4와 뒷면에서 3.3×10-4로 결정되었다.
본 연구실에서 발생한 레이저유도 고속 중성자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목적으로
CR-39의 효율을 측정하였다. 이 측정을 위해 5.18x106 n/s의 중성자 방출수를 갖는
Cf-252가 표준 중성자 소스로 사용되었다. CR-39 검출기는 검출기로 들어갈 가능
성이 있는 레이저 플라즈마의 이온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2mm의 두께를 갖는 납으
로 덮어져 있다. 납을 씌운 CR-39 검출기는 30cm 거리에서 약 20 초 동안 Cf-252
소스에 노출되었다. 그 이후에 CR-39 검출기는 70 °C의 온도를 갖고 약 6 mole·l-1
의 농도를 갖는 NaOH 용액을 이용하여 약 6 시간동안 에칭되었다. 에칭된 검출기
는 마지막으로 증류수와 알코올로 세척되었다.
그림 3-60은 Cf-252 소스의 고속 중성자들에 노출된 CR-39의 중성자 비적들을
보여준다. 13 mm2의 면적에서 측정된 평균 중성자 비적의 수로부터 계산된 CR-39
의 검출효율은 약 5x10-2 정도였다.

그림 3-60. Cf-252 중성자원에 의해서 노출된 CR-39 중성자 비적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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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1은 실험실에서 고체타겟을 이용하여 발생한 레이저 유도 고속중성자를
CR-39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로 1x1 mm2 CR-39 면적에서 검출된 중성자 비적들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측정을 위해서 사용된 CR-39 검출기는 2“x2"의 크기
를 갖고 있으며, 전자나 이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는 2 mm 두께의 납
으로 덥혀져 있다. 레이저 빔으로부터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타겟의 후면부에 레이
저 빔의 진행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고체타겟 위의 레이저 초점으로부터 15 c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었다. CR-39 검출기는 펄스 레이저 중성자 소스로부터 약 50
회 노출되었다. 이때 45 mm 타겟두께와 30 TW의 레이저 첨두출력이 사용되었다.
그림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성자 트랙들이 관찰되고 있다. 측정된 비적들은 17개의
타원형 모양(type-A), 16 개의 뚜렷한 원형 모양(type-B), 그리고 다소 희미한 원형
모양(type-C)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A형은 반동된 양성자로부터 만들어진 전형적
인 중성자 비적의 모양이다. B형은 검출기의 수직한 방향으로 반동된 양성자에 의
해 발생한 것으로 중성자 트랙들로 간주된다. 그러나 희미한 C형은 기타요인에 의
한 비적들로 CR-39의 효율계산에서 배제되었다.

그림 3-61. 레이저 유도 중성자에 의해서 방생된 CR-39 검출기의 비적모습.

3. 중수소 이온에너지 특성연구
가. 파라데이컵을 이용한 중수소이온에너지 측정
D(d,n)3He 핵반응은 5 keV 이상의 중수소(deuteron) 이온에너지에서 반응이 시작
되며, 핵반응단면적은 이온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약
50 keV에서 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1 MeV이상에서는 완전히 포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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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많은 양의 중성자 이득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약 1 MeV에 이르는 충분한
중수소 이온에너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중수소 이온에너지는 레이저와 타겟 파
라메터들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레이저 강도, 펄스에너지, ASE 와 전치펄스
(prepulse)의 강도, ASE 펄스폭, 타겟의 종류, 두께, 표면상태 등이 이온에너지의 변
화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레이저 ASE 펄스폭과 타겟의 두께를 달리하면서 중수소
이온 에너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림 3-62. 소형 보조챔버의 중앙에 위치하여 중양자의 이온신호 측정을 위해
사용된 파라데이컵의 모습.

그림 3-63. TOF를 이용한 중양자의 이온신호 측정을 위해 사용된 파라데이컵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보조챔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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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에 제작되어 사용된 파라데이컵의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3-63은
챔버 중앙부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여 파라데이컵을 포함하고 있는 보조
챔버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먼저 레이저 펄스 전단부의 ASE 펄스폭이 중수소 이온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파러데이 컵을 이용한 TOF 방법이 중수소 이온에너지를 측정하
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ASE 펄스폭이 중수소 이온에너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
게 보기위해서 1 ns 이하의 아주 짧은 ASE 펄스폭과 10 ns 정도의 상대적으로 긴
ASE 펄스폭을 갖는 레이저 펄스가 Ti:sapphire 레이저 시스템 내에 사용된 두 대
의 포켈스 셸(Pockels Cell) 사이의 On-Off 시간간격을 조절하여 준비되었다. 그림
3-64(a)와 (b)는 1 ns와 10 ns의 ASE 펄스폭을 갖고 각각 측정된 패러데이 컵의
신호를 보여준다. 이때 사용된 C8D8 고체타겟의 두께는 약 100 µm이며, 패러데이
컵은 타겟으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1 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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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측정된 패러데이컵 신호; (a) 1ns ASE 펄스폭, (b) 10 ns ASE 펄스폭
패러데이 컵 신호는 초기 짧은 펄스들과 시간 지연된 완만한 펄스로 구성되어 있
다. 초기의 펄스들은 고체타겟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에너지전자들과 고에너지전자들
이 주변의 타겟, 장비, 패러데이컵 등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감마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 지연된 완만한 펄스는 이온에 의한 신호이며, 중수소이온의 전하와 질량
의 비(charge-to-mass ratio)가 탄소이온의 그것과 같으므로 완만한 신호로부터 중
수소이온과 탄소이온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림 3-64(a)에 보인 것처럼
ASE 펄스폭이 약 1 ns로 짧은 경우에는 ASE나 전치펄스(prepulse)에 의한 플라즈
- 60 -

마 발생량이 작고 고에너지 전자 발생량이 적어서 X-선이 작게 발생하지만 주 레
이저 펄스와 상호작용하는 이온의 수가 많아 많은 수의 이온이 발생함을 볼 수 있
다. 그림 3-64(b)의 경우처럼 ASE 펄스폭이 약 10 ns로 긴 경우에는 ASE나 전치
펄스에 의한 플라즈마 발생양이 많아서 이것으로부터 발생하는 X-선의 양도 많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 레이저 펄스가 ASE나 전치펄스에 의해서 발생된 플라즈
마에 의해 반사되어 감소하므로 이온의 발생량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중수소 이온에너지는 초기 짧은 펄스로부터 이온 펄스까지의 시간 간격을 측정해
서 구할 수 있다. 1 ns의 짧은 ASE 펄스폭의 경우 시간간격은 이온신호의 전단부
까지는 370 ns, 이온신호의 중앙 피이크까지는 600 ns로 측정되었으며, 이 값들은
각각 최대 이온에너지 약 76.2 keV와 평균이온에너지 약 28.7 keV에 해당한다. 이
와는 대조적으로 ASE의 펄스폭이 10 ns로 긴 경우에는 이온신호의 전단부 까지는
590 ns, 그리고 중앙부까지는 865 ns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값들은 ASE의 펄스폭
이 짧은 경우 보다 이온에너지가 상당히 작은 30 keV의 최대이온에너지와 13.9
keV의 평균이온에너지에 각각 해당한다. 짧은 ASE 펄스폭에 대한 증가된 이온에
너지는 전단부와 후면부의 표면가속메카니즘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레이저 빔
이 타겟의 표면에 집속되었을 경우 ASE의 펄스강도는 약 3x1012 W/cm2 정도이며,
플라즈마를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해당한다. ASE의 펄스폭이 긴 경우
ASE 전치펄스에 의해 다량의 플라즈마가 발생하게 되고 발생된 플라즈마의 체적이
크다. 이는 주 레이저 펄스의 산란과 반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레이저 빔이 집
속된 작은 고체표면영역에서 분리된 이온과 전자의 밀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
며, 이온에너지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짧은 ASE 펄스의 경우 타겟
표면의 전단부와 후면부에 형성된 전하분리에 의한 강력한 전기장에 의해서 이온이
가속되어 높은 중수소 이온에너지를 갖게 된다.
패러데이 컵 신호를 측정하여 중수소 이온에너지의 타겟 두께 의존성을 분석하였
다. 그림 3-65에서 보듯이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중수소이온 에너지는 감소하였으
며, 측정된 에너지는 30 µm에서 407.6 keV, 100 µm에서 76.2 keV 정도이다. 타겟의
두께가 130 µm인 경우에는 레이저 빔이 타겟을 관통하지 못하고 이온에너지도 측
정이 어려웠다. ASE의 펄스폭이 10 ns로 긴 경우에는 짧은 경우에 비해서 이온에
너지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30 µm에서 352.7 keV, 그리고 100 µm에서 30
keV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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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중수소이온 에너지의 타겟 두께 의존성 측정결과
(a) 1 ns ASE 펄스 경우, (b) 10 ns ASE 펄스폭 경우
d(d,n)3He 핵융합반응의 반응단면적은 중양자 에너지에 강하게 의존한다. 핵융합
반응은 대략 5 keV의 중양자 에너지에서 시작하고 반응단면적은 초기에 예민하게
증가한다. 반응단면적은 50 keV 이상에서 서서히 증가 기울기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 MeV를 넘어 서면서 포화된다. 그러므로 중성자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백 keV 이상의 높은 중양자 에너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패러데이컵(FC, Faraday Cup)을 이용한 중양자 에너지 측정이 이루어 졌다. 이
실험에서 폴리스티렌 타겟의 두께는 70 μm이었고, FC는 타겟으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 위치되었다. 그림 3-66(a)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레이저 첨두출력이 10
TW일 때 FC에 도달하는 이온의 최고속도와 이온평균속도는 각각 220 ns와 430
ns 정도이다. 이것은 이온 에너지(E), 원자 질량(m), 그리고 이온 속도(v)의 관계식
E=(1/2)mv2로부터 최대 중양자 에너지 약 215 keV와 평균 중양자 에너지 약 42
keV에 해당된다. 그림 3-66(b)는 중양자의 속도분포로부터 계산된 중양자의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다. 중양자들의 대부분은 40 - 60 keV 사이에서 분포한다. 이때 50
keV에서의 d-d 핵융합의 핵융합 반응단면적은 1 MeV에서의 단면적인 0.1x10-1의
48분의 1에 해당하는 4.8x10-3 정도이다. 따라서 높은 중성자 수득률을 가지기 위해
서 중양자 에너지의 증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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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6. 레이저 첨두출력 10 TW, 타겟 두께 70 μm에서 측정된
(a) FC 신호와 (b) 중양자 에너지 계산결과
중양자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레이저 첨두출력 30 TW를 갖는 레이저 시
스템이 개발되었다. 80 μm의 두께를 갖는 고체타겟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24 TW의
레이저 출력에서 발생하는 중양자 에너지를 F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고속에너지
를 갖는 중양자와 평균속도의 중양자가 타겟으로부터 1 m 거리에 떨어진 FC에 도
달하는 시간은 그림 3-67(a)에서와 같이 118 ns와 230 ns로 측정되었다. 그림
3-67(b)는 측정된 FC 신호에 대해서 레이저 빔의 타겟에 입사하는 시점, FC의 케
이블 길이 등을 고려한 후에 계산된 중양자 에너지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온
에너지의 피이크는 약 283 keV에 위치하며, 목표인 평균이온에너지 150 keV를 초
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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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 레이저 첨두출력 24 TW, 타겟 두께 80 μm에서 측정된
(a) FC 신호와 (b) 중양자 에너지 계산결과
나. 중수소 폴리머의 핵반응특성
d(d,n)3He 핵융합반응의 반응단면적은 중양자 에너지에 강하게 의존한다. 핵융합
반응은 대략 5 keV의 중양자 에너지에서 시작하고 반응단면적은 초기에 예민하게
증가한다. 반응단면적은 50 keV 이상에서 서서히 증가 기울기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 MeV를 넘어 서면서 포화된다. 그러므로 중성자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백 keV 이상의 높은 중양자 에너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패러데이컵(FC, Faraday Cup)을 이용한 중양자 에너지 측정이 이루어 졌다.
이 실험에서 폴리스티렌 타겟의 두께는 70 μm이었고, FC는 타겟으로부터 1m 떨어
진 거리에 위치되었다. 그림 3-68(a)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레이저 첨두출력이 10
TW일 때 FC에 도달하는 이온의 최고속도와 이온평균속도는 각각 220 ns와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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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정도이다. 이들은 이온 에너지(E), 원자 질량(m), 그리고 이온 속도(v)의 관계식
E=(1/2)mv2로부터 최대 중양자 에너지 215 keV와 평균 중양자 에너지 42 keV에
해당된다. 그림 3-68(b)는 중양자의 속도분포로부터 계산된 중양자의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다. 중양자들의 대부분은 40 - 60 keV 사이에서 분포한다. 이때 50 keV에서
의 d-d 핵융합의 핵융합 반응단면적은 1 MeV에서의 단면적인 0.1x10-1의 48분의 1
에 해당하는 4.8x10-3 이다. 따라서 높은 중성자 수득률을 가지기 위해서 중양자 에
너지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림 3-68. 레이저 첨두출력 10 TW, 타겟 두께 70 μm에서 측정된
(a) FC 신호와 (b) 중양자 에너지 계산결과
중양자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레이저 첨두출력 30 TW를 갖는 레이저 시
스템이 개발되었다. 이 레이저 시스템과 10 TW에서 사용한 고체타겟과 동일한 두
께를 갖는 고체타겟을 사용하여 30 TW에서 발생하는 중양자의 에너지가 FC를 이
용하여 측정되었다. 고속에너지를 갖는 중양자와 평균속도의 중양자가 타겟으로부
터 1 m 거리에 떨어진 FC에 도달하는 시간은 그림 3-69(a)에서와 같이 152 ns와
268 ns로 측정되었다. 이들은 451.6 keV 최대 중양자에너지와 145.3 keV 평균 중양
자에너지에 해당하며, 그림 3-69(b)는 측정된 FC 신호에 대한 중양자 에너지의 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d-d 핵융합 반응의 단면적은 150 keV의 중양자 에너지에서
2.5x10-2 이므로, 30 TW에서의 핵융합 단멱적은 10 TW 레이저 첨두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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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9. 레이저 첨두출력 30 TW, 타겟 두께 70 μm에서 측정된
(a) FC 신호와 (b) 중양자 에너지 계산결과
그림 3-70은 타겟의 두께변화에 따른 FC 신호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150 μ
m로 증가된 두께를 사용할 경우 그림 3-70(a)에서와 같이 고속의 이온들은 175 ns
의 시간을 갖고 FC에 도달하며, 이는 340.6 keV의 최대 중양자에너지에 해당한다.
평균 중양자이온들은 335 ns를 갖고 FC에 도달하며, 이는 평균 중양자 에너지 93.0
keV에 근접한다. 비록 중양자 에너지가 같은 레이저 출력에서 70 μm 두께로 측정
된 것과 비교되어 감소되었지만, 이 중양자 에너지는 10 TW의 레이저 출력에서 70
μm 두께로 측정것과 비교하면 훨씬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0(b)는 150 μ
m의 타겟 두께와 30 TW의 첨두출력으로 측정한 중양자 에너지들의 분포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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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0. 레이저 첨두출력 30 TW, 타겟 두께 150 μm에서 측정된
(a) FC 신호와 (b) 중양자 에너지 계산결과
다. 중성자 방향성을 위한 중수소이온 가속 메카니즘 연구
레이저-유도 중성자원은 레이저 핵융합로의 내부벽 재료나 광학부품의 시험, 고
속중성자 방사선술, 핵폐기물처리, 중성자 방사분석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레이저
중성자원을 이러한 용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유도 중성자의 발생 메카니즘
특성이나 중성자의 공간분포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레이저-유도 중성자는 D-D 핵반응, D-D 열핵융합, D 원자의 전기붕괴, D 혹은
C 원자의 광분해, (p, n) 핵반응, 그리고 빔-타겟 반응 ( D + C → n + N or D +
D → n + p + D ) 등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다. 영국의 RAL(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과 프랑스의 CEA(Commissariat à l’Energie Atomique)에서 수행한 초
기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중성자 스펙트럼은 대부분 중성자 에너지가 2.5 MeV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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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빔-타겟 반응과 일치하는 중성자 발생을
나타내며, 이때 중성자는 레이저축 방향에서 피크를 나타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Pretzler 등은 200 mJ, 160 fs의 레이저를 중수소화 폴리에틸렌 타겟에 조
사하였을 경우 레이저 초점위치에서 플라즈마 채널의 발생을 보고하였으며, 채널의
폭발에 의해서 레이저 축의 직각방향으로 수백 keV의 중수소화 이온이 발생하며,
주변의 중수소와 D-D 핵반응에 의해서 중성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한, 클러스터 타겟의 경우 D2 혹은 CD4 클러스터 타겟일 경우 약간의 비등방성 핵
융합 중성자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약간의 비등방성은 낮은 충돌
에너지에서 D-D 핵반응의 다른 단면적과 기체 제트 타겟의 기하학적 구조로 설명
하였다.
최근에는 충격파에 의한 이온가속에 관한 보고가 있어, 본 연구팀에서도 극초단
레이저와 C8D8 고체타겟의 상호작용에서 ASE에 의해서 구동된 충격파 진행에 관
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실험적으로 45 μm 두께의 고체타겟에서 900 mJ의 펄스 에
너지를 조사하였을 경우 4.5 x 106 n/shot 의 수율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
서 파라데이컵을 사용하여 전자와 중수소 이온 신호를 타겟의 전후 방향에서 분석
하여 발생되는 중성자의 공간분포를 분석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먼저, 입사레이저는 역 Bremsstrahlung 혹은 공진흡수(resonance absorption) 과
정에 의해서 타겟에 흡수된다. 높은에너지 전자들은 타겟에 레이저가 수직 입사할
경우 효과적으로 발생되며 타겟에 비수직 방향으로 입사시에는 공진흡수에 의해서
잘 발생한다. 그러한 높은 에너지 전자들은 뒤를 따르는 이온과 타겟의 후면에서
정전기장을 형성하며 이것에 의해서 타겟의 후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온을 가속하
게 된다.
극초단 레이저의 고강도 전기장은 타겟 외각전자의 내부원자구속력보다 훨씬 크
다. E라서 고강도 전기장은 타겟 물질을 빠르게 이온화 시키며, 이온화된 전자들은
레이저의 횡전기장 방향으로 반응하여 지그재그 운동을 하게 된다. 가우시안 입사
레이저빔은 초점에서 5 μm 정도의 유한한 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 운동을
하는 초점에서 멀어진 일부 전자들은 약한 복원력에 의하여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원인으로 ponderomotive 전위의 급기울기 방향으로 전자는 가속하게 된다. 만약에
전자의 주기운동 속도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전자들은 레이저 진행방향으
로 가속된다. 그러나 가우시안 초점 레이저빔 형태의 특성 때문에 전자들은 일정한
각도를 갖고 가속된다. 이러한 현상은 ponderomotive 전자가속으로 불리며, 전자의
온도 분포는 Tpond에 의해서 기술된다.
2

Tpond = 0.511 x {[1+I⋅λ /(1.37x10

18

2

W/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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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 MeV,

여기서, I [W/cm2] 는 조사강도이며, λ [μm]는 레이저 파장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레이저 의한 직접적인 ponderomotive 이온가속
은 이온의 매우 큰 정지질량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중 혹은 저 플라즈마
밀도에서 ponderomotive 전자가속에 의한 전자의 이온가속은 레이저 진행방향으로
공간전하의 분리에 의한 전자기장에 의해서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ponderomotive
전자가 타겟 후면의 수직방향가속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 볼 때 레이저 플라즈마로부터 발생하는 중성자의
특성과 공간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체타겟의 전후면에서 가속되는 고에너지
전자와 중수소이온의 분포를 측정하여 가속 메카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71. 80 μm 두께의 C8D8 타겟의 전면에서 측정된 파라데이컵 신호
(time scale : 0 - 80 μs )
그림 3-71은 파라데이컵을 레이저가 입사하는 타겟의 전면 1 m에 위치시켜 측정
한 80 μm 두께의 C8D8 타겟에 대한 파라데이컵의 신호이다. 오실로스코우프의 시
간축을 조절하여 비교적 넓은 시간간격인 0 - 80 μs 까지 측정한 이온신호의 모습
이다. 신호는 초기의 0-800 ns 사이의 미세한 신호와 2-8 μs 사이의 양의 신호, 그
리고 8-80 μs 사이의 음의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의 0-800 ns 사이의 미세한
신호가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 감마선, 중수소 이온의 신호에 해당하며, 2-8 μs
사이의 양의 신호는 레이저 플라즈마 배경으로부터 확산되어 전파된 이온신호이며,
그 뒤의 음의 신호는 양의 이온 신호를 따르는 플라즈마 전자로 분석된다.
그림 3-72는 동일한 신호에 대해서 시간간격을 0 - 8 μs 사이로 하여 양의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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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확대한 그림이다. 플라즈마 신호는 초기에 진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플라즈
마 이온을 구성하는 질량이 차이가 나는 탄소와 중수소, 그리고 주어진 레이저 강
도에서 서로 다른 입자의 이온전하의 영향을 차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3-72. 80 μm 두께의 C8D8 타겟의 전면에서 측정된 파라데이컵 신호
(time scale : 0 - 8 μs )
그림 3-73은 동일한 이온 신호에 대하여 측정시간 간격을 0 - 800 ns 해서 초기
고에너지를 갖는 입자의 신호를 나타낸 결과이다. 초기 0-180 ns 사이에 양의 신호
가 관측되었으며, 그 이후에 많은 양의 이온들이 뒤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이 분야 연구에서 최초로 파라데이컵을 사용하여 처음 발견
하고 측정한 것으로, 타겟의 전면에서 이온가속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실
험적 결과이다. 타겟 전면의 경우 초기 180 ns 이내에서 양의 전하를 갖는 입자가
관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그림 3-74에서 보여진 타겟 후면에서 측정된 이온
신호와 차별을 보이고 있다. 후면에서는 초기에 고에너지를 갖는 전자에 의해서 음
의 신호를 갖고 있다. 타겟 후면에서의 중수소 이온가속은 알려진 봐와 같이 초기
고에너지 전자가 ponderomotive 전위에 의해서 고체타겟을 통하여 가속되고 전자에
의해서 뒤따르는 양이온과 타겟의 뒤쪽 표면에서 강한 정전기장을 형성하면서 이온
을 가속시키는 메카니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초기에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관측되고 뒤이어 양이온이 측정되는 것이다. 타겟 전면의 경우 고에너
- 70 -

지 전자의 양은 상당히 작은 것으로 판단되며, 강한 양이온이 초기부터 관측되는
것으로 보아 전면에서의 이온가속은 충격파에 의한 가속으로 볼 수 있다. 즉, 초기
에 레이저 빔의 타겟 흡수에 의해서 coulomb 폭발이 일어나 양이온이 관측되고 뒤
이어 충격파의 발생과 고밀도 타겟에서 충격파의 반사로 인해 양의 중수소이온이
타겟의 전면으로 기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3. 80 μm 두께의 C8D8 타겟의 전면에서 측정된 파라데이컵 신호
(time scale : 0 - 800 ns )

그림 3-74. 80 μm 두께를 갖는 C8D8 고체타겟 후면에서 측정된 이온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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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와 3-76은 고체타겟의 후면에서 두께를 달리했을 때의 이온신호의 변화
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3-75와 같이 50 μm 두께를 갖는 C8D8 고체타겟을 사용
하였을 경우 전자의 신호가 미약함에도 강한 이온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대조
적으로 그림 3-76과 같이 130 μm 두께를 갖는 C8D8 고체타겟을 사용하였을 경우
초기 전자는 강하게 발생하지만 이온신호는 매우 작고 느림을 알 수 있다. 이는 주
어진 레이저 출력에서 중수소 이온이 타겟 내부를 진행 중에 후면부에 위치한 냉원
자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이 감소하는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5. 50 μm 두께를 갖는 C8D8 고체타겟 후면에서 측정된 이온신호 모습

그림 3-76. 130 μm 두께를 갖는 C8D8 고체타겟 후면에서 측정된 이온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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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수소 이온에너지 향상 및 타겟 조건 개선
파라데이컵을 이용한 중수소 이온에너지의 측정과 분석에 근거하여 중수소이온에
너지의 증가를 위한 타겟의 조건개선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타겟의 두께가 얇
으면 일반적으로 레이저 조사 시에 높은 이온에너지를 갖는 중수소 이온이 발생하
지만 얇은 타겟은 발생하는 중수소이온수에 한계가 있고, 중성자 발생이 빔-타겟
모델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주변의 냉원자 부족에 의해서 중성자 발생수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두께를 갖는 고체타겟이 필요하고, 동시에 중수소 이온의 에너
지를 높이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초기에 발생하는 전자의 수를 증대시켜 이온의 가속을 증대시킬 목
적으로 고체타겟의 표면에 금속인 알루미늄(Al) 박막을 코팅한 타겟을 고안하였다.
그림 3-77은 80 μm 두께를 갖는 C8D8 고체타겟의 전면에 0.3 μm 두께를 갖는 Al
박막을 코팅하였을 경우 측정한 중수소 이온의 신호를 나타낸 결과이다. 초기의
0-800 ns 사이의 미세한 신호는 Al 박막이 없는 경우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
으며, 2-8 μs 사이의 양의 신호는 다소작고, 그리고 8-80 μs 사이의 음의 신호도
크기는 다소 작으나 피이크의 위치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7. 80 μm C8D8 + 0.3 μm Al를 갖는 고체타겟 전면에서 측정된 이온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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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은 2-8 μs 사이의 양의 신호를 확대 관찰하기 위해 나타낸 결과이다. 그
림 3-72에 나타낸 Al이 없는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느리고 플라즈마 이온의 수도 감
소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Al에 의해서 레이저 에너지가 상당부분 감소하여
중수소 플라즈마의 이온에너지를 감소하는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8. 80 μm C8D8 + 0.3 μm Al를 갖는 고체타겟 전면에서 측정된 이온신호
그러나 실제 레이저 중성자 발생에 기여하는 초기 0-800 ns 시간간격에서 측정되
는 고에너지 이온 신호는 그림 79에 나타낸 것처럼 이온신호가 Al이 없는 경우에
측정된 그림 3-73의 중수소이온신호의 피이크 281 ns에 비하여 에너지가 상당히 증
가하여 260 ns 로 측정되어 Al이 없는 경우보다 많이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다. 따
라서 고안된 타겟장치는 최적화 과정을 거쳐 중성자 양의 개선을 위하여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9에서 Al을 타겟의 전면에 코팅한 경우 레이저와 Al의 상호작용에 의해
서 초기에 많은 양의 감마선이 발생하고 발생된 감마선은 파라데이컵에 많은 잡음
을 생성함을 알 수 있다. 잡음이 강한 이 경우에도 그림 3-80에 나타낸 것처럼 오
실로스코우프의 밴드폭을 1 GHz에서 250 MHz로 줄여 잡음을 평균하여 소거하면
고체타겟의 전면에서는 초기에 많은 양의 중수소이온이 측정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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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9. 80 μm C8D8 + 0.3 μm Al를 갖는 고체타겟 전면에서 측정된 이온신호
( CRO : 1 GHz )

그림 3-80. 80 μm C8D8 + 0.3 μm Al를 갖는 고체타겟 전면에서 측정된 이온신호
( CRO : 250 M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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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과 3-82는 80 μm C8D8 + 0.3 μm Al를 갖는 고체타겟을 사용한 경우
후면과 전면에서 측정된 이온신호를 비교한 결과이다. Al 코팅으로부터 많은 양의
전자가 초기에 발생하면서 후면에서의 이온가속의 경우 이러한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에 의해서 Al이 없는 경우에 측정된 그림 74에 나타낸 중수소이온의 피이크
280 ns에 비하여 256 ns로 상당히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82에 나타
낸 전면에서의 이온의 피이크 위치 285 ns에 비하여 후면 가속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1. 80 μm C8D8 + 0.3 μm Al를 갖는 고체타겟 후면에서 측정된 이온신호

그림 3-82. 80 μm C8D8 + 0.3 μm Al를 갖는 고체타겟 전면에서 측정된 이온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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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이저-유도 고속중성자 발생 및 특성 분석
가. 서론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연구들이 레이저 고체 상호작용으로부터 더 높은 중성자
수득률을 얻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성자 수득률은 중수소 이온 수와 에너지에
근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높은 중성자 수득률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이상적인
중수소 이온 에너지는 대략 1 MeV 정도이다. 중수소 이온 에너지는 메인 레이저
강도와 펄스 에너지, ASE 강도와 펄스 폭, 타깃 재료와 두께 등과 같은 레이저와
타겟 파라미터에 주로 의존한다. 그리고 중수소 이온의 수는 레이저 점 크기, 타겟
밀도, 그리고 타겟 두께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지금까지 레이저 고체 상호작용으로부터 중성자 생성은 피코초 또는 table-top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여 연구되어 왔다. 몇몇의 연구 그룹들은 강력한 피코초 레
이저를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중성자 수득률을 보고하고 있다. Norreys 등은
평면의 중수소화 C8D8 타겟과 집속된 1×1019 W/cm2 강도, 20 J의 레이저 펄스 에너
지, 1.3 ps(FWHM)의 레이저 펄스 폭, 그리고 4×10-6의 대조비율의 피코초 레이저
를 사용해 7×107 nSr-1의 중성자속을 보고했다. 이때 높은 중성자속은 CR-39 트랙
검출기로 측정되었으며, hole boring과 beam-target-type 상호작용으로 해석하였다.
중양자 에너지는 120 μm의 타겟 두께로 인해 약 70 keV 정도이다.
Habara 등은 10-3의 낮은 대조비율을 갖는 피코초 레이저를 사용하여 중수소화
폴리에틸렌(CD) 타겟으로 부터 1×104 n의 중성자 수득률을 보고했다. 중양자 에너
지는 5 μm의 두께의 타겟 때문에 비교적 높은 120 keV로 추정되었다. 이때 레이저
빔의 사각입사에 의한 이온 가속은 목표물 표면에서 고온 전자들의 전하 변위로부
터 발생된 정전기장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5 μm 두께의 CD2 타겟과 유사한 레이저
시스템 사용하여 Youssef 등은 9×105 n을 얻었다. 그 후에 대조비율 10-7의 향상된
피코초 레이저 시스템을 사용한 그룹이 타겟 방향에서 2.8×106 nSr-1의 중성자 수득
률과 40 keV의 중양자 에너지를 보고하였다.
Disdier 등은 중수소화 폴리에틸렌(CD2) 타겟으로부터 7.5×106 n의 매우 높은 중
성자 방출을 얻었다. 타겟 방향보다 레이저빔 방향에서 더 높은 중성자 방출을 보
여줬으며, 중성자 방출은 BF3 검출기로 측정되었다. 이때에 극단적으로 높은 10-12의
대조비율, 529 nm에서 7 J의 레이저 펄스 에너지, 3.5×1019 W/cm2으로 집속된 강도
와 0.3 ps 레이저 펄스폭을 지니고 있는 피코초 레이저가 사용되었다.
12-J 펄스 에너지와 1.5-ps 펄스 지속시간의 피코초 글라스 레이저를 사용한
Belyaev 등은 레이저 피코초 플라즈마에서 중성자 수득률이 전치펄스에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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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보고하였다.
10 TW 또는 그보다 적은 펄스출력의 table-top 펨토초 레이저를 사용하여 중성
자 수득률이 펄스 당 104개로 제한된 보고가 있어왔다. 그러나 108n의 중성자 발생
이 고체 타겟과 펨토초 레이저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나. 10 TW급 레이저에 의한 고속중성자 발생
그림 3-83과 같이 플라스틱 섬광검출기(scintillation detector)를 사용하여 중성자
TOF 신호를 측정하였다. 섬광검출기는 5 cm 두께의 납으로 차폐되었지만 강한 X선 신호가 초기 TOF 신호에 검출되었으며, 추가로 주기적인 신호가 측정되었다. 검
출기의 케이블 선을 달리하여 측정한 결과 일례로 111 ns의 주기적인 신호들은 초
기 X-선이 10 m 길이의 케이블 내에서 왕복하면서 생겨난 반사파로 판명되었다.

그림 3-83. 플라스틱 섬광검출기로 측정한 중성자 TOF 신호
그러므로 강한 X-선 신호와 그의 반사파를 피하여 중성자 신호를 측정하기 위
하여 검출기의 위치를 타겟으로부터 3.4 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여 중성자 신호가
첫 번째 반사파와 두 번째 반사파 사이에 검출되도록 하였다. 170 ns 지점에서 측
정된 피이크가 2.45 MeV의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 신호에 해당한다.
섬광검출기는 강한 X-선 신호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과
X-선, 전자 등에 민감하지 않은 CR-39 검출기를 이용하여 중성자 수를 계측하였
다. CR-39를 이용한 중성자 비적 검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CR-39 검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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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타겟으로부터 발생되는 고속중성자 펄스에 약 100회 정도 노출시킨 후에 90℃
의 온도와 7N의 농도를 갖는 NaOH 용액에 2시간 현상시킨다. 이때 고속중성자는
CR-39내의 양성자와 탄성(n,p)산란을 일으키며, 산란된 양성자에 의해서 CR-39 내
부에 손상이 일어난다. 손상된 부분이 현상 시에 에칭과정에 의해서 비적을 남기게
된다.
그림 3-84는 타겟으로부터 8 c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CR-39 검출기로부터 검
출된 중성자 비적의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4개의 샘플링 사진은 각각 약 1
mm2의 CR-39에 남겨진 중성자 비적에 해당하며, 중성자 계수를 위하여 2“x2" 크
기를 갖는 CR-39로부터 15 지점에서 평균 비적수를 계산하였다. 평균비적수에 구
면적을 곱하고 노출회수로 나눈 후에 CR-39의 검출효율을 감안하면 고체타겟으로
부터 생성된 고속중성자의 수를 유추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CR-39의 중성자
검출 효율은 D-D 중성자의 경우 10-2 보다는 훨씬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84. CR-39에 의해서 측정된 중성자 트랙 모습
1 ns 와 10 ns의 ASE 펄스폭을 갖는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ASE의 펄스폭이 중
성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1 ns의 짧은 ASE 펄스폭을 갖는 레이저
빔을 사용할 경우에 80 µm의 두께를 갖는 C8D8 고체타겟으로 부터 레이저 펄스 당
3,533개의 중성자 비적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3.5x105개/펄스 이상의 중성자 발생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10 ns의 ASE 펄스폭을 갖는 레이저빔을 사용한 경우에
위와 동일한 고체타겟에 대해서 441/펄스의 중성자 비적이 검출되었으므로 훨씬 작
은 수의 중성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성자 수 계산에서 공간적으로
균일한 중성자발생분포를 가정하였으므로 비교적 정확한 실제로 발생된 중성자수의
계산을 위해서는 발생된 중성자의 공간분포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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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0 TW급 레이저에 의한 고속중성자 발생
1) 챔버 내의 실험장치

그림 3-85. 레이저 고속중성자 발생과 계측을 위한 챔버내의 실험장치 개념도.

그림 3-86. 레이저 고속중성자 발생과 계측을 위한 챔버내의 실험장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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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발된 30-TW 펨토초 레이저 시스템이 레이저 중성자 생성 실험을 위해
서 사용되었다. 레이저 시스템은 발진기, 펄스 stretcher, picker, 전치 증폭기, 2개의
전력 증폭기 그리고 펄스 압축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 10-TW 레이저 시스템과
비교하여 출력증폭기가 개선되었다. 30-TW 다중통과 출력 증폭기 시스템에서
background pedestal은 짧은 프리펄스와 증폭자발방사(ASE)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
력레벨은 레이저-타겟 상호 작용의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메인 레이저
펄스 이전의 짧은 프리펄스는 picker의 누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주 레이저 펄스
이전 약 10-13 ns 정도에서 발생했다.
ASE는 주요 background pedestal 중의 하나이고 대략 15ns 정도의 펄스폭을 갖
고 주 레이저 펄스의 앞뒤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공간필터기술이 사용되지
않는 한 그것의 출력 레벨은 주 펄스의 10-8-10-6 정도이다. ASE와 프리펄스의 출
력 레벨은 레이저-타겟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다. 따라서 전치
펄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ASE의 펄스 폭을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Pockels 셀을 전치 증폭기와 1번째 전력 증폭기 사
이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치펄스는 제거되었고, 이전의 넓은
ASE 펄스폭은 1 ns 이하로 줄여졌다. 또한, 주 펄스 대비 pedestal의 출력비는 10-7
보다 작게 감소되었다. 30-TW 레이저 시스템은 900 mJ의 펄스 에너지와 27 fs의
펄스폭을 가지고 있다. 50%의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레이저빔의 집
속빔의 크기는 대략 5 μm로 측정되었다. 그러므로 집속된 레이저빔의 강도는 대략
8.5×1019 W/cm2 정도이다.
타겟 챔버는 그림 3-85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주 타겟 챔버와 작은 보조 챔버로
이루어져 있다. 레이저빔은 3" 금막 평면거울(m)과 타겟 챔버 안쪽의 f/2.3를 갖는
45° off-axis 파라볼릭 초점거울(PM)을 통하여 고체 타깃에 전송된다. 고체 타겟은
메인 챕버 중간에 위치해 있고 위치와 각도는 삼차원(3-D) 스테이지와 회전 스테이
지를 사용함으로써 조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3-86은 레이저 고속중성자 발생과
계측을 위한 챔버 내의 실험장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5에서 150 μm까지의 두께를 가진 고체 타겟은 크실렌에 중수소화 폴리스티렌
파우더(C8D8, Polymer Source, P4354-dPS)를 용해하여 그림 3-87과 같이 만들었다.
2개의 모니터링 망원경은 집속된 레이저빔을 타겟위에 시각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하
여 사용하였다. 중양자 에너지는 작은 보조 챔버에 위치된 패러데이컵(FC)에 의해
서 측정되었다. 중성자 수득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CR-39 검출기는 타겟 후미의 표
면으로부터 15 cm 떨어진 거리에서 레이저 전파방향에 수직하게 위치시켰다. 중성
자의 공간적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2개의 CR-39 검출기는 34도 간격으로 타겟
앞 15cm 거리에 위치시켰다. 그리고 추가적인 2개의 CR-39 검출기는 그림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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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타겟 방향에서 40도 간격으로 같은 거리에 위치시켰다.

그림 3-87. 150 µm 두께를 갖는 C8D8 고체타겟의 30 TW 레이저 조사후의 모습.
2) CR-39을 이용한 중성자 발생량의 측정

그림 3-88. 30 TW 레이저 출력과 45 µm C8D8 타겟 두께에서 측정된
CR-39 중성자 비적 모습.
그림 3-88은 2"x2 "의 치수를 갖는 CR-39에서 임의로 선택된 1 mm x 1 mm의
크기를 갖는 면적에서 기록된 중성자 비적의 모습을 약 100배로 확대한 사진이다.
이때 사용된 레이저 펄스의 수는 약 50회 정도이며, 다수의 중성자 비적이 검출되
었다. 그림 3-89 2"x2 "의 치수를 갖는 CR-39에 기록된 중성자 비적의 분포를 나
타낸다. 50회의 레이저 샷이 사용되었으며, 1x1 mm2 영역 내의 중성자 비적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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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를 얻기 위해서 13곳의 지정된 장소가 샘플되었다. 기록된 중성자 비적들은
CR-39 내에서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R-39의 중성자 검출효율이
2 mm 두께의 납으로 둘러 쌓인 CR-39를 사용할 경우 5x10-2로 측정되었으므로,
측정된 그림 3-89의 중성자 비적분포는 4.4x106 neutrons/shot의 중성자 발생에 해
당한다.

그림 3-89. 30 TW 레이저 출력과 45 µm C8D8 타겟 두께에서 측정된 CR-39에
기록된 중성자 비적의 공간분포.
위의 중성자 발생량 계산에서 중성자 발생분포가 공간적으로 균일하다고 가정되
었다.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몇 개의 CR-39 검출기들이 타겟을 중심으로
15 cm 떨어진 거리에서 중성자들의 공간적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3-85에서
와 같이 사용되었다. CR1과 CR2가 타겟 수직방향에서 각각 17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으며, CR3과 CR4는 타겟 방향에서 각각 2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 그림 3-90
에서와 같이 비록 조금 더 높은 중성자 수득률이 CR4에서 관찰되었지만 중성자 분
포는 상당히 균일함을 알 수 있다. 본 측정을 위해 사용된 타겟 두께는 70 mm이었
고 레이저 최고출력은 30 TW에서 전송광학계가 파손되는 문제가 있어 25 TW로
낮게 설정되었다. 이와 유사한 균인한 중성자 분포가 타겟의 두께가 150 mm인 경
우에도 얻어졌다. 반면에 45 mm의 조금 얇은 타겟 두께에서 중성자 분포는 CR4의
위치에서 감소되었지만 본 연구의 범위에서 발생된 중성자 분포는 균일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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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0. 25 TW 레이저 출력과 70 µm C8D8 타겟 두께에서 측정된 CR-39를
이용한 중성자 비적의 공간분포 측정결과
측정된 중성자 수득률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CR-39 검출기와 게이트 섬광검출
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중성자수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을 위하여 50 μm의 타겟
두께와 25 TW의 비교적 낮은 레이저 첨두 출력을 가지고 수행했기 때문에,
2.5x105 n/shot의 다소 낮은 중성자 발생량이 CR-39 검출기로 측정되었고, 게이트
섬광검출기로는 4.6x105 n/shot의 중성자 발생수가 측정되었다. CR-39의 중성자 계
측이 섬광검출기로 측정된 결과의 대략 절반 정도이다. 두개의 검출기 사이의 불일
치는 앞으로 세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91은 중성자 방향성 연구 및
발생량 정량화를 위해서 사용된 CR-39의 위를 보여주고 있다.

CR-39(
1)
CR-39(
5)

CR-39(
2)
CR-39( CR-39(
4)
3)

그림 3-91. 중성자 공간분포 측정을 위해 설치된 CR-39 플라스틱 검출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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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론 시뮬레이션 연구
1. 레이저 유도 중성자 이론연구
중수소(D)를 포함한 표적에 I=1018 W/cm2 이상의 세기를 갖는 펨토초 레이저가
투사되면, 고강도 레이저는 중수소를 순간적으로 이온화 시켜 플라즈마 상태로 만
들고 이 플라즈마와 상대론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플라즈마내의 중수소 이온은
여러 메카니즘에 의해 고에너지로 가속되고 가속된 중수소 이온이 표적 내의 거의
정적인 중수소 원자 또는 이온과 D + D -> 3He + n (2.45 MeV) 핵반응을 일으키
게 되어 고에너지 중성자가 생성된다. D-D 핵융합 반응의 반응 단면적은 중수소
이온의 에너지와 관계되며, 따라서 레이저 플라즈마 상호작용에 의한 이온 가속 메
카니즘의 규명은 레이저 유도 중성자 발생연구의 핵심 요소이다.
고체의 경우 고강도 레이저 펄스에 전자가 먼저 가속되어 표적 앞단에서 뒤로 밀
려 나면서 정적인 중수소 이온과의 전하 분리에 의해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표적
앞단의 이온이 가속된다. 레이저 펄스에 의해 가속된 전자는 표적 뒷단으로 전송되
고 표적 뒷단의 고에너지 전자는 드바이 덮개 장을 형성하게 되고 이 덮개장이 이
온들을 가속시킨다. 104개 이상의 중수소 원자로 구성된 클러스터 표적의 경우, 고
강도레이저에 의해 중수소 원자들이 이온화되고, 구속에서 풀려난 전자들이 클러스
터의 외각 표면으로 빠져 나가면서 내부에 모여 있던 중수소 이온들이 강한 쿨롱
반발력에 의해 가속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 표적에서의 중수소 이온의 메커니즘을 일차원
particle-in-cell (PIC)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규명하였다. 특히 펨토초 고강도 레이저
의 증폭 자발 방출 (amplified spontaneous emmision, ASE)에 의한 중수소 이온 가
속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펨토초 영역의 주 레이저 펄스와 나노초 영역의 ASE 사
전 펄스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PIC 코드는 없으므로, 나노초 펄스 두께의 ASE
사전 펄스에 의해 표적에 사전 플라즈마가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사전 플라
즈마에 대해 PIC 계산을 수행하였다. 고려한 사전 플라즈마는 밀도가
    형태를 갖고, 여기서 사전 플라즈마의 최대 밀도는 임계
 
밀도       단위로    로 놓았고, 플라즈마 팽창 길이는 레이저 파장
단위로    로 두었다. 이 사전 플라즈마 다음에 나오는 고밀도 표적 플라즈마
조각의 밀도는  로 했으며, 두께는  에서  로 변화 시키면서 가속된 중수소
이온의 속도를 계산하였다. 레이저 장의 진폭 a는 20T (T : 레이저 주기)의 펄스
폭의 sin 형태를 가정하였으며, 최대 진폭      는 레이저의 세기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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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부터, 800 nm, 27 fs, 260 mJ, 10 집속
반경을 갖는 레이저에 대해    의 값을 갖는다.
그림 3-92는 표적의 두께의 변화와 사전 펄스 조건에 따른 중수소 이온 가속에
대한 위상 공간 (x,   ) 도면과 이온 에너지 스펙트럼을 보여 준다. 그림
3-92에서 보듯이 사전 펄스가 존재할 때 이온가속이 효과적이며, 같은 사전 펄스
조건에서는 표적의 두께가 얇을 때 이온가속이 커짐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뜨거워
진 전자가 표적 뒷단에서 형성되는 덮개장에 의해 앞단으로 되반사 되면서 표적 뒷
단에 전자가 축적되어 덮개장을 더 강하게 만드는 되순환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표적의 두께가 레이저 펄스의 반치폭이 지나가는 거리 보다 짧을 경우 되순환 효과
가 두드러지나, 표적 두께가 이 보다 길 경우 되순환 효과는 미미해 진다.
   ×  ×   ·   · 




그림 3-92 . 중수소 이온의 t=110, 120, 130, 140, 160T에서의 위상 공간 도면 (a)
사전 플라즈마가 없고 표적 두께가    일 때, (b) 사전 플라즈마를 가지며   
일 때, (c) 사전 플라즈마를 가지며    일 때를 나타낸다. (d) t=200T에서의 (a),
(b), (c)의 경우에 대한 중수소 이온의 에너지 스펙트럼.
사전 플라즈마 모양을 변화시킬 경우의 표적 두께에 대한 이온의 속도는 그림
3-93에 나타나 있다. 플라즈마의 팽창 길이    로 증가 시키면,    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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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다 이온 가속이 덜 효과적임을 볼 수 있다. 레이저의 ASE 사전 펄스 폭이 길
어지면 사전 플라즈마의 팽창 길이가 길어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온 가속 효
과도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팀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좀 더 실험 결과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ASE 사전 펄스에 의한 사전
플라즈마의 형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또한 가속이온의 각 분포를 보기 위해서는 2차원 이상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림 3-93. 표적 두께에 따른 t=200T 에서의 가속된 중수소 이온의 속도 변화

2. 레이저-타겟 시뮬레이션 연구
가. 레이저 플라즈마 변수에 따른 중수소 이온에너지 시뮬레이션
I=1018 W/cm2 이상의 세기를 갖는 펨토초 레이저에는 필연적으로 ASE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자발 증폭 방출)가 발생되며 나노초 폭의 ASE
가 주 펨토초 레이저 펄스가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고체 표적을 변형시켜 주
펄스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이온가속에 영향을 주게된다. ASE 펄스가 이온 가속에
주는 영향은, ASE 펄스가 표적 앞단에 레이저가 고밀도 플라즈마를 전파할 수 있
는 임계 밀도 근처의 전치 플라즈마를 형성하여 주 레이저 펄스가 전치 펄스내의
전자를 가속시키고 이렇게 에너지를 얻은 다수의 전자가 표적 뒷단으로 전달 되면
서 표적 뒷단에서 강한 정전기장을 형성하여 이온의 가속을 증대 시키는 긍정적인
효과와, ASE 펄스가 표적 뒷단까지 팽창시켜 전자와 이온의 분리에 의한 표적 뒷
단에 형성되는 정전기장의 세기를 감소 시켜 이온 가속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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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두가지가 있다. 따라서 가속된 중수소 이온의 충돌에 의한 쿨롱 폭발에 의해 중
성자가 생성되는 상황에서 ASE 펄스에 의한 고체 표적의 변형되는 정도에 따라 가
속되는 중수소 이온의 정도가 많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필수
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유체 코드 (radiation
hydrodynamics code)의 하나인 MULTI를 이용 ASE펄스에 의한 DPS(deuterated
polystyrene, CD) 고체 표적의 변형 정도를 ASE 펄스의 세기 및 표적 두께에 대해
계산 하였다. 표적에 가해지는 ASE 펄스 형태는 1.0 ns 시간 동안에 펄스 세기가 0
에서 어떤 최고 값 까지 선형으로 증가하다가 1.0 ns 이후에는 그 최고 값에서 일
정하게 1.5 ns 동안 유지되는 총 펄스 길이가 2.5 ns 되는 형태이다. 그림 3-94는
CD 표적의 두께 및 ASE 펄스의 세기의 최고값을 변화시켜 가며 계산한 변형된 표
적의 ASE 펄스 끝단 (t = 2.5 ns) 에서의 밀도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94-(a)에서
보듯이, 표적 두께가 로 아주 얇을 경우 ASE 펄스에 의해 유도된 shock이
CD 표적 내에서 전파, 반사를 반복하면서 가속되어 초기에    에서 시작한 표
적이 레이저 진행 방향으로 수십  이상 밀려남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잘 알려
진 Al 금속의 경우와는 달리 표적 뒷단이 크게 팽창되지 않고 가파른 밀도 분포를
유지하였다. 표적의 두께가 증가 하면서 shock에 의해 밀려나는 정도는 덜해지고
두께가 20 일때는 shock이 ASE 펄스 끝단이 도달하여도 shock이 표적내에 머
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94. (a) ASE 펄스 레이저의 최고 세기가  ×   일 때, CD 표적의
두께에 따른 ASE 펄스 끝단에서의 변형된 표적의 밀도 분포. (b) CD 표적의 두께
가   일 때 ASE 펄스의 세기에 따른 변형된 표적의 밀도 (실선) 및 온도 (점
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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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로 고정하고 ASE 펄스의 세기의 최고 값을 변화 시킬때의 변형된
표적의 밀도 분포는 그림 3-94-(b)에 나타나 있다. 그림 3-94-(b)에서 보듯이 레이
저의 세기가 작을때는 shock이 아직 표적 뒷단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레이저의 세
기가 증가하면서 shock이 표적뒷단을 빠져나오고 shock에 의해 표적 뒷단이 가열
되어 녹은 상태가 되어 표적 뒷단이 많이 팽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Al 금속의 경우와는 달리 아주 얇은 표적와 두꺼운 표적 사이에
ASE 펄스에 의해 표적 뒷단이 팽창되지 않고 가파른 밀도 분포를 유지 하게 되어
이온 가속이 최적화 되는 두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한 변형된 표적의 밀
도 분포로부터 주 펄스와의 상호 작용하여 가속된 이온의 에너지 분포도를 얻으면,
아래 그림 95의 D*(D,n)3He 핵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95. D*-D 핵반응의 벡터 다이어그램.
이때 주펄스와 ASE 펄스에 의해 변형된 표적과의 상호 작용은
PIC(particle-in-cell) 코드로 계산할 수 있다. D*(D,n)3He 핵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는 다음 식들에 의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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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중성자 발생량의 에너지 분포를 계산하기 시뮬레이션 절차를 요약
- 89 -

하면 다음의 차트와 같다.

나. 레이저 클러스터 상호작용 이론/시뮬레이션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와 클러스터의 상호 작용 연구는 고에너지 전자빔, 이온 빔
및, 고차조화파 발생에 의한 X-ray와 중성자 발생등의 많은 잠재적 응용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호작용시 발생하는 불순물이 작으나 레이저의 흡
수율이 작은 기체 표적과 레이저에 의한 플라즈마 에너지 변환 효율은 크나 불순물
이 많은 고체 표적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중간정도의 표적으로써 관심이 되고
있다. 104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클러스터와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와의 상호작용
에는 다음의 네가지 프로세스들이 고려되어진다.
∙ 클러스터내의 원자의 이온화 메커니즘
레이저 펄스와 클러스터와의 초기 상호작용에서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전자를 생
성시키는 이온화 메커니즘으로 직접적인 광 이온화 과정이 있으며, 레이저 주기에
평균화된 터널 이온화율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임의의 원자에 대해 나타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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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 m은 각운동량을, wa는 원자의 진동수로    ×   로 주어진
값이며, Ip는 이온화 포텐셜을, E는 원자 단위로 주어지는 레이저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를, n*는 효과적인 주양자수로 이온화 상태 Z에 대해        로
나타내진다. 이러한 터널 이온화는 ps (피코초) 이하의 레이저 펄스의 경우 1014
W/cm2 이상의 세기에서 유효하며, 예로 중성 Ar 원자의 경우 100-fs (펨토초) 레
이저 펄스가 가해질 때 레이저의 세기가 ∼  ×   에 도달하면 거의
100% 이온화 된다.
두 번째 이온화 과정은 레이저에 의한 광이온화로 형성된 전자들이 고밀도의 클
러스터 내에서 원자 및 이온들과 충돌하여 고가의 이온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전자충돌 이온화 단면적의 모델들이 있고 실험적인 자료를 참고로 하는
모델중의 하나인 Lotz 공식을 소개하면 멕스웰 분포의 전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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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e는 전자의 밀도를, Ip는 eV단위로 이온화 포텐셜을, qi는 이온의 외각
전자의 수를 나타내며, ai는 실험적인 상수로    ×    로 주어진다.
위의 이온화율은 열전자들의 충돌에 의한 이온화 과정을 나타낸다. 그런데,
클러스터 내에서 전자들은 레이저 펄스에 의해 진동하게 되며 진동하는 전자에
의해서도 이온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온화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sin 


여기서  는 Lotz 단면적으로 레이저에 의해 구동된 전자의 운동에너지 Ke에 대해
    ln     로 주어진다.




 





 

∙ 클러스터 가열 메커니즘
레이저에 의해 클러스터내의 전자가 먼저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클러스터를 유전
율이 공간 분포에 대해 일정한 유전체로 가정한다면, 레이저에 의한 클러스터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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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전달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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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플라즈마 진동수로   
   로 주어지며,  는 전자와
이온의 충돌 진동수를 나타낸다.










∙ 클러스터 팽창 메커니즘
클러스터에 작용하는 힘은 레이저 펄스가 가해지는 동안에 작용하는 힘과 레이저
펄스가 가해진 후에 작용하는 힘의 두가지로 나뉠 수 있고, 첫 번째 힘은 레이저에
의해 가열된 전자가 클러스터 외각으로 밀려난 후 클러스터 내의 차고, 무거운 이
온들을 바깥으로 당기는 힘으로 그에 의해 클러스터 표면에 가해지는 유체역하적
압력은     로 주어진다. 두 번째 힘은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이온들 사이의
쿨롱 폭발에 의한 것으로 클러스터 플라즈마를 전하 Qe를 지닌 완벽한 전도체로
가정할 경우      로 주어진다. 위의 두 힘에 의한 클러스터 팽창의 클
러스터 반경에 대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또한 클러스터 팽창에 의한 전자의 온도 감소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된
다.
 

     .

 

유체역학적 압력은 전자의 밀도가 1/r3에 비례하고, 쿨롱 폭발에 의한 압력은 1/r4에
비례하므로 클러스터가 많이 팽창한 상태 에서는 쿨롱 폭발에 의한 압력보다 유체
역학적 압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exp

∙ 클러스터내의 전자-이온 열평형 메커니즘
레이저에 의해 뜨거워진 전자가 이온과 충돌하면서 이온에 열에너지를 전달하게
되고, 전자와 이온의 열평형율의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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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와 이온의 충돌에 의한 열평형 시간은 보통 수십 ps로, 레이저에 의한 전자의
열전달 시간이 1 ps 이하인 점을 생각하면, 전자에 의한 이온으로의 열전달은 충돌
에 의한 열평형보다는 위 c절에서 설명된 전자의 외각으로의 팽창에 의한 전하 분
리로 부터 오는 클러스터 팽창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중요한 프로세스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극초단 레이저 펄스와 클러스터와의 상호작용시 일어나는 메커니
즘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유체역학적 (hydrodynamic) 모델, 셀내의 입자
(particle-in-cell) 모델, 몬테카를로 모델등이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ps 이하의 극초
단 레이저 펄스와 플라즈마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MULTI-fs 코드를 보유
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앞으로 레이저 클러스터 상호작용에 의한 동력학 및 중
성자 생성량을 계산할 계획이다.

제 4 절 기체 클러스터 타겟을 이용한 고속중성자 발생
1. 기체 타겟
중수소 클러스터와 같은 기체타겟의 경우 그림 3-96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장치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레이저빔은 f/12의 평볼록렌즈로 개스 노즐의 출구에
서 2.5 mm 아래의 클러스터 플룸(plume)에 집속된다. 플라즈마 채널 내부에서 초
점이 흐려지는 효과를 고려하여 클러스터 플룸 내에서의 레이저빔의 직경이 100
um 라면 레이저의 강도는 약 1017W/cm2 이 된다. 클러스터 플룸을 투과한 레이저
광은 볼록렌즈에 의해 집속되어 과분배기에서 일부가 수직방향으로 나눠지고 레이
저에너지메터에 의해 측정된다. 클러스터 플룸의 최대 레이저 흡수율은 90% 근처이
다.
중수소 이온의 에너지 특성을 측정하기위하여, 레이저 초점에서부터 레이저 진행
축의 수직 방향으로 93.5 cm 떨어진 위치에 패러데이컵을 설치하였다. 측정된 신호
의 초기에는 고에너지 감마선에 의해서 발생되는 약 50 ns 폭의 전류스파이크가 검
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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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6. 기체타겟의 중성자/하전입자 측정장치

2. 고밀도 플라즈마 흡수 특성
기체 타겟에서 발생한 고밀도 플라즈마에서 중성자 발생효율의 주요한 인자인 레
이저 에너지 흡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사용된 레이저는 주펄스에서 10 ns
앞에 주펄스 전치펄스가 존재하며, 주펄스와 전치펄스의 배경에는 ASE가 광범위하
게 깔려있다. 주펄스 앞에 위치하는 ASE는, 전치증폭기 뒤에 위치한 펄스선택기에
의해 부분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주펄스의 8 ns 앞에서 펄스선택기를 열면 전치
펄스는 완전히 제거된다.
펄스선택기를 여는 시간(주펄스에서 13 ns, 8 ns, 3 ns 앞)을 달리하면서 그림
3-97와 같이 레이저의 흡수도를 측정하였다. 낮은 압력에서는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전치펄스(13 ns)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붕괴되어 주펄스가
도달했을 때는 저밀도 플라즈마가 형성되어, 전치 펄스가 없는 경우(8 ns, 3 ns)에
비해 레이저 흡수가 매우 나빠짐을 볼 수 있다. 압력이 높아지면 그 차이가 줄어드
는데 이는 클러스터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전치펄스의 효과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ASE는 에너지밀도가 낮아 이온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기 때문에 ASE를 증감시킨
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약하다.
전치펄스의 유무와 ASE의 폭에 따른 이온의 최대에너지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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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Time of Flight)방법으로 이온에너지를 조사하였다. 그림 3-98에서 낮은 압력
에서는 전치펄스가 고에너지 이온의 발생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전치펄스
가 없는 경우에 비해 이온의 총 전류량은 적었다. 5 MPa 까지는 이온의 최대에너
지가 ASE의 시간 폭 변화에 상관없이 증가세를 보인다. 6 MPa 이상에서는 첨두펄
스가 매우 나쁜 영향을 보여 이온의 최대에너지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클러스터
의 크기분포가 어떤 크기를 넘어서면 첨두펄스가 큰 크기의 클러스터를 작은 크기
의 이온화된 클러스터들로 나눠지게 하고 이 조각들이 주펄스에 의해 작은 에너지
를 가진 이온들을 형성하게 한다고 보여진다. 또 첨두펄스가 없는 두 경우 이온의
최대에너지가 포화를 나타낸다. 이 경우 레이저 에너지가 부족하여 크기가 큰 클러
스터의 전자들이 완전히 이온화되지 않아서 쿨롬포텐셜이 증가하지 않고 따라서 운
동에너지도 증가하지 않음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중성자발생 효율이 가장 높은 압
력은 5MPa 보다 좀 더 높은 값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림 3-97. 레이저 흡수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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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8. 최대이온 에너지 측정

3. 기체 타겟의 중수소이온 특성
중수소 기체 클러스터 내에서 레이저에 의해 형성된 플라즈마에서 공간적으로 변
화하는 이온의 특성을 조사하기위하여 그림 3-99와 같이 이동형 슬릿을 제작하였
다. 슬릿은 주변으로부터 오는 이온들을 막기 위하여 튜브를 부착하고 클러스터분
포 전면으로부터 레이저 진행방향으로 움직이는 일차원 이동식 거치대에 설치하였
다. 플라즈마채널에서 슬릿까지의 거리는 2 cm 이므로 Faraday cup에서 측정되는
이온신호의 공간분해능은 거의 슬릿의 크기(0.5 mm)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3-99. 이동식 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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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0. 중수소 이온의 공간 분포
ASE 시간폭이 3 ns 인경우 최대이온전류신호에서의 이온에너지를 측정하고 최대
이온신호크기에 대해 그림 3-100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3 MPa 의 압력에서는 이온
전류신호의 최대치가 클러스터 분포의 중앙보다 후면에서 발생되었다. 닞은 압력에
서는 레이저가 클러스터를 쉽게 투과하고 클러스터분포 전체의 길이에 에너지를 전
달함을 보여준다. 압력이 증가하면, 클러스터 분포의 중앙보다 후면에서는 이온신호
가 거의 관측되지 않으며, 최대이온전류신호가 클러스터분포의 표면으로 이동함을
볼 수 있다. 즉 플라즈마채널이 클러스터분포의 내부로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짧아
짐을 나타낸다. 5 MPa 과 7 MPa 압력에서 이온신호를 서로 비교하면 7 MPa에서
이온신호의 크기는 줄어들지만 에너지는 높은 쪽으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이 실
험에서 나타나는 이온의 에너지 범위 내에서는 핵융합반응이 이온의 양보다는 에너
지 의존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7 MPa에서 보다 높은 반응효율을 기대할 수 있
다. 8 MPa에서는 노즐에서부터의 기체흐름이 달라져서 클러스터분포의 직경이 수
축되고 따라서 최대이온의 발생위치도 보다 안쪽으로 이동된다고 보아진다. 간섭계
를 사용하여 전자밀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플라즈마 온도분포를 조사한 다른 그룹의
실험결과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온에너지가 전자밀도나 플라즈마온도와 대응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경향성만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레이저에 의한
쿨롬 폭발에 의한 이온 가속은 본 연구에서와 같은 이동형 슬릿을 사용한 직접적인
이온측정이 더욱 신뢰할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높은 압력에서는 이온발생
이 거의 클러스터분포의 표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핵반응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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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보아진다.
중수소 기체 타겟을 이용한 고속중성자 발생 실험도 병행하였다. 중성자발생의
확인을 위하여 He3 비례계수관을 PE moderator로 감싸서 반응챔버의 외부에 설치
하였다. 그러나 He3 비례계수관은 중성자의 발생량에 대한 정보는 얻기가 불가능하
고 증성자의 발생여부를 체크하는데 사용된다. 중성자발생 효율을 측정하기위하여
표준화된 플라스틱 섬광기를 사용하였다. 그림 3-101과 같이 7 MPa에서 최대
3×103 개의 중성자가 4π 방향으로 계측되었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의 크기가 커지
면 쿨롬 포텐셜이 증가하고 핵반응효율도 증가하나 본 연구에서는 8 MPa 이상에서
는 오히려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레이저의 강도가 매우 큰 클러스터들을
이온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을 나타낸다.

그림 3-101. 중수소 압력에 따른 중성자 발생량

4. 기체 시료에서의 중성자 발생 및 분석
가. 혼합 가스 클러스터 타겟을 사용한 이온에너지 증가
가스 클러스터의 크기와 구성은 효율적인 고에너지 원자 이온의 발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펨토초의 고강도 레이저에 의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이
온화되고, 원자에서 이탈한 전자들은 클러스터 내부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
이저의 전기장의 변화에 따라 진동을 하다가 레이저의 전기장의 강도가 클러스터
내부의 구속력을 넘어가면 집단적으로 클러스터에서 분리되어 클러스터는 이온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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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들의 집단으로 남게 된다. 이때 클러스터를 이온화하는 레이저 에너지가 충분
하다면 발생되는 이온의 에너지는 클러스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온화된 클러스터
내부의 쿨롱 반발력이 강해지고, 특히 표면에서 가속되는 이온의 운동에너지는 더
욱 증가하게 된다.
중수소만을 사용한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중수소가 최대로 이온화되더라도 각 원
자가 1가 이온에 불과하므로 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쿨롱 반발력을 크게 얻기
어렵다. 중수소와 원자번호가 큰 원자들로 구성된 혼합물이나 화합물을 사용할 경
우에는 이온화 값이 증가하게 되어 체적 당 얻을 수 있는 이온의 쿨롱 반발력이 상
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중수소만을 사용할 경우 중성자 발생이 가능한 크기의 클러
스터가 만들어지는 온도가 액체질소의 온도에 근접해야하므로 따로 냉각장치를 가
스노즐에 부착하여야 한다. 중수소화 메탄이나 중수소화 요오드 등의 화합물을 사
용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노즐을 개발하여 중수소가스를 아르곤, 크립톤, 제논 등의
케리어 가스와 잘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할 경우 상온이나 이와 근접한 온도에서 매
우 큰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 특히 중수소화 요오드를 사용하는 구상은 Last 와
Jortner 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이론적 계산에 따르면 중성자발생 효율을 1000배 이
상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수소화 요오드는 화학적으로 불안
정하고 그 합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 대안으로서 중수소
화 메탄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메탄은 높은 편극도를 가지므로 단열팽창을 시키면
상온에서도 쉽게 클러스터를 발생시킨다.
가스를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발생시키려면 고압의 가스용기에 저장된 고압가스를
가는 밸브를 통해 진공용기 내로 분사를 하면 단열팽창이 일어나 열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가스분자의 편극현상에 의해 생긴 전기적인 힘에 의해 분자들 간에 반데
르발스 힘이 작용하여 서로 간에 전기적 결합이 일어난다. 수천 개의 분자들이 뭉
쳐져서 밀도가 액체 상태에 도달하여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공간에 분포하게 된다.
가스의 분사는 전기신호에 의해 작동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통해 개폐가 조절이
된다. 노즐의 형태에 따라 가스의 공간 분포가 달라지고, 가스의 밀도가 부분적으로
지나치게 집속되어 있으면 레이저의 진행을 방해하여 레이저 에너지가 고에너지의
이온 발생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므로 따라서 중성자의 수율도 감소하게 된
다. 상업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노즐은 형태가 고른 압력분포를 얻기에 부적합하여
고품질의 클러스터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series99 (Parker
Hannifin co., USA) 밸브의 출구에 Laval 노즐을 첨부하여 가스의 측면 확산을 막
고 전면으로 유도하여 가스의 공간 분포를 균일하게 하였고 그 결과 양질의 클러스
터 분포를 얻었다. 그림 3-102는 기존의 밸브에 새로운 노즐을 결합한 형태를 나타
낸다. 둘 사이에 얇은 테프론 쉬트를 삽입하여 밀폐가 되게 하고, 노즐을 덮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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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서로 볼트로 결합되어 분해와 결합이 간편하게 설계하였다. 기존의 밸브는
출구가 지름이 0.5 mm이고 약 15 도의 확산각을 가진다. 첨부된 노즐은 오리피스
의 지름이 0.5 mm, 길이 15 mm이며 12 도의 확산각을 가진다. 따라서 배기구의 지
름은 3 mm가 되어 클러스터 분포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림 3-102. Series 99 솔레노이드 밸브에 laval 노즐이 결합되어 개선된 클러스터
발생 노즐 (채색된 부분이 첨부된 laval 노즐)
이종원소 가스로 만들어진 클러스터는 크기의 평균값을 레히레이 산란법
(Rayleigh scattering)에 의해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 3-103과 같이 노즐의 하부에서
발생한 클러스터 분포에, 분자이온화에 미달하는 낮은 강도를 가진 레이저빔을 집
속하고 그 산란광을 광축에 수직한 방향에서 광증배관(photomultiplier tube)으로 측
정하게 된다. 이때 광원을 연속발진 레이저를 사용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산란광
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솔레노이드밸브의 개폐시간에 대해 중성자
발생을 위한 펨토초 레이저의 입사지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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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 Rayleigh 산란을 이용한 클러스터의 크기 측정
그림 3-104는 측정된 Rayleigh 산란 신호다. 초기의 왜곡은 밸브와 노즐 사이에
서 발생하는 가스의 소용돌이에 기인한다. 솔레노이드 밸브 제어기(IOTA ONE)의
입력동기신호에 대해 밸브가 열리는 시간이 0.3 msec 지연됨을 보이며 안정대에 도
달하는 시간이 2.5 msec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펨토초레이저의 입사는 밸브 개
방에 대해 2.5 msec 이후가 최적이며 밸브의 개방기간도 2.5 msec가 적당하다. 밸
브의 개방기간은 반응챔버 내의 진공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가능한 한 짧게 하면
좋으므로 2.5 msec로 정하였다.

그림 3-104. Rayleigh 산란 측정 신호 (가스압력 7 MPa, 개방시간 3 msec)
그림 3-105는 압력변화에 따른 메탄가스 클러스터의 레히레이 산란신호 크기를
밸브 개방에 대해 2.5 msec 이후에 측정한 값들에 대해 대수함수로 피팅한 그래프
를 나타낸다. 클러스터는 액체 상태로 볼 수 있고 액체메탄의 밀도가 10.12 mole/l
이므로 분자간격은 0.547 nm가 된다. Hagena에 의해 알려진 경험식에 따르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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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트가 관측되는 시점에서 클러스터의 평균 분자수는 100 정도이다. 실험결과
에 의하면 S∝P5.2이므로 70 MPa에서 분자의 수 n=100(P/P0)(5.2-1)=100×24.2=1838 이
된다(신호검출이 시작되는 가장 낮은 압력 P0 는 35 MPa 이었음). 따라서 클러스터
의 크기는 n1/3×0.547 nm = 6.7 nm 가 된다.

그림 3-105. 압력변화에 따른 메탄가스 클러스터의 Rayleigh scattering 신호 크기
(점선이 피팅한 결과이며 지수가 약 5.2 임을 알 수 있다)
나. 레이저-클러스터 상호작용 메카니즘을 이해를 통한 중성자발생 효율개선
펨토초 레이저가 클러스터 집단을 통과하면서 레이저의 출력과 그 성질이 달라지
며, 발생되는 이온의 에너지 분포도 레이저 진행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레이저가
집속광학계에 의해 직경 10 μm 내외로 집속되어 가스 노즐에서 1.5 mm 떨어진 위
치의 클러스터 집단에 조사되면 플라즈마가 발생되고 이 플라즈마에 의해 공간적인
굴절률의 외곡을 초래하게 되어 레이저빔이 확산되었다가 집속됨을 반복하며 플라
즈마채널을 형성하게 되다. 이때 발생된 플라즈마 채널은 직경 100 μm 이상이 되며
위치에 따라 레이저빔의 확산과 집속이 생겨 불균일한 분포를 가진다. 효율적인 이
온의 가속을 위하여 플라즈마 채널의 길이방향 위치에 따른 이온발생 특성을 조사
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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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마이켈슨간섭계를 설치하여 플라즈마 채널의 공간적인 분포를 측정
하기로 하였다. 간섭계의 구성은 플라즈마채널과 그 하단부를 통과하는 프로브 레
이저빔이 루프 프리즘에 의하여 중첩되어 간섭을 일으키고 그 영상을 CCD카메라로
저장하였다. 그림 3-106은 메탄 클러스터에서 발생한 플라즈마채널의 간섭무늬이
다. 플라즈마채널의 폭이 레이저빔이 진행함에 따라 점점 확산되나 비교적 고른 분
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프로브 빔의 시간 지연이 1nsec 이상이어서 플라즈마 확
산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6. 마이켈슨 간섭계에 의한 클러스터 분포 내의 플라즈마 채널의
간섭무늬
중수소이온 발생용 레이저는 10 Hz로 동작하는 Ti:sapphire 레이저이며, 220 mJ
과 620 mJ의 출력을 증폭기의 작동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레이저빔은 f/7의 구면
경에 의해 집속되며 이 때 빔웨이스트는 8 um이다. 따라서 집속최대 출력은 4x1018
W/cm2이거나 1.1x1019 W/cm2이 된다. 핵융합에 기여하는 이온들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기위하여 MCP(Microchannel Plate)를 사용하였다. 이온은 슬릿을 통과하여
자유비행 튜브를 통해 1 m 떨어진 위치에 MCP에서 검출되며 그 신호는 오실로스
코프로 확인할 수 있다. 메탄에서 발생한 중수소와 탄소의 질량대 전하량의 비가
거의 동일하므로 완전히 이온화되는 경우에 둘 간의 이온스펙트럼은 겹쳐지게 된
다. 그러나 실험 조건에서 레이저 에너지가 이온화가 가능한 탄소의 이온은 +4가
이하이므로 TOF 신호의 초기값인 고에너지 영역에서는 이온 스펙트럼은 겹쳐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TOF 신호로 중성자의 수율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D-D
핵융합에서 발생한 중성자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름 12 cm, 길이 12 cm의 BC408
섬광기를 사용하였으며, 플라즈마로부터 3 m 떨어진 위치에 이를 설치하고 단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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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검출 방식으로 중성자의 수율을 측정하였다. 8 TW의 경우에는 중성자 발생량이
많지 않아서 매번 신호가 검출되지 않고 거리에 따라 200 회에 수십번 검출된다.
이렇게 측정빈도가 낮게 거리를 길게 잡아서 pulse counting mode로 측정하면 신호
마다 중성자 한개 씩 검출된다고 가정하고 계측빈도값에 섬광기의 sold angle 과
섬광기의 검출효율을 곱하면 중성자 수율이 나온다.

그림 3-107(a). 8 TW 레이저 출력, 3.5 MPa 가스압력에서의 초점거리를 달리한
TOF 이온신호. (삽입된 수치는 노즐 중심에서 레이저 빔 초점간의 거리)

그림 3-107(b). 22TW 레이저 출력, 3.5 MPa 가스압력에서의 초점거리를 달리한
TOF 이온신호 (삽입된 수치는 노즐 중심에서 레이저 빔 초점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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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의 이온발생에서 레이저의 최적에너지 밀도는 클러스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3.5 MPa 압력에서 레이저 초점위치 변화에 따른 TOF 이온신호를 그림
3-107(a)와 같이 측정하였다. 이 압력은 낮은 편이어서 레이저 빔의 확산이 적고 플
라즈마 채널의 형태도 레이저 빔과 유사하다. 그림 3-107(a)에서 최대 이온 발생은
레이저의 초점이 노즐의 중심과 일치할 때이고, 초점이 맞지 않아 레이저 빔이 클
러스터 분포 내에서 커질 경우 이론 발생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레이저의 출력
이 충분치 않아 증가되는 부피내의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이온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레이저 출력이 22 TW로 증가하면 그림 3-107(b)에서와 같
이 레이저반응 체적이 커질수록 이온의 발생이 증가한다. 따라서 약 2.5 nm 크기의
CD4 클러스터에서는 약 1016 W/cm2의 레이저강도가 이온화에 한계점이라는데서
설명이 가능하다.
8 TW 레이저출력에서 가스압력을 5.5 MPa로 점점 높이면 최적 초점은 이에 따
라 집속거울 쪽으로 이동한다. 가스밀도가 높아지면 플라즈마채널의 형태는 그 형
성이 시작되는 클러스터 분포의 표면에서의 레이저빔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
서 플라즈마 분포의 표면에 레이저 초점이 맺힐 경우 플라즈마 채널의 체적이 최소
화되고 레이저의 에너지밀도는 최대가 된다. 따라서 8 TW 레이저출력에서는 이온
화 최적조건이 플라즈마채널이 최소화되는 레이저 초점의 위치와 일치한다. 그러나
22 TW 레이저출력에서는 압력이 증가하면 최적 초점이 점점 노즐 중심으로 이동
이 일어난다. 이는 레이저 에너지밀도가 어느 값을 넘어서면 에너지밀도가 올라가
더라도 이온 발생에는 더 이상 기여하지 않게 되며, 그 포화점은 에너지밀도
1017~1018W/cm2 사이에서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3-108(a). 8 TW 레이저 출력에서의 가스 압력에 따른 이온에너지 스펙트럼
(삽입된 수치는 가스압력 단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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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8(b). 22TW 레이저 출력에서의 가스 압력에 따른 이온에너지 스펙트럼
(삽입된 수치는 가스압력 단위 MPa)
단일원소 클러스터의 경우 이온의 최대 및 평균 에너지 값은 R02( R0: 클러스터의
반경)에 비례한다. 그러나 이종원소 클러스터의 경우 이온의 최종 운동에너지는
energetic effects와 kinematic effects 에 의해 결정되며 kinematic effects는 단일원
소 클러스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메탄의 경우 kinematic effects에 의해 클러스
터 중심에 가까이 존재하는 중수소 이온들이 더욱 많은 가속이 일어나 클러스터표
면에 있던 이온들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단일원소 클러스터의 경우와는 달
리 이온의 에너지 분포가 높은 에너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기체의 압력을 바꿔
서 클러스터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kinematic effects를 확인하였다. 8 TW의 경우,
그림 3-108(a)에서 보면 4.5 MPa 까지는 이온의 전류와 에너지가 같이 증가함을
보이다가, 5.5 MPa 을 넘어가면 이온 전류의 증가는 멈추고 이온들이 높은 에너지
영역으로 이동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클러스터의 크기가 어느 점 이상에서는
kinematic effects의 효과가 눈에 띄게 커져서 이온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증가시
킴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높은 압력에서는 플라즈마채널이 축소되어 전체적인 이온
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클러스터의 크기는 커져서 이온의 에너지가 중수소 가
스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커짐을 알 수 있다. 이 효과는 7 MPa 까지 지속됨을 보
여준다. 5.5 MPa에서 중수소 이온의 최대에너지는 약 20 keV 이고 평균에너지는 7
keV이다. TOF측정기의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 해상도가 낮아 이온의 신호가 광전
류의 신호와 겹쳐지므로 18 keV 이상에서는 분석이 불가능하나 전체적인 경향으로
봐서 이온의 에너지가 증가함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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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에너지를 증가시킨 효과는 그림 3-59(b)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TW 레
이저 출력, 5.5 MPa 압력에서 최대 이온에너지 100 keV와 평균이온에너지 24 keV
를 얻었다. 이온전류는 증가하지 않았지만 8 TW에 비해 훨씬 높은 이온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D-D핵융합에서 중수소간의 핵융합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v) DD

2.33 ´ 10 -14
18.76
=
exp(- 1/ 3 )cm3 / sec
2/3
T
T

그림 3-109. 8 TW, 22 TW 레이저 출력에서의 가스 압력에 따른 이온에너지
분포도의 중성자 발생 기여도. (삽입된 수치는 가스압력 단위 MPa)
이온 온도에 대한 중수소간 단면적관계에 따라 측정된 TOF 이온 스펙트럼을 중
성자 수율로 변환하여 중성자 수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3-109는 8 TW와 22
TW의 각각의 경우에 대해 압력변화에 따른 변환된 중수소수율을 보여 준다. 그림
에서 4 keV이하의 이온들은 거의 중성자 발생에 기여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레이
저 에너지에 대해 이온전류의 합은 거의 비슷하나 그 에너지 분포의 차이로 말미암
아 두 경우에 약 20배의 수율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수소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볼 수 없는 매우 큰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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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8 TW, 22 TW 레이저 출력에서 압력에 따른 중성자 발생 예측
그림 3-110은 그림 60의 중성자 수율을 합산한 결과이다. 수율은 5.5 MPa 까지
매우 선형적인 비례관계를 보여준다.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모순적인 경향을 나타
내는데 이는 고에너지 영역에서 TOF 신호가 부정확해서 생긴 결과이다. 그림
3-111의 8 TW에서의 섬광기를 사용한 중성자 수율 측정치와 비교해보면 서로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실험값은 7 MPa까지 지속적으로 수율이 증가함을 보여준
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그림 3-110의 결과를 7 MPa까지 외삽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22 TW의 경우에는 섬광기가 강한 감마선에 의해 포화되어 중성자의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개선하기위하여 납으로 차폐체를 제작 중에 있다. 그림 3-110와
그림 3-111의 결과로 유추하면 22 TW에서 7 MPa의 압력에서 중성자 수율은
2x105 n/shot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11. 8 TW 레이저 출력에서의 가스 압력에 따른 중성자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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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속 표적공급 장치
비교적 출력에너지가 낮은 펨토초레이저를 사용하여 중성자를 발생할 경우 펄스
당 발생하는 중성자의 양이 작아 중성자의 응용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만회하기위
하여 빠른 레이저 반복률로 레이저를 표적에 조사하여 여러 번에 걸쳐 중복되어
발생된 펄스형태의 중성자를 사용해야한다. 레이저에 조사된 중성자 발생 표적은
플라즈마 발생과 그에 따른 비산에 의해 표적의 면에 손상이 발생하므로 매번 통
상 최대 10 Hz로 작동하는 펨토초레이저의 반복률에 맞추어 새로운 표적면을 공급
해야한다. 그러나 통상 사용되는 필름형태나 리본형태의 중수소함유 플라스틱 필름
표적은 플라즈마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표적파편에 의한 광학계의 손실이 매우 커
서 연속적으로 작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피하고 레이저와 연동하
여 연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표적 공급을 위하여 와이어 형태의 표적을 일정한
속도로 레이저 반응영역에 공급이 가능한 그림 3-112의 와이어표적 공급 장치를
개발하였다.

그림

3-112. 장시간 연속 동작이 가능한 와이어표적 공급
장치

평면형태의 표적은 파편이 레이저 입사 방향으로 대부분이 비산되는데 비하여
와이어 형태의 표적은 파편이 와이어 축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비산하여 레이저
집속광학계의 오염을 줄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중수소함유 플라스틱와
이어는 그 기계적 강도가 약하여 쉽게 휘어지고 변형이 불규칙적이므로 바로 적용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위하여 금속와이어에 중수소함유 플라스틱을
코팅하면 금속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 와이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다.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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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와이어는 반도체칩의 패키징에 사용하는 본딩와이어(bonding wire)로서 최소
0.7 mil (milli inch)정도의 지름에 수 킬로미터의 길이로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고
그 재질은 구리(Cu), 알루미늄(Al), 금(Au) 등의 선택이 가능하다. 용매에 녹아있는
액화된 플라스틱을 압출에 의하여 금속와이어와 함께 노즐을 통해 뽑아내면 플라
스틱이 피복된 와이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내부의 금속와이어가 가지는 탄력에
의하여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와이어표적 공급장치는 풀리에 감긴 와이어를 서보모터로 속도가 제어되는 롤러
로 일정한 속도로 레이저초점에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가진다. 풀리는 감긴
와이어가 기계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지름을 40 mm 이상으로
제작하였고, 그 회전축에 마찰을 주어 와이어가 이동시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게 하
였다. 와이어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와이어의 굵기와 근접한 내경을
가진 한 쌍의 캐필러리를 와이어의 진행축과 일치하게 배치하였다. 사용된 캐필러
리는 새라믹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내경과 형태로 공급이 가능하며 와이어
본딩 장비의 부품으로 공급되어 상용화되어 있다. 와이어를 직접 이송하는 한 쌍의
롤러는 그 테두리가 실리콘합성고무로 덮혀있어 와이어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
으면서 미끄러짐 없이 정확한 길이로 와이어를 이송시킨다. 롤러 구동 서보모터는
pwm(pulse width modulation) 제어로 속도나 이송길이를 제어하고 자체에 달린 인
코더로 그 정보를 판독하여 원격으로 와이어의 공급을 원활하게 제어하게 한다.

3-113. 지름 1.125 mil의 알루미늄 와이어의 증발 사진 (좌:
레이저 조사전, 우:레이저 조사후 150마이크론 이동)
그림

그림 3-113은 예비적 실험으로 와이어표적 공급 장치를 사용하여 지름 1.125 mil
의 알루미늄 와이어를, 10 TW 펨토초레이저 빔을 1/3F의 비축포물경으로 집속한
초점에 위치시키고,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와이어를 증발시킨 다음 150마이크론 이
동한 후 현미경연상을 ccd카메라로 촬영한 전후 비교 사진이다. 레이저 조사에 의
한 플라즈마 팽창 압력에도 불구하고 와이어의 위치는 비교적 잘 유지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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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회의 레이저 조사로 증발한 와이어의 길이는 180∼200 마이크론이었다. 구리
의 경우는 지름 0.7 mil 와이어를 사용하여 증발한 와이어의 길이는 120∼140 마이
크론이었다. 따라서 10 Hz로 1시간 연속 동작할 경우 필요한 와이어의 길이는 약
7미터이며 이는 일회의 로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제 5 절 고속중성자 응용 기반연구
1. 서론
106 - 107 neutrons/s 의 중성자를 발생하는 레이저 유도 중성자 소스는 작은 규
모의 중성자 소스에 비교할 수준이지만 매우 짧은 펄스폭(수 ns)은 일반적인 중성
자 소스에 비해서 적어도 10배 이상 짧다. 따라서 피이크 중성자 선속(flux)은 약
1019 n/cm2/s 수준으로서 원자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짧은 중성자 펄스폭은
조사매질로부터 발생하는 즉발과 지연 중성자, 그리고 감마선이 구별되어야 하는
응용분야에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레이저 소스에 의해서 발생된 중성자 소스의 직
경은 최적화 될 경우 1 mm 이하로 매우 작은 이점이 있다. 짧은 선폭과 점광원 특
성은 일반적인 중성자 응용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특성중의 하나이다.
즉, 레이저 유도 중성자는 매우 짧은 중성자 펄스폭을 갖고 있어 펄스고속중성자
방사화법이나 즉발중성자 재료손상회복 연구 등 핵반응에서 정밀한 시간결정이 중
요한 분야에 특히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 레이저 중성자의 짧은 펄스폭과 높은
강도는 펄스 고속중성자 조사방법(interrogation method)에서도 관심대상이다. 또한
간단한 조작과 펄스 점광원의 특징들로 인해 중성자 소스는 고속 중성자 X-선 촬
영, 핵폐기물 변환, 중성자 방사화 응용분야에서 사용하기에 매력적이다.

2. 고속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 분석
시료에 중성자를 조사해 핵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RI로부터 방출하는 방사선의 종
류, 에너지 또는 반감기로부터 핵종이나 원소의 존재량을 구한다. 시료중의 표적핵
에서 중성자 포획반응이 일어나는데 중성자 조사하는 동안 여기상태의 복합핵에서
방출되는 즉발감마선 또는 조사가 종료된 후 생성된 방사성핵의 붕괴과정에서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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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지발감마선을 이용하여 성분원소를 정량하며 전자를 PGAA(prompt
gamma-ray activation analysis), 후자를 NAA(neutron activation analysis)라고 부
른다. 방사성핵종의 식별은 그 핵종이 방출하는 방사선의 성질(방사선의 종류, 에너
지, 강도, 반감기)에 의해 행해진다.
생성 방사능의 계측은 에너지 분해능이 우수한 Ge 반도체 검출기와 다중 파고분
석기를 조합한 γ선 분광기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조사시료의 γ선을 그대로 비파괴
계측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며, 중성자 방사화분석을 완전자동화하여 즉, 스펙트럼
해석, 데이터 처리 등을 전산화해서 기기중성자 방사화분석법으로 발전시켜 실용화
하고 있다. 방사화분석은 미량의 다원소를 동시 정량할 수 있게 하므로 대기분진,
빗물, 냇물, 바다물, 토양, 암석, 석탄, 생체시료, 모발, 농작물, 식물, 어패류, 각종 표
준시료 등의 미량성분 정량에 널리 이용된다. 또한, 반도체, 세라믹, 고분자재료 및
가공품 중의 미량 불순물 분석 등의 산업재료분야와 고고학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
다.
최근 공항, 항구, 국경통과지점 등에서 밀수나 테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짧
은 시간 안에 비파괴 기술로 불법 물질을 검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많은 비파괴 검사방법 중에서 중성자 기반 검사방법은 마약, 독극물, 핵분
열 물질, 폭발물, 그리고 화학작용제의 검사 시에 포장된 물질의 조성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므로 매우 유망하다. 중성자 기반 검사방법은 열중성자 분석, 고속중성자
분석, 그리고 중성자 감속 분석이 있다. 즉발 방사화 분석기술은 열중성자와 고속중
성자를 이용한 분석기술에 사용되며, 고체 상태의 가벼운 입자를 분석하는데 유망
한 방법이다.
즉발 방사화분석을 위해서 실용적인 중성자 소스로는 다양한 에너지의 중성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중성자 소스와 단일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를 방출하는
중성자 발생기가 있다. 레이저 유도 중성자 소스에서 발생하는 중성자 수는 작은
규모의 중성자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중성자 수와 비슷하며, 발생된 중성자는 친환
경적이고, 운영이 안전하고, 성분분석이 예민하며, 중성자 발생량 조절이 쉬운 장점
이 있다. 열중성자 분석방법 적용시에 많은 열중성자 방출량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고속중성자 분석방법 시에는 핵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고속중성자의 에너지가 중요
하다. 핵반응에 의한 d-d 중성자 소스와 252Cf 중성자 소스는 분석물질 주변의 수소
로 이루어진 물질에 의해 감속되어 쉽게 열중성자로 변환되어 d-t 소스와
241Am-Be 소스에 비해서 열중성자 분석방법 이용 시에 유리하다. 차기년도에는 레
이저 유도 d-d 중성자를 이용한 즉발 방사선 분광법으로 분석 가능한 물질들을 선
정하고, 분석에 필요한 중성자 소스의 조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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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 중성자 피폭에 의한 재료 손상 연구
가. 중성자 피폭 분석 방법
오늘날 반도체나 IC는 단결정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고 있다. 방사선 발
생이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반도체는 결정 내부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그 특성이
변화된다. 우주선이나 인공위성과 같이 우주방사선에 노출되거나, 원자로나 핵융합
장치의 제어에 사용되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그 수명이 매우 짧아지고 때에 따라
오동작을 일으켜 제어불능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반도체 단결정이 방사능에 의
해 어떻게 결함이 생기는가를 분석하여, 결함에 대해 저항성이 있는 소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내방사성을 가진 소재를 개발하여 원자로내부에 사용되는
금속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연구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고속중성자에 의한 재료의 변형은 중성자의 흡수에 따른 재료 방사화보다는 중
성자와 원자 간의 물리적 충돌에 더욱 기인한다. 비정질이나 다결정의 재료는 재료
변형의 분석이 매우 어려우므로 분석이 비교적 쉬운 단결정 재료를 사용하기로 한
다. 재료를 구성하는 결정 내부의 고속중성자가 고품질의 결정구조를 지닌 재료를
투과할 때 재료를 구성하는 원자핵과 탄성충돌을 통해 운동에너지를 원자핵에 전
달하게 되고 충돌한 원자핵은 재료의 결정구조 내에서 이웃한 원자에 이차적으로
에너지를 연쇄적으로 전달하여 국소적으로 플라즈마 상태로 바뀌면서 결정격자의
구조에 왜곡이 발생한다. 단색 x선을 규칙적인 결정구조를 가진 고체에 조사하면
브래그반사의 조건을 만족하는 보강간섭의 선명한 회절패턴을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중성자 충돌에 의한 결정구조의 변형이 일어나면 x선의 간섭조건이 달라지고
따라서 회절패턴도 달라진다. 이때 그림 3-114와 같이 x선의 반사각에 따른 회절강
도를 나타내는 rocking curve를 분석하면 래티스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과도기적 현상으로 매우 짧은 시간
에 발생하고 회복이 되기도 하므로 x선에 의한 계측 또한 이에 맞추어 짧은 시간
내에 행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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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4. 결정 격자의 일시적 왜곡과 그에 따른 rocking curve의 변화
x선을 사용하여 결정구조를 분석할 때는 결정의 원자간 간격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파장을 가진 단색의 x선 선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간 분해능을 좌우하는 선
원의 크기가 작아야하고 시간특성도 매우 우수해야한다. 이러한 조건을 잘 만족시
키는 x선원은 현재 개발된 것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
법은 싱크로트론 복사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파장가변이 가능하고 x선빔 특성이
우수하여 유기화합물의 광반응의 분석에 관련해서 많은 응용 결과를 보여주고 있
으나 장치가 매우 거대하다는 단점이 있다. x선레이저도 그 후보자 중 하나이나 출
력파장 대역이 장파장대에 속하여 결정분석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에서 발생한 x선은 펨토초레이저를 사용하면 짧은 펄스로 발생이 가
능하고 구리(Cu)를 플라즈마 발생원으로 사용할 경우 그 Kα선이 결정래티스의 간
격과 근사한 파장을 가지므로 매우 적합하다.
중성자 재료변형과 x선에 의한 그 분석은 래티스 내의 원자의 이동과 복귀는 수
십 ps의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지므로 펌프프로브 실험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림 3-115와 같이 두 가지의 일반적인 방식이 가능하다. 첫 번째 방식은 펌프빔인
중성자선속에 대해 시간 지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짧은 프로브빔이 필요하고 계측
기로는 일반적인 x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긴 프로브빔과 짧
은 시간분해능을 가진 계측기로써 x선 스트릭 카메라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에 의한 짧은 펄스의 x선 발생이 가능하므로 첫 번째 방식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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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펌프프로브 실험의 두 가지 방식
펨토초 레이저에 의해 발생되는 중성자는 짧은 시간에 집속된 중성자를 발생시키
므로 중성자를 시료에 조사하여 중성자에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단결정내 원자의
위치 이동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변해가는 결정내부의 구조변화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결정결함연구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성자의 수율이 높으면
감속재를 사용해 냉중성자로 변환하여 중성자회절방법을 이용한 결정구조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 결정구조를 분석하는 도구로는 x선을 가장 많이 사용된다. x
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쉽게 얻을 수 있고 또한 계측기가 이미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이저를 사용하여 x선을 발생 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펨토초레이저를 집속
광학계로 5 um의 금(Au)와이어에 집속하면 5 um보다 좀 더 큰 크기의 x선원이 만
들어진다. 그림 3-116와 같이 여기서 발생한 x선을 휘어진 금속판으로 이루어진 x
선렌즈를 사용하여 x선의 초점을 만들고, 이 초점에 단결정시료를 위치하면 집속된
x선이 단결정의 규칙적인 원자배열에 의해 브래그 법칙을 만족하는 X선파장을 선
택하여 회절이 일어난다. 회절된 x선을 검출하는 계측기의 위치에 따라 투과라우에
법과 배면반사 라우에법이 있다.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 투과라우에법이 사용된다.
그리고 지연장치(delay lag)를 조절해 분석용 x선을 발생하는 레이저빔의 지연시간
을 조절하여 시간의 경과에 대한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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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중성자에 의한 단일결정 결함분석 개략도
나. 파폭 분석용 고품질 X-선원 발생
최근 나노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나노물질로 이루어진 미세한 두께를 가진 물체의
물리적 구성을 연구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얇은 두께를
가진 물체의 투과 영상을 얻기 위하여 분해능이 좋은 연엑스선(20eV<hν<1000eV)
의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연엑스선원은 높은 해상도를 얻기 위하여
선원의 크기가 작아야하고 반복된 사용에서도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엑스선을 얻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고체표적에 고출력 펨토초 레이
저를 최대한 좁은 면적에 집속하여 원자를 이온화시키고 그로부터 bremsstrahlung
에 의해 연엑스선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고체표적에서 발생하는 파편에 의
해 측정 대상인 시료가 피폭되어 오염이 되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매
우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 외에 아르곤등의 불활성 압축가스에 직접 레이저를 조
사하여 연엑스선을 얻기도 하나 그 효율이 매우 떨어지므로 실용성이 없다. 그 대
안으로 기체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연엑스선도 고체표적에서와 마찬가지로 등방적(isotropic)
으로 방사하게 되며 따라서 그 에너지 밀도가 거리의 제곱에 따라 감쇄하므로 실제
적으로 시료에 조사되는 flux 양은 적기 때문에 보통 수 백회의 반복된 조사가 필
요하다. 연엑스선 검출기로는 LiF 결정을 사용하며 가시영역의 형광을 얻을 수 있
다. 연엑스선 발생용 클러스트는 탄산가스를 주로 사용하며 최근에는 탄산가스에
헬륨을 첨가하여 보다 강한 연엑스선 플럭스를 효율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메탄
을 사용할 경우에도 연엑스선과 함께 경엑스선도 잘 발생한다. 반응챔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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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D(X-ray Photodiode)를 노즐에서 15cm 후방에 설치하여 연엑스선을 측정하였
다. XPD는 10 eV ~ 10 keV 영역에서 좋은 감도를 가진다. 그림 3-117과 같이 레
이저 입사 시간과 근접하게 강한 펄스로 신호가 존재하고, 그 이후에 14 nsec 까지
점점 선형적으로 감소하다가 종료하게 된다. 초기의 강한 펄스는 레이저가 입사되
는 동안 클러스터에서 레이저 전기장에 의해 발생되는 수 MeV급의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속을 동반하여 비교적 높은 에너지의 X-선이며 그 특성상 1 nsec 이내의 펄
스 형태로 매우 빠르고 강하다. 그 이후에 14 nsec 까지 방사되는 X-선은 주로 탄
소이온과 전자가 다시 결합하면서 발생되는 전형적인 원자 스펙트럼을 가지며, 긴
시간은 공간적으로 넓게 분포한 플라즈마가 서서히 재결합에 의해 붕괴되면서 걸리
는 시간동안 발생하므로 비교적 길다.

그림 3-117. 8 TW 레이저, 5.5 MPa 가스 압력에서의 XPD 신호.
압력과 레이저 강도의 변화에 따라 얻은 데이터들을 정리하면 그림 3-118과
3-119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118에서와 같이 X-선의 최대 신호의 크기는 압력과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 별로 의존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종료시간은 그림 3-119
와 같이 차별성을 보이는데 이는 플라즈마채널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 4.5 MPa까지
는 증가하다가 더 높은 압력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는 레이저 빔이
높은 압력에서는 클러스터분포를 지나가면서 응축이 되어 플라즈마 채널이 축소되
어 빠른 종료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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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8. 가스 압력에 따른 XPD 신호의 최대값 변화.

그림 3-119. 가스 압력에 따른 XPD 신호의 종료시간 변화
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반도체의 손상
전자 회로의 활용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방사선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강화된 반도체 장치의 개발을 목표로 광범위한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
다. 그중 In1-xGaxAsyP1-y/InP 반도체 시스템은 0.95-1.65 μm까지의 파장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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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하는 광전자 장치로써 특히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InGaAsP/InP가 buried
heterostructure (BH) 레이저 다이오드는 낮은 임계값의 전류에서 동작하고, 높은
차동 양자 효율을 가지며, 안정된 기본 측면 모드에서 동작하고, 고온에서 반송파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거리 전화 및 고용량 광섬유 통신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우주선과 방사선 구역 내의 통
신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 InGaAsP 레이저 다이오드는 좋은 후보가 된다. 따라
서 우주공간과 원자력 발전소로 대표되는 방사선 환경에서 이러한 광소자의 작동을
조사할 가치가있다.

그림 3-120. 에피탁시 성장을 통하여 제작된 레이저
다이오드
방사선에 의해 레이저 다이오드의 성능 저하에 대한 몇몇 논문들이 지금까지 출
판되었다. 특히 InGaAsP의 다중 양자 우물 활성 영역의 유발 격자 결함과 방사선
원 의존도 및 그것의 복구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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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 InGaAsP 레이저 다이오드의 단면 구조
InGaAsP 레이저 다이오드는 그림 3-120, 3-121과 같이 InP 기판위에 에피탁시
성장을 시켜 다중 양자 우물을 구성하여 제작한다. In1-xGaxAsyP1-y 의 성장에서 구
성 성분비가 양자우물의 밴드갭을 결정하고 이때 격자상수의 약한 불일치가 응력을
발생시킨다. 양자우물의 밴드갭과 두께가 레이저 발진 파장을 결정한다. 양자우물은
주입된 캐리어를 활성영역에 가둬둬서 일반적인 복합구조 레이저에 비해 낮은 문턱
전류 값을 가지게 한다.
레이저는 문턱 전류 값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광학적 이득이 없으며 전자와 공극
의 자발 결합에 의해 빛을 방출하여 LED처럼 동작하게 된다. 여기 방출은 공진기
내에서 흡수 또는 손실되는 수보다 더 많은 광자가 발생될 때 이루어진다. 문턱 전
류 값에서 흡수 또는 손실되는 수보다 더 많은 광자가 발생된다. 이 때 공진기는
투명하게 되어 광학적 이득이 발생하고 결맞은 광출력이 수 지수배 만큼 증가하게
된다. 문턱 값을 넘어서면 인가된 전류가 실질적으로 100% 빛으로 전환되는 영역에
서 작동하게 된다.
방사선에 의한 손상에 의해 반도체 내의 원자들이 격자 위치로부터 이동하여 재
결합 센터로 동작하는 결함을 만든다. 그림 3-122는 결함에 의한 재결합 센터가 레
이저 동작에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가를 보여준다. 문턱 아래에서는 결함 상태에서
재결합이 복사 천이와 경쟁을 하게 되고 주입된 전하 캐리어를 일정 비율만큼 소모
시킨다. 투명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주입 전류량을 늘리면 문턱 전류 값의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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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된다. 문턱 값을 넘어서면 여기재결합의 수명이, 방사선 유도 결함으로부터 초
래된 재결합에 의한 수명보다 짧아지게 되고 문턱 값을 초과한 레이저 경사효율
(dL/dI, L은 전류 I에서의 광출력)이 상대적으로 방사선 손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방사선 손상에 의한 레이저 소자의 퇴화는 광출력의 상당
한 감쇄를 초래한다. 반도체레이저의 방출스펙트럼은 방사선 손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다중양자우물 레이저의 경우에도 인장 양자 우물 구조
가 물리적으로 온전하다면 방사선 손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림 3-122. 정방향으로 바이어스된 InGaAsP/InP MPQ 레이저의 에너지갭의
구조도 (자발, 유도 및 결함에서 기인한 전자 홀 간의 재결합).
중성자가 결정에 조사될 경우 결정 내부의 원자와 탄성 또는 비탄성 충돌을 초래
하여 1차 녹온원자(primary knock-on atom)를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결정학적으
로 결정 내에 정상적으로는 있어야 하는 자리에 원자가 없게 된다. 원자가 규칙적
인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 내의 이런 불완전함(결정의 결함)은 결정의 전기
적·광학적 성질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빈격자점은 일반적으로 결정의 물리적 변형,
고온에서의 급냉 또는 결정에 방사선을 쪼임으로써 생긴다. 그림 3-123과 같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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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점과 격자간원자는 격자 내에서 표류를 하다가 그 중 대부분(90%)은 재결합을
통해서 결함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결함들은 안정화를 통해 영구적 결함으로 존재하
게 된다. 그 중 어떤 원자가 고체의 다른 원자들 사이의 새로운 위치로 이동하여
발생된 결함을 프렌켈(Frenkel) 결함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나 원자 이동에 의해
생기는 빈 공간은 빈격자점이 된다.

그림 3-123. 중성자 충돌에 의해 프렌켈(Frenkel) 결함 발생
중성자에 의하여 충돌된 원자는 다시 주변의 원자들에게 에너지를 연쇄적으로 전
달함으로써 원자들이 집단적으로 위치이동이 생기게 된다. 1차녹온원자에 의하여
초기에 생성된 주변원자들의 위치이동 상태를 cascade 라고 부른다. Cascade의 외
각에는 격자간 원자들이 모이고 내부에는 빈격자점들이 모인다. 빈격자점과 격자간
원자의 대부분은 재결합을 통해서 사라지고 일부 결함만 남게된다. 특히 원자로 내
부에서는 원자로운전 온도가 높아 격자간 원자들이 빈격자점들보다 이동이 빨라 이
들끼리 결합하여 격자간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격자간 클러스터가 커지면 Frank
loop를 형성하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결함이 사라져 완전 전위의 루프로 바뀌게
된다.
그림 3-124와 같이 1 M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에 의해서 실리콘 반도
체 결정 내부에서 시작한 1차녹온실리콘원자는 약 50 keV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하여 결정 내부에서 몇 개의 가지를 형성하면서 cascade를 발생시키고 운동에
너지가 낮아지는 끝 부분에서 많은 격자간 원자들을 발생시켜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실리콘 원자의 문턱변위 에너지는 21 e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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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4. 중성자 충돌에 의하여 발생한 반도체결정 내의
cascade.
본 연구에서 중성자 조사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는 Mitsubishi 사의 밀봉 패케징
타입의 ML701B8R InGaAsP/InP MPQ 레이저이다. 이는 1310 nm의 중심파장에서
동작되며 단일 횡모드 발진특성으로 연속 10mW 출력을 가지며 광통신용으로 사용
된다.
28 TW 출력의 펨토초레이저를 60μm 두께의 중수소 폴리에틸렌에 조사하여 발생
된 중성자는 4π방향으로 비교적 균일하게 107/shot이 발생된다. 레이저 다이오드를
두께 2mm 의 납으로 밀봉하여 중수소 선원에서 약 3cm 거리에 두고 100회의 펄스
로 레이저를 동작시켰다. 이때 레이저 다이오드에 미치는 중성자 누적조사량
(fluence)은 107/cm2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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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5. 중성자 조사에 따른 레이저다오드의 광출력/전류 변화
그림 3-125는 중성자 조사에 따른 레이저다이오드의 광출력/전류 특성의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조사 전후의 변화를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도체 소자의 중성자 충돌 단면적이 매우 작아서 107/cm2 의 누적조사량으로
는 레이저 다이오드의 격자 결함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 가시
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차기단계에서 연속적인 중성자 발생이 가능하게 하
고, 중성자 조사 장치를 개선하여 중성자 선원과의 거리를 수밀리미터 이내로 접근
하여 누적조사량을 1010/cm2 이상으로 늘일 계획이다.

4. 생화학 응용 연구
극초단 레이저를 사용하여 방사선 발생시 고속 중성자뿐만 아니라 극초단 X-선
도 효과적으로 발생이 가능하다. X-선을 이용한 생체연구에서 선원의 시간 펄스폭
은 매우 중요하며, 레이저 유도 X-선의 경우 피코초의 펄스폭을 갖고 있어 조사에
의해 손상된 세포의 회복시간과 비슷하거나 짧다. 따라서 레이저 유도 X-선은 생체
의 조사에 의한 생존 메카니즘이나 사망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광원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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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X-선 마이크로 빔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레이저 유도 X-선원은 두가지 형태가 있
다. 그중 하나가 1017-1018 W/cm2의 레이저 강도와 10-100 fs의 펄스폭에서 발생하
는 고에너지 전자가 고체물질 깊숙이 전파하면서 발생하는 Bremsstrahlung과 특성
X-선에 의한 Kα X-선이며, 다른 하나는 밀도 반전된 플라즈마로부터 자발방출증
폭에 의한 약 90 eV의 에너지를 갖는 연X-선이다. 약 70 fs, 150 mJ의 레이저 시
스템을 사용할 경우 구리타겟으로부터 약 8 keV를 갖는 3x1010photons/4πsr.pulse의
Cu-Kα X-선을 얻는 것이 가능하며, 펄스폭은 약 1 ps 이다. X-선 레이저의 경우
1011photons/pulse 를 얻는 것이 가능하며, 펄스폭은 약 7 ps 이다.
마이크로 크기의 집속빔 크기를 갖는 X-선 마이크로 빔 시스템은 단일세포를 조
사가 가능하여 세포의 방사선 영향연구에 이용이 가능하다. 많은 X-선 집속장치가
개발되어 있으며 연 X-선 레이저의 경우 거울을 사용하면 10-20 μm, Fresnel Zone
Plate를 사용하면 1 μm이하로 집속이 가능하다. Kα X-선의 경우 polycapillary X선 렌즈를 사용하여 100-200 μm 정도로 집속한 후에, 10-40 μm 직경을 갖는 핀홀
을 사용하여 조사영역을 줄이게 된다. 그림 3-126에서 보듯이 마이크로 빔 시스템
은 자동화된 마이크로 스테이지, 광학현미경, 그리고 X-선 빔으로 구성된다. 세포연
구를 위해서 배양세포(culture cell)를 사용하게 된다.

그림 3-126. 극초단 레이저의 생화학 응용 마이크로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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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주요 연구성과
제 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1. 1

차년도 연구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연구목표
달성도

주요 연구개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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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에서 메탄클러스터의 평균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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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중수소 이온 에너지를 획득
의 첨두출력과 μ 의 타겟두께에서
중성자 발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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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방사화 및 반도체 결함 측정에 관한 자료
재료방사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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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중성자 발생량 ○ 년도에
달성하였고 레이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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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제 절 주요 연구성과
2

1.

레이저 빔 출력 및 집속도 향상
테이블탑형

급 고품질의 극초단 레이저 발생

30 TW

○ 고효율 회절격자, 광학계 개선 등을 통해 레이저
출력을 10 TW에서 30 TW로 증대. 동급 규모로
는 세계에서 가장 콤팩트한 레이저 장치 실현
○ 거울 등 광학계 개선을 통해 최종 레이저 빔을
직경 10 μm 이하로 집속하여 1019 W/cm2 이상
의 레이저 집속강도를 달성
○ SCI 논문 : Appl. Phys. B. (2007), Appl. Opt
(2008)

출력 증강된 레이저 시스템

레이저 빔의 집속

고속 중성자 검출기 개발
레이저 유도 고속 중성자 측정용 게이트 섬광 검출기 개발

게이트 섬광 검출기
0.01
Neutron TOF Signal ( arb. )

2.

0.00
-0.01
X-ray

Neutron

-0.02

Vch-ent = 2.0 kV
Vcat = -1.96 kV
Vgat = -20 V
dgsd = 2.8 m

-0.03

-0.04
-40 -2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 중성자와 동시에 발생하는 강력한 X-선을 피
해서 중성자 신호만 선택적으로 검출
○ X-선과 중성자의 비행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섬광검출기의 turn on 시간 조절
○ SCI 논문 : Rev. Sci. Inst. (2009)
특허출원 : 10-2009-10499 (2009.2.10)

Time ( ns )

사용전

사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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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수소 이온 에너지 측정
중성자 발생효율 제고를 위해 고에너지의 중수소 이온 발생
○ D-D 핵반응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수
소 이온의 에너지 상태 중요
○ 5 keV～50 keV 이온 에너지에서 핵반응이 급격히
증가하고 1 MeV 이상에서는 포화
○ 80 μm 두께 고체 타겟에서 283 keV의 평균 이온
에너지 획득하여 당초 목표 (> 150 keV) 달성
○ 특허출원 : 10-200808780 (2008.1.28)
발생한 중수소 이온 에너지

4.

클러스터 타겟의 특성 분석
클러스터의 평균 크기가

클러스터 크기 측정 실험

Hagena 변환식에 의한 크기 분석

4 nm

이상의 타겟 생성

○ 새로운 형태의 효율적인 노즐을 개발하여, 가스
압력을 변화하면서 클러스터를 발생
○ Rayleigh 산란에 의해 클러스터로부터 발생한 산
란 신호를 피팅하여 그 지수로부터 Hagena 변환
식을 이용하여 크기분포 획득
○ 산란값을 측정하여 메탄 클러스터의 평균 크기가
6.7 nm 임을 확임
○ SCI 논문 : JKPS (2008), 특허출원 :
10-2009-1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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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론 시뮬레이션 연구
레이저 타겟 시뮬레이션 연구
-

중수소 이온 및 전자 에너지

6.

○ 레이저(전치 펄스)에 의해 고체 타겟이 변형되는
정도를 유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
○ 이차원 PIC 시뮬레이션으로 계산하여 실험 조건
에 따른 중수소 이온의 평균 에너지 예측
○ 레이저와 클러스터와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대
한 이론적 모델 분석
○ SCI 논문 : Phys. of Plasma (2008). JKPS
(2009)

중성자 발생량 측정

고체 타겟으로부터

7

10

n/s

이상의 중성자 발생

○ 중수소 폴리스티렌 타겟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속
중성자를 CR-39 검출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음.
( Cf-252 표준 중성자원을 이용하여 CR-39 검
출기의 감도효율 검정 )
○ 30 TW의 첨두출력과 45 μm의 타겟두께에서
4.4x106 n/shot의 중성자 발생을 확인
○ 최근 2 Hz 동작이 가능한 연속동작 중성자 발생
시스템 개발
○ SCI 논문 : JKPS (2007), JKPS (2009)
게이트 섬광검출기에 의한
TOF 중성자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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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속 중성자 발생 기술 연구
연속 중성자 발생용 타겟 구동 시스템
○ 연속적인 중성자 발생을 위하여 타겟 샘플을 자동
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타겟 구동 자동화 시스템
개발
○ 약 2 Hz의 펄스 반복률로 레이저 조사가 가능하
며, 10 Hz까지 확장하여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사용자가 발생기와 떨어져 원격으로 중성자 발생
이 가능하도록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함.
○ 특허등록 : 10-0908032 (2009.7.9)

8.

장시간 와이어 타겟 공급기술 연구
장시간 연속 와이어 타겟 공급 시스템

○ 장시간 연속동작을 위해 와이어 형태의 타겟을 사용하는 타겟
공급시스템 설계 및 제작
○ 필름형태나 리본형에 비해 레이저에 의한 타겟 파편이 적어
주변 광학부품들의 품질저하에 영향이 적음.
○ 파편들이 와이어 축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비산하여 레이
저 집속 광학계의 오염을 줄여 장치의 수명 연장에 기여함
Al와이어 레이저조사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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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고속중성자는 현재 중성자 발생장치로 사용되는 가속
기를 이용한 중성자 튜브나 원자로 등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와는 특성이 매우
다르므로, 기존의 장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 즉 이동성 결여, 차페의 난
이성, 중성자 피폭량 과다, 장비의 짧은 수명, 넓은 방사 면적으로 인한 낮은 분
해능 등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존의 중
성자 발생장치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림 5-1은 중성자를 조사했을 때 발생되는 감마선의 스펙트럼으로서 이러
한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 이
러한 기술은 X-선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영역으로서 중성자의 방사화 특
성을 이용하게 된다.

그림 5-1. 중성자 방사화에 의한 감마선 스펙트럼-물질마다 독특한
“지문(fingerprint)”을 나타낸다.
• 반도체 재료에 중성자를 조사하게 되면 그림 5-2와 같이 각 구성 원소의 특이한 스
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를 분석하므로서 성분원소의 종류과 양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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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각 구성 원소의 특이한 스펙트럼의 예
( http://web.missouri.edu/~glascock/naa_over.htm에서 발췌)

•

중성자는 X-선 매우 다른 투과 특성을 가지므로 그
림 5-3과 같이 같은 물체를 쵤영하여도 다른 영상을
보여주게 되므로 서로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때 중성자 영상의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원
의 크기를 가능하면 작게 해야 한다.

그림 5-3. 중성자영상(좌)과 X선
영상(우) 비교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고속중성자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장비를 개발하여
실용화 하고 있는데 아래의 그림 5-4와 같은 개념으로 운영한다. 이때의 중
성자 원은 가속기를 이용한 것으로서 장치의 규모가 매우 큰 단점이 있다.
이러한 비파괴 장치에 레이저유도 고속중성자 장치를 활용하게 되면 훨씬
높은 분해능을 갖는 우수한 검색 장치를 개발할 수 있다.

그림 5-4. 가속기 기반의 고속 중성자 방사화 장치-차량등의 검색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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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과제에서 개발되는 고속 중성자는 수 나노초의 펄스로 발생되므로,
극초단 펌프-프로브 실험에 활용되어 극초단 현상을 연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그림 5-5와 같이 극초단 고속중성자를 발생시켜 샘플에 조사하고, 프
로브 빔으로서 생성된 X-선이나 중성자를 조사하여 샘플을 분석하는 기술
이다.

그림 5-5. 레이저 유도 고속중성자를 펌프-프로브 기술에
적용하여 시료의 초고속 현상을 측정하는 구성도
• 레이저를 이용하여 고속 중성자를 발생시키고 이 중성자로서 시료의 중성자
피폭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에서는 아래 그
림 5-6 과 같은 실험개념을 제안하였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현재까지는 적
합한 중성자 원이 없어서 분석을 할 수 없었던 DT 핵반응에서 생성되는
극초단의 펄스로 방출되는 막대한 양의 고에너지 중성자 피폭특성을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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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레이저 유도 고속중성자를 이용하는 중성자
피폭 측정 실험 개념도(L.J. Perkins,Nuclear Fusion vol
40 no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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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절 논문 수집 정보
1

가. 레이저 핵융합 분야

•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NIF(National Ignition Facilit)에서 관성
핵융합타겟으로 부터 발생되는 에너지 생성을 진단할 목적으로 중성자 수율
을 측정하기 위한 중성자 방사화 시스템을 설계하였음(Review of Scientific
Instruments 72, 818-821, 2001)
• 영국 Strathclyde 대학의 K. W. D. Ledingham 등이 고강도 레이저에 의해
발생되는 중성자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해 보고하였음(Science 300,
1107-1111, 2003).
나. 폭발물 분석 분야

•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약 109 n/s의 선속을 갖는 DD 중성자
발생기를 사용하여 NaCl의 분석을 위한 NAA 스펙트럼을 최초로 측정하였
음(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A 522,
598-602, 2004).
•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PGNAA를 위한 각종 탄약의 DD, DT,
Cf-252 중성자 소스에 대한 반응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B 261, 839-844, 2007).
다. 핵물질 검색 분야

• 핵물질 검색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수행 중인 미국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INL)에서 14 MeV의 중성자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5 초 이내의 조사시간에
즉발 핵분열 중성자 발생을 통하여 1 g의 핵분열 물질을 검색하는 것이 가
능함을 보고하였음(Applied Radiation and Isotopes 65, 1293-1299, 2007).
• 러시아의 VNIIA(All-Russian Research Institute of Automatics)에서 지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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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검출을 통하여 5 초 이내의 조사시간에 5 g의 핵분열 물질 검색이 가능
함을 보고하였음(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B
213 , 439-444, 2004).
라. 재료 연구 분야

• 미국 로렌스 리버모아 국립연구소에서 레이저 유도 중성자를 이용한 핵융합
용 재질의 손상연구에 관하여 보고하였음(Buclear Fusion 40, 1-19, 2000).
• 일본 Tsukuba 대학에서 핵융합발생 중성자의 실리콘 반도체 X-선 검출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였음(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A 447, 215-219, 2002).
마. 생물학 연구

• 지금까지는 중이온, 경이온, 연 X-선 등을 이용하는 마이크로 빔 조사시설이
세포연구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나, 레이저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초단펄
스 Kα X-선 빔을 이용한 연구를 JAEA에서 시작하고 있음 (J. Radiat. Res.
50 , Suppl. A112-113, 2009).

제 절 학회참가 수집정보
2

가

. CLEO PR 2009

학회는 년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국
제지역광학회로 이번에 중국의 상하이에서 개최되었으며 레이저 핵융합 레이저 가
속기 고에너지밀도 물리 아토초 레이저 등의 레이저와 레이저 플라즈마 물리 전반
에 걸쳐 논문이 발표됨
고에너지밀도 물리 상대성 광학 입자가속기 아토초 응용연구 등은 아직은 기초
연구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미국과 프랑스에서 급의 거대 레이저 시설이 완공
되고 있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새로운 극초단 레이저 시설이 제안되는 등 앞으로
거대시설을 이용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임
레이저 중성자 관련연구로는 중국 상해광정밀연구소
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으며 최근 메탄제트를 이용하여
의 중성자발생에 성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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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hot

.

펨토초 레이저와 고체타겟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선을 이용한 방사생물학 응
용연구는 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음
X-

JAEA

.

나

. IFSA09

레이저핵융합 관련 연구는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가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기위한 관련연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년 이내에 레이저 핵융합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됨 국내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중간진입이 가능하도록 레이저
핵융합 관련 기초기술연구에 국가적 지원이 절실함
-

NIF(National

Ignition Facility)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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