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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II. 개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가장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눈으로 보는 것이다. 가시광이라고 하는, 우리 눈

에 보이는 빛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인식의 매개체이다.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로, 그리고, 더 앞서기 위해서 인류

는 새로운 매개체로 세상을 인식하고자 하고 있다. 미시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

하여 발전하게 된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그

리고 이 분야의 발전은 최근 양자공학이라고 통칭되는 분야로 발전되어서, 엑스

선, 감마선,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을 발생시키고 이들을 기술 개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펨토초는 천조분의 1 (10-15)을 의미하는 FEMTO와 시간단위 초가 합친 말이

다. 현재 우리가 만들고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단위 기술이다. 100 펨

토초는 빛이 머리카락 두께를 지나가는 시간이다. 빛을 이처럼 아주 짧은 순간 

동안만 발생시키는 기술로부터 시작되었다. 물론, 빛은 레이저이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발명된 레이저는 몇 차례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거

쳐서 현재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포함된 아주 

작은 반도체 레이저에서부터 핵융합 연구에 이용되는 대형 초고에너지 레이저

에 이르기까지 산업과 첨단연구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레이저가 폭넓게 활용되

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레이저는 산업과 첨단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힘입어 원자

력 분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도전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펨토초 레이저의 개발과 이의 활용에 의해서 주

도되었다. 펨토초 레이저 기술은 아주 짧은 순간에 에너지를 모아서 방출시키는 

방법이다. 테이블 크기의 소형 레이저에서 테라와트 (1조와트, 1012 W, 1 GW급 

원자로 천기에서 발생하는 순간 출력)에 이르는 초고출력 레이저의 발생이 가능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 기술이 한층 발달되어 레이저 출력이 페타와트 (1015

W)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이를 수 마이크로미터 직경의 공간에 집속하여 레이

저의 출력 밀도가 1021 W/cm2 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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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높은 레이저 출력밀도가 물질에 집속되면 이

제까지 관측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

한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 물질 속의 전자와 핵이 순식간에 분리되고 이들은 

상대론적인 속도로 가속된다. 또한, 높은 에너지로 충돌하여 중성자를 발생시킨

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엑스선, 감마선, 테라헤르츠파에 이르기 까지, 다른 방

법으로 쉽게 발생시키기 힘든 전자기파도 얻게 된다. 순간에 발생되는 이들 전

자기파와 입자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게 될 새로운 인식을 위한 유용한 도구

들이다.

최근 실험 테이블 규모의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장치를 이용하여 1 GeV에 

이르는 전자 가속에 성공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레이저가 만든 불과 수 

mm의 길이의 플라즈마에서 얻어진 것으로, 단위 길이 당 가속이득(acceleration

gradient)이 수 백 GeV/m에 이르는 놀라운 결과이다. 한편,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고에너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양성자빔 가속 실험과 이를 

이용한 핵물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원자력 분야에서 새

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미 레이저를 이용한 우

라늄의 핵분열 연구, 장반감기 방사성 물질의 핵종 변환, PET용 방사성 물질 생

산, 암치료를 위한 고에너지 양성자 가속기 개발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분야에 더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결과로부터 예측 가능한 밝은 미래 때문이다. 해마다 레이저의 출력

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물리 현상과 기

술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자 속의 

전자를 제어하고 이용함으로써 가능하였던 20세기의 눈부신 발전과 같이, 21세

기는 펨토초 기술로 원자핵을 제어하고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본 사업을 수행하였다. 우리

가 보유하고 있는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고에너지 극초단 입

자빔 발생 기술 개발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수행하였다. 3년의 짧은 기간이었지

만, 국내 최초로 30 TW 펨토초 초고출력 레이저 국산화 개발, 세계 최고 수준

의 고효율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및 양성자빔 발생 성공 등 괄목할 만한 성

과를 얻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펨토초 기술로 발생되는 고에너지 방

사선과 입자빔을 원자력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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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개발의 목적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도구로 최근 부상되고 있는 극

초단의 고에너지 입자빔과 방사선을 고효율로 발생시키고 계측하는 기술을 개

발하는 것이다.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기술은 원자력 산업, 방사선 산업, 방사선의학 분야

에 새로운 응용분야를 창출하고 기존 방사선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문

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은 기존의 X선관이나 방사광으로는 얻을 수 없는, 소형(compact)이면서도 극초

단(ultrafast)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초고속 물성 연구, 레

이저 광핵반응 연구, 원전 냉각재 void 전파현상을 고속으로 계측하거나 원전터

빈블레이드 등 고속 회전체를 무정지 검사할 수 있는 초고속 digital

radiography, 원전 증기발생기의 세관 건전성 검사, 핵연료 미세구조 및 성분 

동시 측정 등의 원자력 분야 기술 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하는 레이저빔에 의한 고에너지 입자 발생기술은 기존의 

가속기나 원자로 등 대형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실험실 규모의 작은 장치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극초단 초고출력 레이저빔이 물질에 집속 입사되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강력한 전기장과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 강력한 전자

기장에 의해서 물질은 순식간에 전리하여 플라즈마 상태가 되며, 더 나아가서 

강력한 전자기장에 의해서 상대론적인 속도로 가속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

는 기술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레이저 가속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하여 고에너지의 전자빔과 양성자빔을 발생하고 계측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극초단 대전 입자빔은 원자력, 생명공학, 약학, 물리학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암

치료용의 대형 양성자/이온 가속기를 대체하는 획기적인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은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

질 21세기 성장동력으로서의 원자력은 미시와 극한의 세계를 열어줄 새로운 인

식의 도구를 통하여 발전할 것임을 본 연구의 필요성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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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초소형 전자빔 가속 기술을 이용한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연구 개발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극초단 고에너지 양성자/이온빔 발생 기술 개발

- 이온빔 에너지 : > 1 MeV
- 이온빔 발생량 : > 108 ions/pulse

◇ 초소형 극초단 전자 가속 기술 개발

- 전자빔 에너지 : > 10 MeV
- 전자빔 발생량 : > 1 nC/pulse

◇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 감마선 에너지 : > 5 MeV
- 감마선 발생량 : > 107 photons/cm2/pulse

V.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팀은 2007년부터 초소형 전자가속 기술에 기반한 극초단 방사선 고

효율발생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3년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본 분야의 주요 핵

심 기술을 실증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

는 등 괄목할만한 수준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연구 결과와 성과

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극초단 방사선 발생용 30 TW급 탁상형 초고출력 레이저 기술 개발

- 세계 최고 성능의 30 TW급 탁상형 초고출력 레이저 국산화 개발

- 극초단 레이저 간섭계 제작 및 레이저 플라즈마 측정 기술 개발

- 레이저 prepulse 측정 및 정밀 제어 기술 개발

◇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극초단 고에너지 양성자 발생 기술 개발

- 레이저 prepulse에 따른 이온빔 가속 에너지 및 효율 측정

- 고에너지 양성자/이온빔 측정 기술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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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 조건에 따른 양성자/이온빔 가속 실험 및 분석

- 레이저 prepulse 최적화를 통한 고효율 양성자/이온빔 가속 조건 확보

▶ 총 양성자 수 (E > 1 MeV) : 4.1×108 protons/shot

▶ 양성자 에너지 1 MeV 이상 효율: 0.03% (전체 효율: 약 5~10%)

▶ 양성자 반복율 및 펄스폭 : 10 Hz, ~ps (1 mm from target)

◇ 극초단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 기술 개발

- 상대론적 플라즈마파 발생 테라헤르츠파 측정 기술 개발

- 전자빔가속이 이루어지는 플라즈마 상태에 따른 테라헤르츠파 특성 분석

- T-ray 분광을 이용한 전자빔 및 플라즈마 분석 기술 개발

◇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 발생 기술 개발

- 초소형 가속장치용 타겟 설계 및 제작 

- 초소형 가속장치용 광학계 설계 및 제작

- 전자 가속을 위한 계측 장치 설계 및 제작

- 레이저 간섭계 및 톰슨 산란을 이용한 플라즈마 및 가속 채널 분석 기술 

개발

-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고효율 발생 기술 개발

▶ 단색 전자빔 중심에너지 : 26±4.2 MeV

▶ 1 MeV 이상 전자빔 전하량 : 1.8±0.48 nC

▶ 10 MeV 이상 전자빔 전하량 : 1.0±0.2 nC

▶ 10 MeV 이상 전자빔 펄스폭 계산치 : <200 fs (30 cm from target)

▶ 최대 레이저 펄스 반복율 : 10 Hz

◇ 고효율 극초단 고에너지 감마선 발생 기술 개발

-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용 타겟 제작

- 고에너지 방사선 차폐기술 개발

- 극초단 방사선 발생용 전자빔 타겟 특성 분석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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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초단 방사선 고효율 발생 기술 개발

▶ 감마선 에너지 : > 5 MeV

▶ 발생량 : > 2×108 photons/cm2/pulse

▶ 반복율 및 펄스폭 : 10 Hz, ~ps

◇ 연구성과 및 홍보

-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 19건 (SCI 논문 17 건)

-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논문 : 58건 (초청강연 6건)

- 지적재산권 : 5건 (출원 3건, 등록 2건)

VI.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 레이저 유도 소형 양성자/이온 암치료 장치 개발

- 암치료장치로 가장 효과가 탁월하나 엄청난 규모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일

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고에너지 양성자/이온 암치료 시설을 레이저 가속 기술

을 이용하여 소형, 저비용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양성자/이온의 에너지를 100 MeV 이상으로 높이는 기술, 양질의 단일 에너지 

발생 기술, 고효율 입자빔 발생 기술 등이 주요 핵심 기술 과제이며, 본 연구팀

의 결과는 고에너지 및 고효율 발생 기술 개발에 활용될 계획임.

◇ 레이저 유도 핵종 변환 기술 개발

- 소형 레이저 핵반응 장치를 개발하여 원자력 폐기물 장수명 핵종 처리 기술 등 

기존에는 대형의 시설이 필요하였던 연구를 실험실 규모에서 실현할 수 있음.

- 본 연구팀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소형 레이저 핵반응 장치를 개발하고 레이저 

핵종 변환 기술을 실증하는데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결과를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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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 Generation of Ultrashort and High-energy Radiations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goal of this investigation is to develop the generation and detection

technologies of ultrashort and high-energy particles and radiations. The ultrashort

radiation and particles are emerging as potent tools for developing

next-gener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ultrashort radiation can solve the

problems of the traditional radiation technology and open new application fields

in medical diagnosis, nuclear industry, and radiation nondestructive inspection.

We have developed the generation technology of high energy electrons and

protons by irradiating intense and ultrashort laser pulses on solid or gas targets,

which is an emerging technology to realize a table-top high energy accelerator

or laboratory-scale reactor. The technology for generating high-energy protons

and ions by relativistic plasma can dramatically decrease the cost and size of

the proton/ion cancer therapy facility. The acceleration gradient of relativistic

plasma is more than 1,000 times higher than that of conventional RF-based

accelerators. Nuclear reaction experiments were already realized in the tabletop

laser-based systems. The progress of the laser acceleration technology can open

new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ie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In this project, we have developed technology of efficient generation of

ultrashort high-energy particles and radiations. The content and scope of the

research project are as follows.

◇ Generation of ultrashort high-energy protons and ions

- Proton/ion energy : > 1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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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on/ion yield : > 108 ions/pulse

◇ Development of laser-driven compact electron-acceleration technology

- Electron energy : > 10 MeV

- Electron current : > 1 nC/pulse

◇ Generation of ultrashort gamma-ray

- Gamma-ray energy : > 5 MeV

- Gamma-ray yield : > 107 photons/cm2/pulse

IV. Results of the Project

Since 2007, we have performed development of generation and detection

technology of the ultrashort radiation based on the femto-second technology.

Through the last 3-year research, we could successfully develope essential key

technologies of the ultrashort high-energy radiation by starting from a basic

level, and in some parts, we believe that we have established astonishing

achievements competitive to the leading laboratories in the world. The results

and achievements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s.

◇ Development of a 30-TW table-top and ultra-intense laser system

- Localization of a best performance 30-TW table-top, ultra-intense laser system

- Development of a laser interferometer and diagnosis technology for

laser-produced plasma

- Development of an ASE channeling methode for measuring and fine

controlling laser prepulses

◇ Generation of ultrashort, high-energy protons with the world-record efficiency

- Measurement of proton energy and efficiency depending on laser pre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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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 Development of the advanced diagnostic technology for ultrashort protons

- Optimization of high-energy-proton generation

▶ Proton yield (E > 1 MeV) : 4.1×108 protons/shot

▶ Conversion efficiency of generating protons of > 1 MeV energy from

laser pulse : 0.03% (5~10% for total energy protons)

▶ Repetition rate and pulse duration : 10 Hz, ~ps (1 mm from target)

◇ Generation of intense and ultrashort terahertz (THz) radiation

- Development of diagnostic technology of ultrashort THz radiation

- Measurement and characterization of THz radiation depending on plasma

condition

- Development of monitoring technology for electron-beam and plasma by

using THz spectroscopy

◇ Generation of ultrashort, high-energy electrons with the world-record efficiency

- Design and construction of laser-accelerating targets

- Design and construction of laser optics for laser electron acceleration

- Development of the diagnostic tools for measuring ultrashort electrons

- Optimization of high-energy-electron generation

▶ Energy of quasi-monochromatic electron beam : 26±4.2 MeV

▶ Number of electron charge (for > 1 MeV) : 1.8±0.48 nC

▶ Number of electron charge (for > 10 MeV) : 1.0±0.2 nC

▶ Pulse duration of electron beam (for > 10 MeV) : <200 fs (30 cm

from target)

▶ Repetition rate : 10 Hz

◇ Generation of ultrashort and high-energy gamma-rays

- Development of targets for generating ultrashort gamma-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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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radiation-shielding technology

- Simulation and experiments for optimizing the gamma-ray generation

- Optimization of high-energy-gamma-ray generation

▶ Gamma-ray energy : > 5 MeV

▶ Yield : > 2×108 photons/cm2/pulse

▶ Repetition rate and pulse duration : 10 Hz, ~ps

◇ Achievements

- Professional research journal papers: 19 (SCI 17)

- Domestic/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presentations: 58 (Invited 6)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5 (submission 3, registered 2)

V. Applications of the Project Results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research project can be utilized in the

following fields. Especially, they can be applied for nuclear engineering,

clean-energy technology, and next generation medical science.

◇ Development of a laser-induced, compact proton/ion cancer therapy system

- Current cancer therapy system uses a huge and highly expensive RF based

accelerators. Even though this system is known to be excellent in curing

cancer, the high price keeps the public from accessing. The final goal is to

make a compact and cheap cancer therapy system by using the laser

acceleration technology.

- The main technical issues are an increasement of the proton/ion energy to

more than 100 MeV, high quality and monochromatic beam generation, and

efficient beam generation.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this research project

can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such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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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the laser-induced nuclide transmutation technology

- A compact laser-induced nuclear reaction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the treatment of the long-life nuclide waste generated from

an atomic power plant, which is currently available at huge facilities.

- The research team plans to develop a compact laser nuclear reaction system

and to apply it to the demonstration of laser nuclide transmutation by

utilizing the develop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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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정보를 가장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눈으로 보는 것이다. 가시광이라고 하는, 우리 눈

에 보이는 빛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인식의 매개체이다. 과학기술 발전의 결과로, 그리고, 더 앞서기 위해서 인류

는 새로운 매개체로 세상을 인식하고자 하고 있다. 미시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

하여 발전하게 된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그

리고 이 분야의 발전은 최근 양자공학이라고 통칭되는 분야로 발전되어서, 엑스

선, 감마선, 양성자, 전자 등을 발생시키고 이들을 기술 개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1-1-1. 연도에 따른 레이저 집속밀도의 증가. 실선은 실제 결과이며, 점선

은 앞으로의 예상치임. 표시된 수는 레이저 출력 밀도에 따른 전자 에너지 값

임. [출처 : K.W.D. Ledingham, et al., Science 300 (20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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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토초는 천조분의 1 (10-15)을 의미하는 FEMTO와 시간단위 초가 합친 말이

다. 현재 우리가 만들고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단위 기술이다. 100 펨

토초는 빛이 머리카락 두께를 지나가는 시간이다. 빛을 이처럼 아주 짧은 순간 

동안만 발생시키는 기술로부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이 시작

되었다. 물론, 빛은 레이저이다.

1960년대에 처음으로 발명된 레이저는 몇 차례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거

쳐서 현재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포함된 아주 

작은 반도체 레이저에서부터 핵융합 연구에 이용되는 대형 초고에너지 레이저

에 이르기까지 산업과 첨단연구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레이저가 폭넓게 활용되

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레이저는 산업과 첨단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힘입어 원자

력 분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도전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펨토초 레이저의 개발과 이의 활용에 의해서 주

도되고 있다. 펨토초 레이저 기술은 아주 짧은 순간에 에너지를 모아서 방출시

키는 방법이다. 테이블 크기의 소형 레이저에서 테라와트 (1조와트, 1012 W, 1

GW급 원자로 천기에서 발생하는 순간 출력)에 이르는 초고출력 레이저의 발생

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 기술이 한층 발달되어 레이저 출력이 페타와

트 (1015 W)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이를 수 마이크로미터 직경의 공간에 집속하

여 레이저의 출력 밀도가 1021 W/cm2에 이르게 되었다.

그림 1-1-2. 극초단 방사선 발생 기술의 원리 개념도. 펨토초의 초고출력 레이저

빔을 표적에 집속하여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기장과 자기장을 가

진 상대론적 플라즈마를 발생시킨다. 상대론적 플라즈마에서는 높은 에너지의 

극초단 입자빔과 고에너지 방사선을 1 mm 이내의 공간에서 발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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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높은 레이저 출력밀도가 물질에 집속되면 물

질은 레이저의 전기장에 의해서 원자와 전자가 분리되는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레이저의 출력이 더욱 증가하면 플라즈마 속의 전자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빠

른 속도로 가속된다. 이러한 상태의 플라즈마를 통칭하여 상대론적 플라즈마라

고 부르며, 이를 이용한 새로운 현상 규명과 첨단 기술 개발의 가능성이 최근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엑스선, 감

마선, 테라헤르츠파에 이르기까지, 다른 방법으로 쉽게 발생시키기 힘든 전자기

파도 얻게 된다. 순간에 발생되는 이들 전자기파와 입자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게 될 새로운 인식을 위한 유용한 도구들이다.

최근 프랑스 연구팀에 의해서 실험 테이블 규모의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장

치를 이용하여 200 MeV에 이르는 전자 가속에 성공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

다. 레이저가 만든 불과 1 mm의 길이의 플라즈마에서 얻어진 것으로, 단위 길

이 당 가속이득(acceleration gradient)이 200 GeV/m에 이르는 놀라운 결과이

다. 한편,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는 고에너지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

한 양성자빔 가속 실험과 이를 이용한 핵물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원자력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

으며, 이미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의 핵분열 연구, 장반감기 방사성 물질의 핵

종 변환, PET용 방사성 물질 생산, 암치료를 위한 고에너지 양성자 가속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분야에 더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결과로부터 예측 가능한 밝은 미래 때문이다. 앞의 그림 1-1-1에서 

보여주듯이 해마다 레이저의 출력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물리 현상과 기술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극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자 속의 전자를 제어하고 이용함으로써 가능하였던 20

세기의 눈부신 발전과 같이, 21세기는 펨토초 기술로 원자핵을 제어하고 이용함

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7년부터 3년 동안 본 사업을 수행하였다. 우리

가 보유하고 있는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고에너지 극초단 입

자빔 발생 기술 개발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수행하였다. 3년의 짧은 기간이었지

만, 국내 최초로 30 TW 펨토초 초고출력 레이저 국산화 개발, 세계 최고 수준

의 고효율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및 양성자빔 발생 성공 등 괄목할 만한 성

과를 얻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펨토초 기술로 발생되는 고에너지 방

사선과 입자빔을 원자력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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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21세기 미래사회에는 나노기술(NT),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기술(IT), 우

주산업기술(ST), 환경기술(ET) 등 전략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

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기술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는 차세

대 융합기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펨토기술을 이용한 극초단 방사선원 발생 기술은 초고출력 펨토초 (1

fs=10-15 sec) 광양자빔을 다양한 종류의 표적에 집속하여 고에너지 전자, 양성

자, 이온, 양전자, X선, 감마선 등, 새로운 종류의 방사선을 만들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는 기술로서, NT, BT, IT, ST, ET 등 미래 국가 핵심전략기술 분

야에의 활용성이 높고,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RT) 분야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기존의 방사선이 대개 연속적, 또는 연속적인 펄스로 발생하는데 비해 펨토

초 기술로 만들어진 극초단 방사선은 수십 펨토초～수 피코초 정도의 극히 짧

은 시간 동안에 극히 높은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방출되는 새로운 종류의 방사

선으로서, 기존 방사선의 응용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초단, 나

노포커스 특성을 이용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응용분야를 창출할 

수 있다.

고에너지의 양성자와 전자는 초고출력 레이저를 고체, 박막, 기체 등의 표적

에 입사시켜 발생되는 플라즈마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정전기장에 의해 가속된

다. 표적이나 광양자빔의 입사조건에 따라 양성자, 전자, 양전자, 이온 등 다양

한 종류의 방사선원을 만들 수 있다. 극초단 X선은 플라즈마에서 발생한 고에

너지의 전자빔을 원자번호가 큰 금속 물체에 충돌시킬 때 일어나는 

Bremsstrahlung 효과에 의해 발생한다. 이 때 전자와 충돌시키는 금속 물체의 

종류, 두께 등을 조절하면 다양한 특성의 X선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양성자, 중성자, 이온 등은 기존의 방사선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피코 

초의 짧은 폭을 가지는 펄스의 형태로 발생하며, 발생장치를 작게 만들 수 있으

며, 발생되는 입자의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으며, 발생원이 레이저 집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 마이크로미터의 점광원의 형태로 만들 수 있어 국소 부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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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할 수 있다.

펨토 기술을 이용한 극초단 방사선의 특성

극초단 펄스 펄스형 광양자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수 피코 초의 짧

은 폭을 가지는 펄스의 형태로 발생한다.

에너지 연속 

가변성
광양자빔의 세기 또는 전자빔의 에너지를 조절함으로써 발

생 방사선의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단색성 Compton 산란에 의해 발생되는 극초단 X선은 에너지 스펙

트럼이 수 % 이내의 단색성을 갖고 있다.

점광원
발생원이 레이저 집속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 마이크로

미터의 점광원의 형태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미세 가공의 

응용분야 개발이 가능하며  방사선 차폐가 용이하다.

표 2-2-1. 펨토기술을 이용한 극초단 방사선의 특징.

극초단 광양자빔을 이용한 극초단 방사선원 및 응용기술은 여러 분야의 기

술이 결합된  융합기술(Fusion Technology)이면서, NT, BT, IT, ET, ST 등의 첨

단 국가핵심전략기술을 가능케 하는 기술(Enabling Technology)로써, 그 파급효

과가 커서 국가핵심전략기술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발전을 가속화

할 신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펨토기술은 신개념 원자력 

기술과 같은 미래 유망 신기술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기술이다.

2. 경제·산업적 측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분야의 세계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어,

2000년 현재 세계시장이 2,800억 달러에서 2010년에 1조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이 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

고, 국내에서는 방사선 및 RI 이용 분야의 투자, 연구인력 및 기술 개발 극히 

미흡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방사선/RI 이용산업을 국가중점산업으로 육

성하여 2010년 發電 대 非發電 분야의 산업화 비중을 연간 매출액 기준 70:30의 

수준으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방사선 및 방사

선 동위원소 진흥계획”에 의거하여 향후 2010년까지 非發電 분야의 투자비를 

전체 원자력연구개발 투자비의 3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극초단 광양자빔을 이용한 극초단 방사선원 기술은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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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특성을 가진 방사선 발생기술을 개발하고 그 응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방사선 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새로운 응용기술

의 창출과 새로운 방사선 응용 산업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신기술이다. 특히,

기존 방사선 시장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시장진

입이 어려운데 비해 극초단 방사선원 기술은 선진국에서도 개발 초기단계에 있

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과 효과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갖추어 

접근하면 향후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기술은 원자력 산업, 방사선 산업, 방사선의학 분야에 

새로운 응용분야를 창출하고 기존 방사선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기술적 문제를 해

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은 기존의 

X선관이나 방사광으로는 얻을 수 없는, 소형(compact)이면서도 극초단(ultrafast)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초고속 물성 연구, 레이저 광핵반응 연

구, 원전 냉각재 void 전파현상을 고속으로 계측하거나 원전터빈블레이드 등 고속 

회전체를 무정지 검사할 수 있는 초고속 digital radiography, 원전 증기발생기의 세

관 건전성 검사, 핵연료 미세구조 및 성분 동시 측정 등의 원자력 분야 기술 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특성을 가진 극초단 방사선원 

발생기술과 응용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RT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펨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원자력 기술과 융합된 새로

운 차원의 원자력 기반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분야는 원자력 산업

의 장기발전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은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국가 에

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극초단 방

사선을 이용한 핵연료 검사, 냉각수 기포 전파현상 고속계측, 터빈블레이드의 

무정지 검사 등의 기술이 실용화되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새로운 암치료 장치로 양성자 가속기나 중입자 가속기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 시설들은 규모가 수 십미터에 이르고 gantry만 해도 무게가 100-200

톤에 이르는 거대한 시설이어서 비용이 높고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

다. 극초단 광양자빔을 이용하면 양성자나 중입자 가속기의 규모를 크게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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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낮출 수 있어 장래에 새로운 암치료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저비용의 암치료 장치는 완치율이 높은 암치료 시술을 저렴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게 하여 일반 대중들이 높은 수준의 치료를 

값싸고 풍부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펨토기술을 이용한 원자력 분야 응용기술은 원자력 산업의 안전

성과 경제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제 3 절 연구개발 목표 및 범위

본 연구개발의 목적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도구로 최근 부상되고 있는 극

초단의 고에너지 입자빔과 방사선을 고효율로 발생시키고 계측하는 기술을 개

발하는 것이다.

1. 연구개발의 목표

◇ 극초단 고에너지 이온빔 발생 기술 개발

․ 이온빔 에너지 : > 1 MeV

․ 이온빔 발생량 : > 108 ions/pulse

․ 반복율 및 펄스폭 : 10 Hz, ~ps

◇ 고에너지 초소형 전자빔 가속 기술 개발

․ 전자빔 에너지 : > 10 MeV

․ 전자빔 발생량 : > 1 nC/pulse

․ 반복율 및 펄스폭 : 10 Hz, ~ps

◇ 극초단 방사선 고효율 발생 기술 개발

․ 감마선 에너지 : > 5 MeV

․ 감마선 발생량 : > 107 photons/cm2/pulse

․ 반복율 및 펄스폭 : 10 Hz,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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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 극초단 고에너지 이온빔 발생 기술 개발

․플라즈마 실시간 분석기술 개발

․레이저 선행 펄스에 의한 이온빔 가속 기술 개발

․양성자/이온빔 최적화 발생 기술 개발

◇ 고에너지 초소형 전자빔 가속 기술 개발

․극초단 초소형 전자빔 가속 장치용 타겟 및 광학계 설계, 제작

․플라즈마파 분석 기술 개발

․극초단 전자빔 펄스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고에너지 전자빔 최적화 기술 개발

◇ 극초단 방사선 고효율 발생 기술 개발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장치 제작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측정 장치 개발

․타겟 조건에 따른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특성 최적화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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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 동향

1. 극초단 양성자 및 이온빔 가속 기술

고강도의 레이저를 고체 시료에 집속시켜 이온을 가속하는 기술은, 2000년 

미국의  LLNL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에서 핵융합연구용으로 개

발된 대형 레이저를 이용하여 최대 60 MeV의 양성자빔을 발생시킴으로써 세계

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약 5 여 년간  미국의 CUOS (Center for Ultrafast Optical Science),

독일의 MPQ (Max-Plank Inst. for Quantum Optics)), 영국의 RAL (Rutherford

Appleton Lab.), The Queen's Univ. of Belfast 등에서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여 

1-10 MeV의 양성자빔을 성공적으로 발생시켰다. 독일의 MPQ에서는 물방울을 

이용한 양성자빔 발생 연구도 수행하였다.

2003년도에는 프랑스의 LOA (Lab. d'Optique Appliquee)와 일본의 CRIEPI

(중앙전력연구소) 등에서 규모가 작고 반복율이 높은 탁상형 극초단 고강도 레

이저 펄스를 이용하여 1-10 MeV의 양성자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펄스폭이 긴 

레이저로 실험을 수행한 것과 비교할 때, 발생되는 양성자의 에너지가 거의 

1/10 정도로 낮았다.

그림 2-1-1. (왼쪽) 레이저의 강도에 따른 최대 양성자 에너지.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는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존보다 2배가량 에너지가 높은 양성자를 

발생시켰다. (오른쪽) 레이저로 가속된 다양한 이온들의 에너지 분포 [Phys.

Plasma 12, 0563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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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LLNL에서 양성자의 발생 이론 모형인 TNSA (Target Normal

Sheath Acceleration) 모형이 개발되었고, 이를 응용하여 양성자빔 뿐만 아니라 

이온빔 발생에 대한 연구로 확대 수행되었다. 2003년 MPQ에서 100 MeV 이상

의 Fluorine 이온을 발생시켰으며, 2005년 LANL (Los Alamos National Lab.)에

서는 다양한 고체 타겟을 이용하여 고에너지의 극초단 Fluorine (<100 MeV),

Oxygen (<56 MeV), Carbon (<40 MeV), Beryllium (<30 MeV), Palladium

(<200 MeV) 이온빔을 얻었다.

2004년 LANL에서는 레이저에 의해 가속된 양성자의 빔특성인 emittance를 

측정하여 (transverse : <0.004 mm․mrad, longitudinal : <10-4 eV․s) 기존의 

고주파 가속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이제껏 레이저에 의해 발생되는 이온빔은 최대 에너지의 cut-off 이

하에서 맥스웰 분포를 가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은 2006년 

Nature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으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 미국의 

LANL에서는 Palladium 타겟의 온도에 따른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에너지 

폭이 좁은 탄소 이온빔 (36 MeV, 17% 폭)을, 독일의 IOQ (Inst. for Optics and

Quantum electronics)에서는 이중 구조를 가진 타겟으로 에너지폭이 좁은 양성

자빔 (1.2 MeV, 25%)을 발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2-1-2. (왼쪽) 독일의 IOQ에서 에너지폭이 좁은 양성자빔을 발생하는데 사

용된 실험 장치와 (오른쪽) 측정한 양성자의 에너지 분포 (파란 삼각형) [Nature

439, 04492 (2006)].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양성자/이온 가속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론적인 예측을 토대로 두께가 수 십 nm인 타겟을 이용한 연구가 프랑

스의 LULI에서 수행 중이며, 레이저의 선행 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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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A (Japan Atomic Energy Agency)의 APRC (Advanced Photon Research

Center), 독일의 MPQ에서 연구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도 레이저의 선행 

펄스를 이용한 연구를 최근 수행하였는데, 기존에 비해 발생하는 양성자의 최대 

에너지가 약 3배가량 증가한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미국의 LANL에서는 타겟

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최대에너지와 발생 효율을 약 2배가량 향

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 극초단 전자 가속 기술

레이저를 이용한 전자 가속 기술은 1979년 Tajima와 Dawson 박사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이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레이저의 부재로 오랫동안 진전

이 없었지만, 극초단 레이저의 개발로 90년부터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다. 레이

저를 이용한 양성자/이온 가속 기술에 비해 기술적으로 성숙되었으며, 기존의 

고주파 가속기에 비견할 만 한 결과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 특히 2006년도

에는 프랑스의 LOA에서 소형 GeV 플라즈마 가속 장치를 제안하였다.

그림 2-1-3. 레이저 플라즈마 전자 가속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화살표

로 표시한 부분이 가속되어 날아가는 전자 bunch이다. [한국전기연구원, 2005]

1992년 일본의 오사카대학 ILE (Institute of Laser Engineering)에서는 극초

단 레이저가 아닌 고출력 CO2 레이저를 이용하여 10 MeV의 전자빔을 발생하

는데 성공하였다. 이 후 극초단 레이저가 개발되면서 영국의 RAL (44 MeV,

1995), 미국의 CUOS (2 MeV, 1996), 미국의 NRL (Naval Research Lab.) (30

MeV, 1997), 독일의 MPQ (수 MeV, 1999), 프랑스의 LOA (70 MeV, 2001) 등에

서 연구를 수행하여왔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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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에서는 2002년 200 MeV의 전자빔을 얻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함께 보다 

특성이 좋은 전자빔을 발생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본의 도쿄대학교

에서는 2003년 레이저의 선행 펄스가 전자 가속에 미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가속 효율이 좋은 플라즈마의 공간 밀도 특성에 관한 이

론 연구를 2004년 발표하였으며, 현재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광주과기원의 

고등광기술연구소와 함께 수행 중이다. 같은 해 영국의 RAL에서는 가속된 전자

의 transverse emittance가 3 πmm․mrad으로 기존의 가속기에 필적하다는 결

과를 발표하였다.

레이저에 의한 이온빔 발생과 마찬가지로 전자의 경우도 발생된 에너지 분

포가 넓은 맥스웰분포를 따른다. 하지만 2004년 우연하게도 에너지 폭이 좁은 

전자빔 발생에 관한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 3편이 Nature에 동시에 발표되었다.

미국의 LBNL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에서는 선행 펄스를 이용하여 

(86 MeV, 2% 폭), 영국의 RAL에서는 비교적 펄스폭이 긴 레이저를 사용하여 

(70 MeV, 3% 폭), 프랑스의 LOA에서는 Bubble 영역의 가속 기술을 이용하여 

(170 MeV, 24% 폭) 성능이 월등히 향상된 전자빔을 발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 후에 다른 여러 기관에서 이 결과를 재현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실험의 재현성이 좋지 않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행 펄스를 이용하는 방

법 (Institute of Atomic and Molecular Science, Taiwan, 2005), 밀도가 높은 플

라즈마를 이용하는 방법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2005) 등이 개발되고 있다. 2006년도에는 프랑스의 

LOA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폭이 좁

은 전자빔 (125 MeV, 9% 폭)을 발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2-1-4. (왼쪽) 레이저의 첨두 출력에 따른 전자 에너지 이득 [ICFA Joint

workshop 2005 발표자료에서 발췌]. (오른쪽) 프랑스의 LOA에서 측정한 에너

지 폭이 좁은 전자의 에너지 분포 [Nature 444, 0539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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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및 응용 기술

가속된 고에너지 전자를 원소기호가 큰 금속에 충돌시킬 경우 

Bremsstrahlung에 의해 매우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이 발생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레이저로 가속되 전자를 이용하여 이를 발생시키는 응용 기술은 아직

까지 실증의 의미로 제한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림 2-1-5. 레이저로 가속된 전자를 변환하여 발생시킨 감마선으로 얻은 광학

반응의 단면적 [Applied Phys. B 7, 387 (2003)]. 여기에서는 레이저를 고체 타

겟에 집속하여 가속시켰다.

그림 2-1-6. (왼쪽) 레이저로 가속된 전자를 감마선으로 변환시켜 물체의 내부 

영상을 찍는 radiography 장치와 (오른쪽) 획득한 영상 [Phys. Rev. Lett. 94,

0250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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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IOQ에서는 2003년 레이저로 가속된 전자를 두꺼운 Tantalum 금속

판에 충돌시켜 감마선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감마선을 이용

하여 181Ta, 232Th, 238U, 9Be 및 악티나이드 광핵반응을 실증하였으며, 특히 

Iodine-129의 광핵반응을 유도하여 최초로 이 반응의 단면적을 측정하였다.

가장 앞선 전자 가속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LOA에서도 2005년 

비슷한 실험을 수행하여 약 100 MeV의 감마선을 발생시켜 Radiography에 적

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 2 절 국내 기술 동향

국내에서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입자 가속 및 x-선 발생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의 고등광기술연구소 

그리고 이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 등이 있다.

이온빔 가속 기술 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레이저의 선행 펄스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에 비해 최대 에너지가 약 3배 정도인 고에너지의 고효율 양성자

빔을 발생시켰으며, 본 과제를 통해 보다 효율이 좋은 이주구조 타겟을 개발하

였다.

한국전기연구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전자 가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전기연구원은 효율이 높은 플라즈마의 공간특성을 제안하였으며, 핀

홀 형식의 collimator를 이용하여 에너지 폭이 좁은 전자빔을 발생시키는데 성

공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교에서는 레이저 발생 플라즈마를 이용한 x-

선 발생 연구를 수행 중이나, 에너지가 10 MeV 이상인 감마선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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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용 레이저 시스템

1. 30 TW 펨토초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시스템 구성

그림 3-1-1. 30 TW 펨토초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시스템의 구성도 및 동작 

모습.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에 활용되는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은 

chirped-pulse amplification(CPA) 기술에 기반하여 제작되었다. CPA 기술은 

1985년 G. Mourou 등에 의해 개발된 극초단 펄스 증폭기법으로서, 극초단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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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증폭하기 전에 시간적으로 펄스폭을 충분히 늘린 후, 증폭단의 이득포화나 

손상없이 충분히 증폭하고 나서, 다시 원래의 펄스폭에 가깝게 압축하는 방법이

다 [3-1-1]. 기존의 증폭방법은 증폭단의 손상을 막기 위해 단순히 공간적으로 

레이저 빔의 크기를 크게 했기 때문에 피코초 이하의 극초단 펄스를 증폭하려

면 레이저 빔의 크기가 커져 전체 시스템 규모도 커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비해, CPA방법은 극초단 펄스를 시간적으로도 확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

이저 빔의 크기가 작아져서 레이저 시스템을 보다 소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CPA 기술에 기반하여 개발한 30 TW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는 극

초단 펄스를 생성하는 극초단 레이저 공진기, 펄스폭을 확대하는 펄스 확대기,

펄스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펄스 증폭단, 증폭 후에 펄스폭을 압축하는 펄스 압

축기 등으로 구성된다 [3-1-2]. 그림 3-1-1은 이러한 레이저 시스템의 구성도와 

동작모습을 나타낸다.

가. 펨토초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공진기

펨토초 티타늄 사파이어 공진기는 Brewster 각으로 연마한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길이: 5 mm, 도핑율 : 0.15 wt.%), 초점거리 50 mm인 두 개의 오목거울,

초점거리 7.5 cm인 집속 렌즈, 10%의 투과율을 가진 출력거울, 분산값을 보정

하기 위한 두 개의 fused silica 프리즘, 고반사율의 평면거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펌핑광원으로는 Nd:YVO4 레이저(Spectra-Physics, Millennia V)를 사용하

였다 (그림 3-1-2). S-편광의 펌핑 레이저빔은 세 개의 거울을 사용하여 P-편광으

로 바꾸었으며, 초점거리 7.5 cm인 집속 렌즈를 사용하여 두 개의 오목거울 사

이에 위치한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에 집속하였다. 집속 렌즈, 두 개의 오목거울,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은 모두 레일위에 설치하고, 마이크로미터기를 달아 정밀

하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Brewster 각도의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

에서 발생하는 수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오목거울에서 레이저 빔이 반사되는 각

도는 ∼17 로〫 조절하였으며, 짧은 팔과 긴 팔을 각각 600 mm와 900 mm로 하

였다. 공진기 내부의 군속도를 보정하기 위하여 fused silica 프리즘의 간격은 

∼250 mm으로 하였다.

이러한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공진기에서 극초단 펄스를 생성하기 위하여 

커렌즈 모드록킹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모드록킹된 출력은 3.5 W 펌핑에서 350

mW였다. 레이저 펄스 반복율은 공진기의 왕복 주기와 일치하는 100 MHz였다.

그림 3-1-3은 모드록킹된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의 출력 스펙트럼으로서, 스펙

트럼 폭이 150 nm 이상으로 상당히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레이저 공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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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된 펨토초 레이저 펄스의 펄스폭은 간섭형 자체상관계로 측정하였으며, 측

정된 펄스폭은 14 fs였다. 측정과정에서 레이저 펄스의 분산이 최적으로 보상되

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된 펄스폭은 스펙트럼으로부터 계산된 변한한계 펄스폭

인 10 fs에 비해 길게 측정되었다.

그림 3-1-2. 커 렌즈 모드록킹 티타늄 사파이어 공진기의 구성도.

그림 3-1-3. 커렌즈 모드록킹된 레이저 펄스의 자체상관신호와 스펙트럼.

나. 펄스 확대기

펄스 확대기의 기본 원리는 펄스의 스펙트럼 성분을 시간적으로 배열시켜 

펄스폭을 늘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펄스 확대기에는 회절격자와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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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거울을 사용하며, 최근에는 렌즈 등에 의한 수차와 분산 발생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Öffner-triplet 형태의 반사형 광학계만을 사용한 펄스 확대기가 많이 

사용된다. 그림 3-1-4은 본 연구의 레이저 시스템에서 사용한 Öffner-triplet형태

의 펄스 확대기이다. 그림과 같이 입사하는 레이저 펄스의 스펙트럼 성분 중에

서 장파장 성분이 단파장 성분보다 긴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장파

장 성분이 앞쪽에 위치하고 단파장 성분이 뒤쪽에 분포하면서 펄스폭이 확대된

다.

Concave mirror
(f = 30 cm) Convex mirror

(f = 15 cm)

1400 l/mm
gratingRed

Blue

Effective
separation

Center of
curvature

Grating
image

그림 3-1-4. Öffner-triplet형태의 반사형 펄스 확대기.

이러한 펄스 확대기의 군지연 분산값과 3차 분산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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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회절격자와 곡면중심사이의 거리이다. 본 연구의 펄스 확대기는 

가로 10 cm, 세로 5 cm의 1400 grooves/mm 회절격자, 초점거리 30 cm의 오목

거울, 초점거리 15 cm의 볼록거울, 그리고 되반사용 거울로 구성되고 각 거울은 

금코팅이 되어 넓은 입사스펙트럼에 대해 고른 반사율을 가진다. 입사각을 45〫

로 하고, 회절격자와 곡면 중심과의 거리를 28 cm로 하였을 때, 늘어난 펄스폭

은 ∼300 ps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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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펄스 선택기

본 연구의 티타늄 사파이어 공진기에서 나오는 펄스열은 100 MHz의 반복

율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모두 증폭할 수는 없으며 증폭시스템의 펌핑 레이저 

동작 반복율에 맞추어 증폭할 펄스를 10 Hz로 선택해야 한다. 펄스 선택기

(Lasermetrics, 5046SC)는 Pockels cell(KD*P)과 두 개의 편광기로 구성되어 있으

며, 입력 펄스의 편광이 P-편광인 레이저빔이 들어오면, Pockels cell에 전압을 

걸어주어 S-편광으로 바뀌게 함으로써 Pockels cell 다음의 편광기를 통과하게 

되어 10 Hz로 펄스가 선택되었다. 이때 펄스들은 10 ns의 간격이기 때문에 수 

ns로 빠르게 Pockels cell에 고전압 스위칭을 해야 한다. 그림 3-1-5는 본 연구의 

펄스 선택기에 의해 선택된 레이저 펄스와 나머지 펄스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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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펄스 선택기에서 선택된 펄스(좌)와 나머지 펄스열(우).

라. 예비증폭기와 주증폭기 구성

극초단 레이저 공진기에서 생성된 레이저 펄스의 에너지는 3 nJ 정도로 매

우 작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펄스 에너지를 증폭하기 위해 3 개의 증폭기로 

구성된 증폭단을 구성하였다. 3 개의 증폭기는 두 개의 레이저로 펌핑하였다.

두 개의 펌핑 레이저는 10 Hz로 작동하는 Q-스위칭된 Nd:YAG 2차 고조파

(Powerlite precision Ⅱ plus, Continuum)를 사용하는 레이저이며, 최대 출력에

너지는 532 nm에서 1.5 J과 2.0 J이다.

예비증폭기는 8번 통과하는 다중통과방식으로, 브루스터각(Brewster angle)

으로 연마된 길이 8 mm의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 곡률반경이 1000 mm인  두 

개의 오목거울, 그리고 곡률반경이 900 mm인 두 개의 오목거울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3-1-6). 각 오목거울들을 공초점 배치로 설치하고, 공초점 위치에 티타

늄 사파이어 결정을 위치시켰으며, 레이저 빔이 나비 넥타이 형태로 결정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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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고 다시 되반사되어 4번 더 지나가도록 하였다. 60 mJ의 에너지를 가지

는 펌핑 레이저 빔을 티타늄 사파이어 매질 양면에 반 씩 나누어 입사시켜 펌

핑하였으며, 1 nJ로 입력된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3.5 mJ로 증폭하였다 [3-1-3].

그림 3-1-6. 8-pass 예비 증폭기의 구성도.

예비증폭기에서 3.5 mJ로 증폭된 레이저 빔은 직경 3 mm 정도의 평행빔으

로 확대되어 두 번째 증폭기에 입사한다. 두 번째 증폭기에서 레이저 빔은 증폭

매질을 두 번 통과하는 구조로서, 지름이 10 mm이고 길이가 10 mm인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과 4개의 평면거울로 구성되었다. 펌핑 레이저는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에 양방향에서 입사되며, 총 에너지는 210 mJ이었다. 이 때 펌핑 레이저의 

흡수율은 약 95%였으며, 증폭된 펄스 에너지는 60 mJ이었다.

그림 3-1-7. 두 번째(2-pass)증폭기와 세 번째(4-pass)증폭기의 구성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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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증폭기에서 증폭된 레이저 빔은 지경 12 mm 정도의 펑행빔으로 

확대되어 세 번째 증폭기에 입사된다. 세 번째 증폭기는 25 mm의 지름과 15

mm의 길이를 가진 티타늄 사파이어 매질과 8개의 평면거울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 증폭기의 총 펌핑 에너지는 3 J이며, 양방향에서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에 

펌핑된다. 이러한 높은 펌핑 출력 때문에 발생하는 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티

타늄 사파이어 매질 주위를 직접 물이 순환하도록 냉각 구조를 설치하였으며,

증폭된 에너지는 1.5 J이었다. 이상의 증폭기에 대한 구성 사진을 그림 3-1-7에 

나타내었다.

그림 3-1-8은 각 증폭기에서 증폭된 펄스의 스펙트럼을 측정한 것이다. 예비

증폭기에 입사하는 스펙트럼폭은 대략 150 nm 정도이나, 예비증폭기에서 증폭

된 펄스의 스펙트럼폭은 gain narrowing 효과로 인해 거의 60 nm로 줄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증폭기를 통과하면서 증폭된 펄스는 이득포화효과 gain

narrowing 효과가 심화되어 첨두 파장값이 815 nm로 이동하고, 스펙트럼 폭은 

50 nm 정도로 줄었다. 최종 스펙트럼 폭으로부터 계산한 이론적인 변환한계 펄

스폭은 20 fs이다.

그림 3-1-8. 예비증폭기와 주 증폭기에서 증폭된 스펙트럼.

마. 펄스 압축기

펄스 압축기는 펄스 확대기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펄스의 스펙트럼 성분 중 

단파장성분이 장파장성분보다 더 짧은 경로를 지나도록 하여 펄스 확대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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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펄스폭을 원래의 펄스폭에 가깝게 압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펄스 압

축기는 두 개의 회절격자와 평면거울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9와 

같이 가로 14 cm, 세로 12 cm의 1500 grooves/mm를 가진 회절격자를 사용하

였다. 펄습 압축기에 입사되는 레이저 빔은 두 개의 회절격자에서 회절된 후,

높이 차이를 가지고 되반사된 후 출력된다. 이 때, 회절격자 사이의 거리를 조

정함으로써 펄스 압축을 최적화 시킬 수 있다. 회절격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

깝거나 멀면 펄스폭이 늘어나므로 첫 번째 회절격자를 linear stage에 설치하여 

거리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펄스 압축기의 전체 투과효율은 약 70% 정도이

며, 최종 펄스 압축된 레이저 펄스 에너지는 최대 1 J 정도이다.

그림 3-1-9. 회절격자(grating)를 이용한 펄스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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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 단일 펄스 자체상관계로 측정한 압축된 레이저 펄스 자체상관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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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0은 펄스 압축기 이후에 단일 펄스 자체상관계로 측정한 펄스폭

으로서 최종적으로 27 fs의 펄스폭이 측정되었다. 증폭 스펙트럼으로부터 계산

한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소의 펄스폭은 20 fs이나 고차 분산이 완전히 보상되지 

못하여 실제 펄스폭이 약간 더 긴 것으로 판단된다. 펄스 압축기 이후의 레이저 

펄스 에너지는 약 1 J이므로, 최종 첨두 출력은 30 TW 이상이었다.

바. 레이저 빔의 집속

그림 3-1-11. 포물거울에 의해 집속된 레이저 빔 모양과 크기.

대부분의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응용분야에서는 최종 레이저 빔을 작은 크

기로 집속하여 매우 높은 강도의 레이저를 생성하여 사용한다. 이 때, 같은 레

이저 출력이라도 레이저 빔이 작게 집속 될수록 높은 레이저 강도를 얻을 수 

있다. 레이저 빔을 작게 집속하기 위해서는 초점거리가 짧은 집속 렌즈나 거울

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는 렌즈와 같은 투과형 매질

을 통과할 때, 높은 첨두 출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비선형 효과가 발생하여 펄

스폭이 늘어나거나 스펙트럼이 변형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극초

단 고출력 레이저 펄스를 집속할 때에는 반사형 집속 거울을 사용해야 한다. 또

한, 레이저 빔 크기에 비해 초점거리가 비교적 짧은 집속 거울을 사용할 때에는 

수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물거울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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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거리 175 mm의 포물거울을 사용하여 최종 레이저 빔을 집속하였다. 집속 

된 레이저 빔은 현미경 대물렌즈와 CCD 카메라를 사용하여 약 30배의 배율로 

확대 측정하였으며, 그림 3-1-11과 같이 레이저 빔이 직경 5 μm정도로 작게 집

속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집속 레이저 빔 크기는 레이저 빔의 회절한계

에 근접한 값으로서, 증폭된 레이저 빔의 파면 왜곡이 그리 크지 않음을 나타낸

다. 레이저 시스템의 최종 첨두 출력 30 TW와 집속된 빔 크기로부터 집속된 레

이저 빔 강도는 1020 W/cm2 이상임을 알 수 있다.

2. 레이저 prepulse 측정 및 제어 기술 개발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에서 펄스폭, 출력 에너지, 순간 첨두 출력, 집속 빔 

크기 외에도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의 성능과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펄스 대조비이다 (그림 3-1-12). 수십 TW의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펄스를 생성

하기 위해서는 극초단 레이저 공진기에서 생성되는  nJ 정도의 매우 낮은 에너

지의 극초단 펄스를 수백 mJ 이상으로 증폭해야 하며, 이러한 증폭과정에서 주

펄스 외에 원하지 않는 prepulse 성분들이 같이 증폭되어 펄스 대조비를 저하

시킨다. 주펄스외의 다른 prepulse 성분들은 주펄스가 타겟과 상호작용하기 전

에 먼저 타겟에 도달하여 타겟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파괴하기 때문에, 주펄스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

서, 레이저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정확한 실험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의 펄스 대조비를 측정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펄스 대조비를 저하시키는 prepulse 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요인은 

short prepulse이다. 극초단 레이저 공진기에서 약 100 MHz의 반복율로 출력되

는 극초단 펄스중에서 증폭할 펄스 한 개만을 선택할 때, 증폭할 펄스와 함께 

다른 선행 펄스도 미약하게 새어나와 주펄스와 같이 증폭되면서 대조비가 저하

되는 경우이다. 이 때, short prepulse는 극초단 공진기의 반복율에 따라 주펄스

보다 약 10 ns 정도 선행하며, 에너지외에는 펄스폭, 빔모양 등이 주펄스와 유

사한 특성을 가진다. 둘째 요인은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ASE)이다.

매우 낮은 에너지의 극초단 펄스를 수백 mJ 이상으로 증폭하기 위해서는 108

이상의 높은 증폭율이 필요하며, 이러한 높은 증폭율의 증폭기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ASE는 주펄스와 함께 진행하면서 대조비를 저하시킨다. ASE는 short

prepulse와는 달리, 에너지, 펄스폭 등이 주펄스와는 확연히 다르며, 대략 수 -

수십 ns의 펄스폭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short prepulse로부터 ASE를 분리하

여 광검출기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ASE channeling 기술을 자체개발하여 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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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출력 레이저 시스템의 ASE를 측정, 분석하였다 [3-1-4].

그림 3-1-12.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 펄스의 대조비와 prepulse 성분들.

가. ASE channeling 기술의 기본 원리

지금까지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의 대조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3차 교

차상관계를 이용하는 방법과 광거출기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

되어 왔다. 3차 교차상광계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림 3-1-13와 같이 입사하는 레

이저 펄스를 둘로 나누어 다시 합치면서 3차 조화파를 발생시키고, 두 펄스 사

이의 시간지연을 변화시키면서 3차 조화파의 세기를 측정하여 레이저 펄스의 

대조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대조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주펄스를 

중심으로 수 - 수백 ps 영역에서 ps 이하의 높은 시간 분해능으로 대조비를 측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체상관계 구성과 사용이 복잡하고, 시간지

연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일 펄스에 대해서는 측

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광검출기로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레이저 펄스를 광

검출기에 입사시켜서 주펄스 전에 입사되는 약한 prepulse 성분을 직접 측정하

는 방법이다. 방법자체는 매우 간단하고 단일 펄스에 대해서도 prepulse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prepulse에 비해 주펄스의 신호가 너무 크기 때

문에, 주펄스 주변의 약한 prepulse 신호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시간분해능

이 3차 교차상관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short prepulse와 ASE 성분을 구별

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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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3차 교차상관계와 이를 이용한 펄스 대조비 측정 예.

그림 3-1-14. 광검출기를 이용한 펄스 대조비 측정 방법과 측정 예.

본 연구에서 개발한 ASE channeling 방법은 광검출기를 이용한 펄스 대조

비 측정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서, 사용법이 간편하면서도, 주펄스의 강한 신호

에 의한 간섭없이 ASE 성분만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3-1-15는 ASE channeling 방법의 원리를 나타낸다. CPA 기술을 사용하는 극초

단 고출력 레이저는 극초단 공진기에서 생성되는 레이저 펄스가 넓은 스펙트럼

을 가지며, 이러한 넓은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펄스 확대가 이루어 진다. 이러한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일부를 그림과 같이 제거한 후, 증폭단에서 증폭을 하면,

주펄스의 스펙트럼과 증폭단에서 생성된 ASE 성분이 서로 겹지더라도, 미리 제

거한 영역에서는 ASE 성분만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ASE 전용 channel을 통해 

ASE 성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증폭후에 ASE channel 안의 성분만을 측

정할 때에는 적절한 bandpass 필터를 사용하면 되므로, 기존의 광검출기를 이

용한 방법과 같이 편리하게 단일 펄스에 대해서도 ASE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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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ASE channeling 방법의 원리.

나. ASE channeling 방법을 이용한 ASE 측정

본 연구에서 개발한 ASE channeling 방법을 펨토초 테라와트 티타늄 사파

이어 레이저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림 3-1-16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극초단 

펄스의 스펙트럼에 ASE channel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레이저 시스

템의 펄스 확대기에 적당한 부분을 차단하였다. 펄스 확대기는 원리상 극초단 

펄스의 스펙트럼이 공간적으로 분산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에서 차단하는 위치와 폭을 조절함으로써, ASE channel의 위치와 폭을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 이득매질의 이득 중심 영역인 

785 nm에 ASE channel이 생성되도록 하였고, channel의 폭은 10 nm 정도로 

하였다. 이렇게 ASE channel이 생성된 극초단 펄스를 증폭단에 입사시켜 증폭

한 후, 785 nm에서 5 nm 이하의 bandpass 폭을 가지는 필터를 사용하여 ASE

성분만을 추출하여 광검출기로 측정하였다. 그림 3-1-17은 이와 같이 극초단 펄

스에 ASE channel이 생성된 스펙트럼과 증폭단에서 생성된 ASE의 스펙트럼,

bandpass 필터를 투과한 스펙트럼 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

이, 극초단 펄스 입력 없이 증포단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ASE의 중심 부근

에 ASE channel이 형성되었으며, bandpass 필터의 선폭은 ASE channel의 폭에 

비해 충분히 좁아서, bandpass 필터를 통과한 성분에는 주펄스의 신호가 들어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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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ASE channeling 방법의 적용.

그림 3-1-17. ASE channel이 생성된 레이저 스펙트럼과 ASE 스펙트럼.

그림 3-1-18은 ASE channeling 방법을 사용하여 예비 증폭기에서 생성된 

ASE 측정 결과이다. 그림의 청색선은 예비 증폭기에 레이저 펄스를 입사시키지 

않았을 때 생성되는 ASE 성분이다. 광검술기에서 검출된 신호를 시간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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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결과와 시간적으로 적분된 ASE의 총 에너지를 에너지 미터로 측정한 결

과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광검출기에서 측정한 신호를 ASE의 순간 출력으로 환

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광검출기 신호를 정량화하여 측정한 ASE의 첨두 출력

은 약 6 kW였다. 그림의 적색선은 예비 증폭기에 레이저 펄스를 입사시킬 때 

생성되는 ASE 성분이다. 레이저 펄스를 입사시키지 않을 때에 비해, 전체적으

로 훨씬 적은 양은 ASE가 생성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주 레이저 펄스 이후의 

ASE 성분이 많이 감소하였다. 주펄스 전에 최대의 ASE 첨두 출력은 약 1.5

kW였으며, 시간적으로 적분된 전체 ASE 에너지는 0.024 mJ 이었다. 이와 같이 

ASE channeling 방법에서는 주펄스의 간섭없이 ASE 성분만을 정량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3-1-18. ASE channeling 방법에 의해 측정된 예비증폭기의 ASE 신호.

ASE channeling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한 주 증폭기 이후의 ASE 신호를 

그림 3-1-18에 나타내었다. 예비증폭기에 비해 두 개의 증폭기를 추가로 거치면

서 ASE 신호도 같이 증폭되어, 최대 약 400 kW의 첨두 출력을 가지는 ASE가 

생성되었다. 주 증폭기에서는 이득포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 레

이저 펄스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증폭이 일어나지 않아 주 펄스 이후에는 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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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강한 이득포화 현상 때문

에, 마지막 주 증폭기의 레이저 왕복 주기(~6 ns)에 따라 ASE 신호가 변조되는 

것도 관측할 수 있었다.

ASE channeling 방법과 기존의 광검출기 측정 방법을 비교하기 위하여,

bandpass 필터를 제거하고 기존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그림 3-1-19에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과 같이 주 레이저 펄스에 의한 신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 

펄스 주변의 ASE 신호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고, short prepulse 신호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신호가 ASE 신호인지 구별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는 ASE channeling 방법으로 측정한 신호와 기존의 측정 방법을 비교

하여 검출된 신호에서 short prepulse 성분을 구별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1-19. ASE channeling 방법에 의해 측정된 주증폭기 이후 ASE 신호.

다. 레이저 prepulse 제어 기술

일반적으로 short prepulse, ASE와 같은 prepulse 성분들은 주 레이저 펄스

가 타겟과 상호작용하기 전에 타겟의 특성을 바꾸어 놓고나 파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거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prepulse 성분

들을 이용하여 유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prepulse 성분

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prepulse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비선형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포화흡수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능동정으로 prepulse

성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림 3-1-20과 같이 Pockels cell과 같은 광스위치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레이저 펄스를 증폭한 후에, 광스위치를 설치하고,

광스위치를 주 레이저 펄스가 통과하기 직전에 개방하고, 그 개방시간을 제어함

으로써 원하지 않는 prepulse를 제거하고 제거되는 양을 제어할 수 있다.

원리적으로는  광스위치를 모든 증폭이 이루어진 이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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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 경우 레이저 펄스의 에너지와 첨두 출력이 너무 높아서, 광스위치가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스위치를 예비증폭기(1차 증폭기) 이

후에 설치하였다. 예비 증폭기는 증폭후의 에너지가 수 mJ에 불과하지만, 증폭

율이 106 배 이상으로 높아, 전제 증폭단의 증폭율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예비 증폭기 이후에 prepulse를 제어하더라도, 전체 증폭기 이후의 

prepulse를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 3-1-20. 극초단 고출력 레이저에서 prepulse 제어 방법.

그림 3-1-21. Pockels 개방시간에 따라 ASE 성분이 조절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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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은 예비 증폭기 이후에 설치한 광스위치에 의해 최종 레이저 

펄스의 ASE 성분이 제어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ASE 성분은 앞에서 설명

한 ASE channeling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광스

위치 개방시간을 뒤로 할수록 ASE 성분이 시간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주 

레이저 펄스 바로 직전의 ASE 첨두 출력은 400 kW 정도로 일정하였다. 이것은 

광스위치 원리상 ASE 성분을 시간적으로 잘라 낼 수는 있지만, 광스위칭 시간

의 한계 때문에 주 레이저 펄스에 너무 가까운 ASE 성분을 제거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주 레이저 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ASE 성분은 0.8 mJ에

서 3.2 mJ까지 제어가 가능하였다.



- 33 -

제 2 절  극초단 고에너지 양성자 및 이온빔 발생

강한 세기의 레이저빔을 얇은 포일 타겟에 집속하면 높은 에너지의 양성자 

혹은 이온빔이 발생한다. 이 때 발생하는 약 양성자빔은 약 60 MeV의 높은 에

너지 [3-2-1], 높은 사양의 emittance (transverse : <0.004 mm․mrad,

longitudinal : <10-4 eV․s) [3-2-2,3-2-3], 짧은 펄스폭, 그리고 안정적인 빔 방향 

[3-2-4]을 가지고 있음이 관측되었다. 최근에는 Esirkepov 등이 제안한 이층구조 

타겟 [3-2-5]을 이용하여 좁은 에너지폭을 가지는 탄소이온빔 (36 MeV, 17% 폭)

과 [3-2-6] 양성자빔 (1.2 MeV, 25%)을 [3-2-7] 발생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3-2-1.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가속을 이용하여 에너지 폭이 좁은 탄소 이

온을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 [3-2-6].

그림 3-2-2. (왼쪽) 독일의 IOQ에서 에너지폭이 좁은 양성자빔을 발생하는데 사

용된 실험 장치와 (오른쪽) 측정한 양성자의 에너지 분포 (삼각형)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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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레이저로 가속된 양성자 (7MeV)를 레이저 핵융합 시 발생하는 

implosion 플라즈마에 입사하여 얻은 양성자 radiography 영상 [3-2-13].

그림. 3-2-4. 일본 PMRC (Photon Medical Research Center) 자료에 소개된 레

이저 기반 소형 암치료 장치 상상도.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플라즈마 가속 이온빔이 방사선 동위 원소 생산 

[3-2-8~10], 플라즈마 radiography [3-2-11~13], 관성 핵융합의 fast ignition

[3-2-14,3-2-15], 암치료 [3-2-16,3-2-17], 그리고 핵물리 [3-2-18~23] 등에 응용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지난 10여 년간의 성공적인 양성자빔 발생에 힘입은 세계 각국의 연구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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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근에는 탁상형 초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10 MeV 이상의 높은 에너지

의 양성자빔 발생과 발생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

력들에는 이층구조 타겟 [3-2-5~7], multihole 타겟 [3-2-24], 수십 나노미터의 극

박막 타겟 [3-2-25], 수십 마이크로미터 지름의 플라스틱 구 타겟 [3-2-26],

multicascade 극박막 타겟 [3-2-27]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공통점은 매우 얇은 타겟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높은 신호대잡음비를 

가지는 레이저를 필요로 한다. 금속의 박막 뒤쪽 면에 얇은 플라스틱 코팅을 이

용하는 방법도 시도되었는데, 양성자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3-2-28~31] 공간분포

의 균일도도 좋아짐이 [3-2-32] 관측되었다.

레이저의 선행 펄스는 선행 플라즈마의 물리적인 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3-2-33] 이를 이용한 양성자빔 발생 또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대학교의 

이해준 박사는 [3-2-34] 적당한 선행 플라즈마 조건에서 양성자빔의 에너지가 증

가함을 2차원 PIC (Particle-In-Cell) 전산 해석으로 보였으며, Kaluza 등은 

[33-2-5] 알루미늄 타겟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타겟의 두께가 ASE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의 펄스폭에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Yogo 등은 펨토초 pre-pulse의 세기를 조절함으로 양성자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3-2-36,3-2-37].

이러한 노력과 함께, 양성자빔의 발생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성공적인 발생 원리는 Isothermal

expansion [3-2-38] 혹은 TNSA (Target Normal Sheath Acceleration)이다. 이 원

리는 고강도 레이저빔의 ponderomotive force에 의해 상대론적으로 가속된 전

자가 타겟의 뒷면에서 만들어내는 강한 sheath field에 의해 뒷면에 불순물로 

있던 양성자들이 가속되는 것으로, 금속 타겟의 경우에 양성자의 최대 에너지를 

잘 예측한다 [3-2-39,3-2-40]. 이 가속 원리의 가장 큰 특징은 타겟 뒷면에 수직

한 방향으로 양성자가 가속이 된다는데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타겟의 경우에 

더 큰 에너지의 양성자가 관측이 된 경우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3-2-41,3-2-42].

이러한 상황에서 본 과제에서는 차세대의 중요한 새로운 입자빔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플라즈마 가속 이온빔 발생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우선 플라스틱 

타겟에서 이온빔이 가속되는 새로운 원리를 개발하였으며 [3-2-43], 선행 레이저 

펄스에 대한 영향이 금속과 플라스틱 타겟에 따라 차이가 남을 관측하였다 

[3-2-44]. 또한 새롭게 개발된 가속 원리를 이용하여 기준의 이층구조 타겟과는 

다른 이층구조 타겟을 사용하여 양성자의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기술을 개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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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즈마 가속 극초단 고에너지 양성자 발생 원리 규명

보다 효율적인 플라즈마 가속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속 원리를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진 TNSA 모형과 최근에 본 연

구팀이 개발한 ARIE (Acceleration by a Resistively Induced Electric field)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가. 기존 이론: Target Normal Sheath Acceleration

그림. 3-2-5. PIC로 계산한 플라즈마 가속에서의 양성자의 위상분포.

레이저를 얇은 박막에 입사할 때 가속되는 양성자는 그림 3-2-5에 보는 것

처럼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레이저가 입사한 부분 (front)에서 

가속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것은 전자가 가속됨으로 형성된 charge separation에 

의해 양성자가 가속되는 것으로 다시 레이저 진행 방향 (forward)과 그 반대 방

향 (backward)으로 가속되는 것으로 나뉜다. 나머지 하나는 레이저 입사 반대편 

혹은 뒷부분 (rear)에서 가속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레이저 진행 방향

으로 가속된다.

Mora에 의해 개발된 Isothermal expansion 모형 [3-2-38] 혹은 TNSA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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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까지 레이저-플라즈마에 의해 가속된 양성자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 

모형으로 타겟의 뒷면에서 레이저 진행 방향으로 양성자가 가속되는 현상을 설

명한다. 이 모형에서 레이저의 ponderomotive force에 의해 상대론적으로 가속

된 전자들은 매질을 통과하여 타겟의 뒷면에 평행하게 강력한 sheath 전기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전기장에 의해 타겟의 뒷면에 불순물로써 있던 수소원자들

이 이온화되고 (Tunnel ionization) 계속해서 가속된다.

그림. 3-2-6. TNSA 모형에 의한 양성자 가속 원리.

타겟의 뒷부분에서 일어나는 가속원리인 TNSA 모형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3-2-38]. 그림 3-4-6의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앞쪽에서 

가속된 전자 (hot electron)가 타겟의 뒷면을 빠져나가면서 sheath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형성되는 sheath는 가속된 전자의 열적 평형 상태를 가정하면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1)

여기에서 는 sheath 전기장,     
      는 가속된 전자의 열

에너지, 는 Debye length이다.   는 normalized vector potential이다 

( : 레이저 전기장 세기,  : 레이저 각진동수). 이러한 조건을 초기 조건으로 하고 

이온이 진공 중에서 팽창된다고 하였을 때, 일정한 시간 뒤에 가속된 양성자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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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포와 최대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exp 



 
m ax     ln  

(3-2-2)

여기에서 는 초기 이온 밀도,   는 이온의 음속이며   

(  
: 이온 plasma frequency,   )이다. 이 식에서는 시간이 경

과할수록 에너지가 계속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시간

으로 sheath가 유지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레이저 펄스폭 (  )을 사용한다. 이 

식을 사용하면 양성자의 경우, 레이저의 세기가 a=5이고 펄스폭이 0.7 ps, 초기 밀

도는 neo=nc (1.7x1021 cm-3)와 nio = 10nc일 때, Th=1.4 MeV가 되며, sheath 전기장의 

세기는 Efr=67 GV/cm에 달한다. 이 때 얻어지는 최대 양성자의 에너지는 약 60

MeV로 실험에서 얻어진 값과 잘 일치한다 [3-2-1]. 최근에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

하여 로 실험적으로 얻어진 값을 이용하여 얻은 다음의 식을 사용한다.

  m in    (3-2-3)

이 식에서 m in =60 fs이고 는 fitting 매개변수로써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 

    ×  (3-2-4)

또한 hot electron의 밀도는 레이저 흡수 효율 ()과 전자의 발산각 (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an 

  

(3-2-5)

여기에서 는 레이저 집속 지름이며, 는 타겟의 두께, 은 레이저 에너지이다.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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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 흡수 효율은 레이저의 세기가   인 경우에는    ×   를 

사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림 3-2-7의 실험 결과를 이용한다.

그림. 3-2-7.   인 경우 매질에 따른 레이저 흡수효율 [3-2-45].

Fuchs 등은 그림 3-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이용하여 금속 타겟일 경우 실험 

결과가 이론 모형과 상당히 잘 일치함을 보였으며 또한 금속 타겟일 경우 TNSA가 

주요 가속 원리임을 보였다 [3-2-39,3-2-40].

그림. 3-2-8. 금속타겟의 경우 레이저 세기에 따른 최대 양성자 에너지의 실험치 

(도형)를 이론치와 비교한 그림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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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는 TNSA 모형의 원리와 함께 이를 이용하여 에너지폭이 좁은 양

성자빔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제안하는 개락도이다. 이 방법의 핵심은 양성자가 

발생되는 시점인 타겟의 뒷면에 폭과 두께가 매우 좁은 양성자원을 의도적으로 

둠으로써, 모든 양성자들이 같은 전기장의 조건에서 가속되게 하는 것이다.

Hegelich [3-2-6]와 Schwoerer [3-2-7] 등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에너지폭이 

좁은 탄소 이온 및 양성자빔을 발생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림. 3-2-9. TNSA 모형을 응용하여 에너지폭이 좁은 양성자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리를 나타낸 개략도 [3-2-5].

나. 개발 이론: Acceleration by a Resistively Induced Electric field

TNSA 모형이 금속 타겟의 경우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타겟의 경우에는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들이 관측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림 3-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실험 조건에서 플라스틱 타겟을 사용한 

경우 금속 타겟보다 훨씬 높은 양성자빔이 관측되었을 뿐더러 발생량 또한 높

게 관측되었다 [3-2-42]. 본 연구팀도 지난 단계 연구에서 두께가 다른 여러 알

루미늄과 Mylar 타겟을 사용한 실험에서 Mylar의 경우 에너지는 약 2배, 발생

량은 약 10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3-2-43]. 또한 Mylar 타겟에서 발

생한 양성자의 최대 에너지는 TNSA에서 관측하는 것보다 약 3 배 정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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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0. 같은 실험 조건에서 Mylar 타겟을 사용한 경우 알루미늄이나 구리 

타겟을 사용한 경우보다 에너지 (위)와 발생량 (아래)이 높게 관측된 결과 

[3-2-42].

그림. 3-2-11. 알루미늄과 Mylar 타겟에서 발생한 양성자의 에너지 스텍트럼.

Mylar 타겟의 경우 에너지는 약 2배, 발생량은 약 10배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

다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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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행 플라즈마 혹은 

background 플라즈마의 특성이 금속인 경우가 플라스틱인 경우 다르다는데 착

안하여 새로운 가속 모형을 개발하였다. 특히 주 레이저빔이 입사되기 직전의 

차가운 플라즈마의 경우 그림 3-2-12에서 보는 것처럼 도체와 부도체 플라즈마

의 전도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3-2-46]. 실험적으로도 플라스틱 타겟을 사용

한 경우 레이저에 의해 가속된 전자가 저온의 플라즈마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이 관측되었는데 [3-2-47,3-2-48], 본 연구팀도 그림 3-2-13에서처럼 

패러데이컵 신호를 관측함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3-2-43].

그림. 3-2-12. 알루미늄과 CH 플라스틱의 경우 저온 (10 eV 이하)에서 플라즈마 

전도도가 상당히 차이가 남을 보여준다 [3-2-46].

그림. 3-2-13. 알루미늄 타겟에서는 선명한 전자 신호가 관측되지만 Mylar의 경

우에는 거의 관측되지 않았다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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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 ARIE를 설명하기위해 플라즈마에서 레이저에 의해 가속되는 hot

electron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에 의한 전류와 이를 상쇄하기 위한 cold

electron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에 의한 return current를 나타낸 그림 

[3-2-43].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 이미 관측되었으며, Bell 등은 RIE (Resistively

Induced Electric field)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

였다 [3-2-49]. 그림 3-2-14를 보면, 강한 세기의 레이저에 의해 상대론적으로 가

속된 전자가 플라즈마를 진행하는데 이를 전류로 표현하면  ≃ 와 같

다. 이 때 발생하는 전류는 매우 커서 이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을 계산

하면 레이저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즉 순수하게 hot

electron에 의한 전류는 유지될 수 없게 된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background에 있는 cold electron에 의한 return current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것은  ≃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return current는 hot electron에 의

한 전류와 비슷한 크기로 생각할 수 있다. Return current가 발생하는 힘의 원

천은 hot electron이 진행하면서 전자와 이온이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즉, charge

separation에 의한 전기장으로 옴의 법칙을 사용하면 이 전기장 혹은 RIE는 

 ≃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는 background cold plasma의 저항

계수로써 플라즈마 저항이 크면 클수록 강한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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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상태에서 열전자와 전기에너지가 열적 평형 상태를 이룬다고 가정하면 

RIE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3-2-6)

이 식에서 는 타겟 앞면으로부터의 거리이고      이다.   에서

의 열전자 밀도 ( in cm-3)와 penetration depth ( in )는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3-2-7)

  




 (3-2-8)

여기에서 레이저 세기 는 1018 W/cm2, 는 ps이고 와 는 각각 MeV와 이

다. 그림 3-2-15는 RIE를 이용하여 열전자의 공간분포를 계산한 것으로 전자들이 타

겟의 앞부분에 주로 몰리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 중요한 변수는 인데, 이 값이 

타겟의 두께보다 충분히 큰 경우에는 상당한 열전자들이 타겟을 빠져나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의 TNSA에 의한 가속이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타겟의 앞부분에 상당한 크기의 전기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15. RIE에 의한 열전자의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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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상태에서 위에서 얻은 RIE에 의해 양성자가 가속된다고 가정하면, 양

성자가 얻을 수 있는 최대 에너지는 
m ax  가 되는데 이를 식 3-2-7과 

3-2-8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m ax≃ 


  


(3-2-9)

여기에서 양성자의 에너지는 MeV로 나타내었다. 이 식에서 최대 양성자 에너지는 

background 플라즈마의 저항계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플

라스틱의 경우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가속원리는 표

면이 아닌 bulk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플라스틱의 경우 더 많은 양성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림. 3-2-16. 레이저 펄스폭이 100 fs 이하인 경우에 대해 최대 양성자 에너지

의 실험치와 이론치 (TNSA, ARIE)를 비교한 그래프. 네모 안에 표시된 저항계

수는 ARIE-plastic의 경우 이론치 계산에 사용된 값이다.

위에서 얻은 식을 이용하여 그림 3-2-16에 실험치와 이론치를 비교하였다.

ARIE 모형에서는 플라즈마의 저항계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ARIE 계산값은 최대 양성자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저항계수를 임의로 

정한 다음 (그림 3-2-16에서 네모 안의 값, 표3-2-1), 이 값이 적당한 지를 판단

하였다. 그림 3-2-12에서 보는 것처럼 사용된 값들이 플라즈마의 온도가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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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일 때, CH 플라스틱인 경우의 저항계수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라

스틱의 경우 레이저 세기가 낮은 영역에서는 TNSA 이론값이 실험값과 차이가 

많지만, ARIE 모형을 이용하여 최대 양성자 에너지를 구해낼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레이저의 세기가 1020 W/cm2 [3-2-50]로 높은 경우에는 TNSA 이론치도 실

험치와 비슷한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세기가 큰 레이저의 선행 펄스에 의해 이

미 background 플라즈마의 온도가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1. 그림 3-2-16의 이론치를 계산할 때 사용한 플라즈마 변수들.

2. 레이저 가속 극초단 고에너지 양성자빔 발생 및 계측 장치

그림. 3-2-17. 레이저 가속 극초단 고에너지 양성자빔 발생 및 계측 장치.

고강도의 레이저와 플라즈마의 상대론적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고에너지의 

이온빔을 발생하는 장치는 극초단 초고출력 레이저, 레이저 집속 광학계,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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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렬 장치, 그리고 계측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17]. 극초단 초고출

력 레이저는 1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계측 장치

로는 레이저빔의 집속 크기를 측정하는 Lens assembly와 CCD,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x선을 측정하는 x-ray photon diode (XPD), 양성자빔의 전기 신호 측

정을 위한 Faraday cup, 그리고 양성자의 에너지 분포 측정을 위한 Thomson

Parabola Spectrometer (TPS) 등이 있다. Faraday cup과 TPS 비행 거리 혹은 

좁은 발산각을 확보하기 위해 주 챔버에 딸린 작은 사각 챔버에 설치하였다. 경

우에 따라서는 주 챔버 안에 plastic nuclear track detector인 CR39를 주 챔버에 

설치하여 양성자빔의 공간 분포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그림. 3-2-18. 레이저 가속 극초단 고에너지 양성자빔 발생 및 계측 장치.

그림. 3-2-19. Lens assembly와 CCD로 획득한 레이저 집속 영상. 레이저 세기의 

FWHM으로 측정한 빔의 지름은 10 TW 일 때와 30 TW 일 때 각각 6.9 m와 

7.6 m이며 레이저 첨두 세기는 각각 1.3x1019 W/cm2, 3.2x1019 W/c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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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8에 나타낸 것처럼, 펄스 압축 챔버에서 극초단 펄스로 바뀐 레이

저빔이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 진공 챔버의 왼쪽으로 입사되어 OAP

(Off-Axis Parabola) 거울에 의해 타겟면에 30도 혹은 45도의 입사각을 가지고 

집속된다. 이 때 발생하는 타겟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타겟의 뒤쪽으로 가속된 

양성자는 사각챔버 안에 있는 faraday cup과 TPS에 의해 계측된다. 레이저빔의 

집속 크기는 타겟이 없을 경우에 배율이 30배인 렌즈 구성품으로 집속 영상을 

획득함으로써 측정한다 [그림 3-2-19].

타겟 시스템, Faraday cup 그리고 TPS의 설계 및 성능에 대해서는 아래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가. 타겟 시스템

그림. 3-2-20. 얇은 Mylar 타겟을 팽팽하게 고정하기 위한 grooved target

mount 사진 (위)과 조립 순서 (아래).

타겟 시스템은 타겟 마운트와 타겟 정렬 장치로 나눠진다. 타겟 마운트는 

두께가 수 마이크로미터이고 크기가 약 5 cm x 5 cm인 포일을 평평하게 유지

하기 위한 것이며, 타겟 정렬시스템은 레이저의 집속면에 매번 새로운 타겟면을 

정확히 이동하여 고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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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레이저를 집속할 때 마다 새로운 면을 레이저 집속면에 위치하기 위해

서는 수 마이크로미터의 두께를 가지는 매우 얇은 포일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실험에서는 편평도가 좋은 두 개의 알루미늄 판을 이용하

여 고정하였으나, 고정할 때부터 포일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팀은 이

를 해결하기 위해 홈과 O-ring을 이용하여 포일 타겟을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

는 간단한 마운트를 고안하였다 [그림 3-2-20]. 이 마운트는 아래판과 고정판으

로 나눠지는데, 그림 3-2-에서 보는 것처럼 아래 판에는 홈이 나있다. 이 홈에 

맞추어 고정판의 O-ring이 압력을 가하면서 고정하면, 그 사이에 있는 포일 타

겟이 당겨지면서 팽팽하게 고정된다. 이 마운트를 이용하여 두께가 2 m

Mylar도 쉽게 장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강한 장력에 의

해 찢어지는 일이 빈번하여 고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평면 타

겟 마운트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림. 3-2-21.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타겟 공급을 위한 reel target mount.

위와 같은 평면 타겟의 경우 매번 새로운 타겟면을 평행 이동하여 레이저 

집속면에 옮겨야 한다. 이 때 타겟면이 집속면으로 정확히 이동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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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마운트의 평면과 평행이동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밀 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thickness gauge를 이용하여 매번 이를 

확인하곤 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타겟 마운트의 바깥 면과 타겟면이 평행

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레이저의 focal depth가 약 50 m 정도므로 적어도 10

m의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타겟 마운트를 여러 번 장착하는 경우

에는 실험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 이미 reel target mount가 많이 고안되어 사용되어오고 있다. 그림 

3-2-21에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막대로 정의되는 타겟면이 고정

되기 때문에 최초에 집속면에 정렬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없게 된다. 하지만 타겟면을 평평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장력을 유지하

여야 하는데, 매우 얇은 포일을 사용하는 경우 자칫 타겟면이 파손될 우려가 생

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reel을 감는 모터의 구동 전류를 제어하

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팀은 보다 간단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해결하

였다. 그림 3-2-21의 Tension 강화 부품은 간단한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포

일에 따라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모터도 위의 것 하나만 구동하

게 하고 아래 것은 벨트를 사용하여 같이 구동되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

치 제작과 제어를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 Tension 강화 부품의 스프링은 

늘어진 tape의 tension을 적당한 크기고 계속 유지시켜주어 항상 레이저 집속면

의 타겟면이 평평하게 유지되게 한다. 하지만 최초에 reel에 tape 느슨하게 감긴 

경우에는 tape이 감김에 따라 위와 아래위 reel의 구동 거리가 달라져 스프링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 또한 tape의 길이가 긴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약 1 m 내외의 길이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위에서 설명한 타겟 마운트는 그림 3-2-22의 타겟 정렬 시스템 위에 장착된

다. 이 정렬 시스템은 3 개의 직선이동과 1개의 회전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챔버 바깥에서 컴퓨터에 의해 제어된다. 양성자빔 발생을 위한 레이저-플라즈마 

반응 챔버는 기본적으로 고진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터 등에 사용되는 

오일이 집속 광학계에 코팅되어 레이저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진공 모터 

등이 요구된다. 본 타겟 정렬 시스템에 사용된 모터는 Piezo 방식을 사용한 것

으로 진공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최소 이동거리는 10 m로 

본 연구를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레이저 집속 위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험을 

위해서는 보다 높은 사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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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4축 타겟 정렬 시스템.

나. 파라데이컵

그림. 3-2-23. 다른 계측 장치와 동시에 전하입자빔 측정 가능한 FC의 개략도.



- 52 -

레이저 플라즈마에 의해 가속된 양성자를 가장 정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CR39 plastic nuclear track detector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CR39를 사용하

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공 챔버 속에서 양성자빔에 노출된 CR39를 꺼

내어 약 6~8 시간의 후처리를 거쳐야만 한다. 이런 단점을 보안하기 위하여 전

기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정밀한 계측 장치는 고가의 장비여서 

구비하기가 쉽지가 않다. 본 연구팀은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이전 단계에서 

CR39를 사용하는 실험에서 실험 조건들이 제대로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다른 

실험 조건들 간에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FC (Faraday cup)을 사용

하였다.

통상적인 FC는 전하를 띤 입자빔이 갇히게 됨으로 TPS와 같은 계측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은 그림 3-2-23과 같이 

뒤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 FC를 특별리 고안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신호를 뽑아

내는 BNC는 옆으로 장치의 옆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빠른 신

호의 왜곡이 우려되었으나 실제 측정한 신호는 일번적인 FC와 차이가 거의 없

었다. 본 연구에서는 TPS 측정 시, 이 FC의 신호를 관측함으로써 한 CR39에 

축적되는 레이저 발사수를 정하였다.

다. Thomson Parabola Spectrometer

그림. 3-2-24. 구멍 난 FC와 TPS 장치가 설치된 사진.

양성자의 에너지 분포와 발생량을 가장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는 장치는 

CR39를 사용한 TPS 장치이다. TPS 분석과 CR39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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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단계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3-2-24는 그림 3-2-17에서 사각챔버 안에 FC와 TPS가 실제로 설치된 

사진이다. 가장 왼쪽에는 잡음 신호를 주는 다른 방향으로의 입자빔 혹은 x-선

을 막기 위한 알루미늄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설명한 FC이 설

치되어 있다. 그 다음이 TPS의 핀홀이 설치된 모습이다. 이 세 가지는 정렬을 

쉽게 하기 위해 하나의 판 위에 설치되게 고안하였다. 타겟에서부터 핀홀까지의 

정밀한 정렬을 위해서 뒤쪽에서부터 정렬용 He-Ne 레이저를 사용하였다.

지름이 150 m인 핀홀은 타겟으로부터 약 1.1 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었

으며 이것은 solid angle로는 약 1.5x10-8 sr에 해당한다. 자석의 edge field는 양

성자의 에너지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소인데, 특히 앞부분의 edge field는 양성

자에 진행방향에 수직방향으로의 속도 성분을 가지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 길이가 약 5 cm인 순철의 중심에 구멍을 내어 자석 앞부분에 설치하고 이 

끝 부분에 핀홀을 장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2-25. 자석의 edge field 측정 결과.

자석 앞부분의 edge field는 차폐가 가능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이온빔의 에

너지와 전하-질량비에 따라 퍼지기 때문에 차폐를 설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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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에너지 분석을 위해서는 이 edge field를 측정하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

다. 그림 3-2-25는 길이가 5 cm이고 gap이 약 6 mm인 자석의 edge field를 측

정한 결과이다. 경계면에서 약 5 cm 떨어진 곳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약 1/100

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선은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edge field 만을 지수 함수에 fitting하여 그린 것으로 그 식은 다음과 같다.

  exp   exp   (3-2-9)

그림 3-2-25에서 구해진 fitting paramter의 값은 각각    kG,    kG,

   mm,    mm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빔이 자기장과 전기장에 의한 

운동을 계산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작성하여 양성자의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그림 

3-2-26은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CR39 상의 위치에 따른 양성자 에너지이다. 이 결과

는 핀홀과 자석간의 간격 2 cm를 고려하였고, CR39를 자석에서 5 cm 떨어진 곳에 

설치한 경우로 edge field를 고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였다.

그림. 3-2-26. CR39 상의 위치에 따른 양성자 에너지 분석 결과.

양성자 발생 실험은 진공 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CR39를 사용하는 실

험의 경우 새로운 측정을 위해서는 매번 진공을 깨고 다시 장착한 다음 다시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모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를 개선하기 위한 컨베이어 장치를 고안하여 설치하였다 [그림 3-2-24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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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이 컨베이어에는 한 번에 최대 6장의 CR39를 장착하는 것이 가능하며,

위아래로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공을 해체하지 않고 최대 12 개

의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구멍 난 FC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며 제한된 레이저 허용 시간 동안에 많은 결과를 획득하는 것

이 가능하게 한다. 그림 3-2-27은 전형적인 CR39 track 영상을 보여준다. 선명한 

양성자 선위로 전하가 서로 다른 탄소 이온 선들이 보인다.

그림. 3-2-27. CR39에 나타난 양성자 및 탄소 이온 track (위)과 양성자의 경우 

에너지에 따라 확대하여 본 영상 (아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낮다.

3. 레이저 플라즈마 가속 양성자빔 발생 결과

이전 단계에서는 타겟이 금속인 경우와 플라스틱 인 경우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여 플라스틱일 때 양성자의 발생량과 에너지 모두 금속에 비해 상당히 높

은 것을 관측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ARIE라는 새로운 가속 이론 

모형을 개발하였다 [3-2-1-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양성자 발생 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레이저의 

선행 펄스의 조건에 따른 연구와 이중구조 타겟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

행 펄스에 대한 연구에서도 타겟의 종류에 따른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관측하

하였다. 특히 Mylar의 경우 선행 펄스 조건에 따라 양성자의 최대 에너지가 약 

3 배 가량 증가하였다. Mylar에 0.3 m 두께의 얇은 알루미늄을 코팅한 이중구

조 타겟 실험에서는 본 연구팀이 개발한 ARIE 이론 모형을 지지하는 실험 결

과를 관측하였으며, 단일 Mylar 타겟보다 최대 에너지가 약 1.4배 증가하는 것

을 관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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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레이저의 선행 펄스에 따른 양성자빔 발생 특성

본 실험 결과는 지금의 실험 장치로 개선되기 이전에 행해진 것이다. 레이

저빔은 초점거리가 178 mm인 OAP를 사용하여 타겟면에 45도의 입사각으로 

집속되었으며, 250 mJ의 레이저 에너지가 약 12 m의 지름에 집속되어 레이저

의 세기는 2.4x1018 W/cm2였다. 또한 지금 설치된 고속 Pockels cell 대신 

rising time 2~3 ns인 Pockels cell을 사용하였다. 선행 펄스의 조건은 이 

Pockels cell의 지연 시간 ( )을 조절하여 선행 펄스폭 (  )을 제어하였다. 그

림 3-2-28은 레이저빔이 압축되기 전에 fast photodiode (818-BB-20, Newport,

200 ps rising time)를 사용하여 ASE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 부분을 

를 바꾸어가며 측정한 것으로 saturation된 주펄스를 기준으로  가 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29는 그림 3-2-28의 신호로 와  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이 후의 실험 결과는 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85 ns 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의 계측장치로 정확한  를 측정할 수 없었으며 대략  

<1 ns 인 것으로 판단된다. 레이저 에너지는 =87 ns 일 때부터 줄어들기 시

작하는데 이 시점에서부터는 Pockels cell이 주펄스를 막기 시작한다고 여겨진

다. 따라서 =90, 92 ns 일때는 레이저의 세기가 각각 1.7x1018 W/cm2,

7.2x1018 W/cm2가 된다.

그림. 3-2-28. Pockels cell의 지연 시간 ()에 따른 선행 펄스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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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9. 에 따른 ASE 펄스의 길이와 레이저 에너지.

그림. 3-2-30. 에 따른 양성자 에너지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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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0은 를 바꾸어가며 측정한 양성자의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두

께가 다른 Al과 Mylar 타겟에 대해 측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타겟에 상관없이 

 가 줄어들수록 양성자의 발생량와 에너지가 모두 증가한다. Al인 경우에는 

두께가 얇은 경우 (2 m)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두꺼운 경우 (15 

m)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Mylar 인 경우에는  가 줄어들수

록 두께에 따른 차이가 점차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증가한다. 특이한 

것은 =90 ns인 경우는 =87 ns인 경우에 비해 레이저의 세기가 약 30%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한 양성자빔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레이저의 에

너지보다 선행 펄스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양성자빔 발생에 효과적이라는 것

을 보여준다.

그림. 3-2-31. 에 따른 최대 양성자 에너지.

그림 3-2-31은 최대 양성자 에너지 (
m ax )를 에 대해 그린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서 가 증가 즉   감소될 때 
m ax가 대체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오른쪽에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은 레이저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그래프는 또한 Al과 Mylar 타겟이 확연히 차이가 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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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Al인 경우는  가 감소할수록 두께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서, 두께

가 얇을수록 양성자의 최대 에너지가 높게 관측되었으며 이 값은 TNSA 모형에

서 예측한 값과 잘 일치하였다. 하지만 Mylar의 경우는 두께에 관계없이 약 1.5

~ 1.6 MeV의 비슷한 에너지가 관측되었다. 이 최대 에너지는  가 상당히 긴 

경우에 비하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이 현상은 앞에서 제시한 ARIE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가 줄어듦에 따라 낮은 온도의 선행 플라즈마가 발생

하여 높은 전기 저항이 높은 플라즈마가 형성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의 양성

자가 발생된다. 또한 ARIE 모형은 두께에 대한 영향이 없다. 따라서 같은 선행 

플라즈마 조건이 형성되며 비슷한 에너지의 양성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3-2-32. 두께가 6 m인 Mylar 타겟에 대해 CR39로 얻은 에 따른 양성

자의 공간 분포 (Ep > 0.8 MeV). 맨 위의 사진에 나타낸 원은 발산각을 표시한 

것이며 위로부터 =85, 87, 90 ns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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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두께가 6 m인 Mylar 타겟의 경우 에 따른 양성자의 발산각.

그림 3-2-32는 양성자빔의 발산각 혹은 공간 분포를 측정한 것이다. 이 측정

을 위해서 타겟에서 약 9 cm 떨어진 곳에 타겟면에 평행하게 CR39를 설치하였

다. 가운데의 구멍은 뒤에 설치된 TPS 계측을 위한 것이다. 플라즈마에서 발생

하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낮은 이온과 x-선을 막기위해서 CR39를 13 m 두께

의 Mylar로 차폐하였다. 이 경우 에너지가 0.8 MeV 이상인 양성자에 대해서만 

관측된다. 우선 양성자빔의 패턴이 기대했던 대칭적인 원이 아닌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shot-to-shot 변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보다 열전자가 플라스틱 내부에서 진행이 어려운 현상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ARIE 모형에서 보았듯이 양성자가 내부에서 폭발하듯이 발생하여 플라스틱 

내부를 진행하면서 빔의 형태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결과

로 대략적인 양성자빔의 발산각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림 3-2-33].   줄어듦

에 따라 발산각이 커지는 것은 더 강력한 RIE에 의해 양성자가 폭발적으로 발

생하기 때문이며 오른쪽 두 개의 점은 레이저의 세기가 줄어든 것 때문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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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에 따른 양성자의 발생량 (Ep > 1 MeV).

그림 3-2-30의 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과 그림 3-2-33의 발산각으로 양성자

의 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었다. 발산각은 에너지가 0.8 MeV 이상인 경우에 측

정한 것이지만, 1 MeV 인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여 그림 3-2-34의 

발생량을 얻었다. 두께가 2 m인 Mylar인 경우에 =87 ns에서 본 연구의 목

표인 발생량 108을 얻었다.

나. 이중구조 타겟을 이용한 양성자빔 에너지 증대

TNSA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금속의 뒷면에 플라스틱 코팅한 이중구

조 타겟을 이용하여 양성자의 에너지를 증대시키는 연구는 여러 연구 그룹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TNSA 보다 더 높은 에너지의 양성

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ARIE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와는 달리 플라스틱 타겟

에 Al을 코팅한 타겟을 사용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Mylar는 두께가 각각 6,

12.5 m인 것을 사용하였으며, Al 코팅의 두께는 0.3 m이다. 다른 실험 조건

은 3-2-2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레이저 집속 광학계로는 초점 거리가 272 mm

인 OPA를 사용하였고 타겟면에 30도의 입사각으로 집속되었다. 또한 ASE 효과

를 줄이기 위하여 rising time이 약 150 ps인 Pockels cel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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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5. Mylar에 Al을 코팅한 이중구조 타겟과 실험 조건.

그림 3-2-35는 Al 코팅의 효과를 보기위하여 수행한 실험 조건이다. 단일 

Mylar 타겟은 비교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Al 코팅 면이 레이저 입사면이 경우

과 반대쪽에 위치한 경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2-36. 두께가 12.5 m인 Mylar에 대해 타겟의 구조에 따른 양성자 에너

지 스펙트럼.

두께가 12.5 m인 Mylar의 경우에 얻은 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을 그림 

3-2-36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레이저의 에너지가 280 mJ 즉 레이저의 세기가 

약 1.3x1019 W/cm2일 때 얻은 것이다. 우선 Mylar 만을 사용할 때와 이중구조 

타겟의 Al이 레이저 입사면에 있을 때는 최대 양성자 에너지의 차이가 거의 없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중구조 타겟에서는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양성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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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량이 약 10배 가량 줄어들었다. 특이한 것은 이중구조 타겟에서 Al이 타겟

의 뒤에 둔 경우인데, 양성자의 최대 에너지가 약 1/3으로 줄어드는 것이 관측

되었다.

그림. 3-2-37. Al 코팅이 양성자의 진행에 주는 영향을 보기 위한 PIC 계산 결

과. 레이저가 Al면에 입사한 경우 (위)와 반대면에 입사한 경우 (아래)의 위상 

분포.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2차원 PIC 전산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산 코드

는 미국의 Berkeley의 플라즈마 이론 그룹에서 개발한 XOOPIC (X window

Object Oriented PIC) 코드를 사용하였다. 이 코드는 ARIE에서 중요한 물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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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플라즈마 저항을 제대로 다룰 수 없지만, Al 코팅이 양성자의 진행에 주는 

영향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다. Mylar 부분은 이온화된 수소로 모델링하였으며,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하여 두께를 3 (=0.8 m)로 하고 밀도는 10로 하였

다.   


로 critical electron density를 나타내며 보다 간편한 식으로 

나타내면    × 
 cm-3이 된다. 이 식에서 은 레이저의 파장으로 마

이크로미터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Al 코팅 부분은 전하가 4인 Al 이온과 전자

로 구성하였으며 두께는 /2이고 이온의 밀도는 10로 하였다. Al이 진공에 

접한 면은 두께가 /16인 수소 플라즈마를 두어 불순물을 나타내게 하였다.

레이저는 =5,    =5 (=2.7 fs, 레이저 진동 주기) 그리고    =2

을 사용하였다. 전산 해석은 16x16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최소 공간 cell

의 크기는 /16x/16이고 각 cell에는 32의 macro particle을 사용하였다.

그림 3-2-37은 Al 코팅이 레이저 입사면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양성자의 위상 분포를 그린 것이다. 배경의 사각형은 초기 위치를 나타내고 레

이저는 왼쪽에서 입사된다. 우선 타겟의 뒷면에서 가속되어 발생된 양성자 

(TNSA 양성자)는 Al 층의 위치에 관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타겟의 

앞면에서 가속되어 뒤쪽으로 진행하는 양성자의 경우 (ARIE 양성자) Al 층이 

뒤에 있을 때는 진행하지 못하고 막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계산에서는 플라즈

마의 저항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TNSA에 의한 양성자의 에너지가 더 

높게 나온다. 이 결과와 그림 3-2-36의 실험 결과를 함께 생각하면 Mylar에서 

발생하는 양성자의 높은 에너지 부분은 타겟의 앞부분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

다. 즉 Al 층이 앞에 있을 때는 타겟의 앞부분에서 발생한 양성자가 타겟의 뒤

쪽으로 진행되어 계측되었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Al 층에 막혀서 계측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본 연구팀이 개발한 ARIE 모형을 뒷받침

해 주는 중요한 실험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두께가 6 m인 Mylar의 경우에 대해서 Mylar 단일층인 경우와 이중구조 

타겟에서 Al 층이 레이저 입사면에 있는 경우를 비교하였다. 발생량은 두께가 6

m인 Myla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중구조 타겟의 경우 줄어든다. 하지만 그

림 3-2-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일구조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이중구조인 경우 

12.5 m 두께의 Mylar와는 달리 최대에너지가 4.7 MeV로 약 40% 증가하는 것

이 관측되었다. 특히 이 값은 TNSA에서 예측한 3.4 MeV 보다도 높은 에너지

이다. 이 관측은 같은 조건에서 행해진 16번의 계측에서 2번 관측된 것으로 대

부분의 경우 (9번)는 최대 에너지가 3.1 ~ 3.9 MeV로 Mylar 단일구조 타겟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shot-to-shot variation은 실험 조건이 매우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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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타겟면과 레이저 집속면의 정렬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본 과제에서 개발한 reel target

mount를 활용함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3-2-38. 두께가 6 m인 Mylar에 대해 타겟의 구조에 따른 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그림. 3-2-39. Al 코팅에 양성자 에너지가 증가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PIC

계산 결과.

단일 구조인 경우와 이중 구조인 경우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앞에서와 같

은 2차원 PIC 전산 해석을 같은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3-2-39는 전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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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얻은 70 fs 때의 전자의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아직 정확한 물리

적 메커니즘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Al 코팅층인 레이저 입사면에 있는 경우 

보다 높은 에너지의 전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직선은 

Maxwell 분포에 fitting한 것으로 단일구조일 때와 이중구조일 때 온도가 각각 

0.49 MeV와 0.83 MeV로 이중구조일 때 약 1.7 배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레

이저 플라즈마 양성자 가속은 플라즈마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정전기장에 의

해서 이루어지며, 이 정전기장은 높은 에너지로 가속된 전자에 의해 형성되므로 

위의 결과는 이중구조인 경우 더 높은 에너지의 양성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림. 3-2-40. 레이저 세기가 3.2x1019 W/cm2 일 때 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이중구조의 타겟에 대해 레이저의 에너지를 약 735 mJ로 증가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레이저의 세기는 3.2x1019 W/cm2이다. Mylar의 두께가 12.5,

6 m인 경우 관측된 최대 에너지는 각각 3.3 MeV와 4.8 MeV로 1.3x1019

W/cm2의 레이저 세기에서 단일구조에서 얻은 결과에 비하면 각각 1.7배, 1.5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중구조 타겟 6 m로 얻은 결과와는 별 차이를 얻지 못하

였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감한 실험 조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

며 보다 정밀하게 실험 조건을 제어함으로써 높은 에너지의 양성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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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극초단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

테라헤르츠 (THz) 파는 마이크로파와 광학파의 중간에 위치하며 파장은 30

mm - 1 mm, 주파수는 0.3 - 10 THz, 그리고 광자 에너지는 수 meV에 해당하

는 광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T-ray'라 불려진다 [그림3-3-1참조]. 2004년 

MIT Technology review 2월호에서 ‘미래의 삶을 바꿀 10대 기술’로, 그리고 

2005년 일본 정부에 의해 ‘향후 10년 동안 중점 추진할 10대 근간 기술 중 최우

선 추진 과제’로 선정되면서 이 광원의 실용적인 중요성이 최근 급격히 부각되

었다. T-ray는 암 진단 등과 같은 의료 영상, 보안 검색, 의약품 분석, 반도체 

비파괴 검사 등에 활용 될 수 있음이 이미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이전에

는 관측할 수 없었던 파장 영역에서의 물질 분석으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데 획기적인 광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3-1. 주파수 영역에 따른 다양한 산업적 응용 분야와 테라헤르츠 영역.

지금까지 주로 개발된 T-ray 광원은 [3-3-1,3-3-2] 평균 출력이 수 mW -

mW (펄스당 에너지 약 수 nJ)로 매우 낮기 때문에 간단한 계측을 위해서도 시

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T-ray가 의료 영상이나 보안 검색 등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광원의 평균 출력이 수 W로 높아야 하며 [3-3-3], 물질의 동

역학적인 특성이나 광원의 비선형적인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첨두 전

기장 (MV/cm)이 요구 된다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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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2. T-ray 응용연구 예. 테라헤르츠를 이용하여 우편물 속의 마약을 성

분비까지 정밀 검색하는 기술 시현 (왼쪽) [일본 이화학연구소], 암 진단 가능성

에 대한 평가 (오른쪽) [미국 Jefferson Lab과 영국 Teraview사 공동 연구결과].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근에는 가속기 등을 이용한 T-ray 발생 기

술이 개발되고 있다 [3-3-7,3-3-8]. 특히 2002년 미국의 국립연구소인 JLAB

(Jafferson National Lab.)에서는 coherent synchrotron radiation을 이용하여 20

W의 평균 출력을 달성하였다 [3-3-9]. THz 영역에서 발진하는 자유전자레이저 

또한 고출력 T-ray 광원으로써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 러시아 등에서 개발

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9년에 THz 발진에 성공하여 

현재 여러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3-10]. 하지만 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은 장치가 크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

근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상대론적 플라즈마를 이용한 T-ray 발생 기술’이

다. 펄스폭이 매우 짧은 table-top 규모의 고강도 레이저와 플라즈마의 상대론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상대론적 플라즈마 물리‘ 분야는 21세기 새로운 과학 영

역으로 지난 10년 동안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극초단 고강도 레이저와 상대론

적 플라즈마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T-ray 광원은 앞에서 언급한 가속기의 단

점을 극복하면서 펄스당 에너지가 μJ 이상인 광대역의 THz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로 최근 급격히 인식되고 있다. 1993년 미국의 UCB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연구팀은 최초로 레이저에 의해 발생된 플라즈마에서 

T-ray (0.5 μJ/펄스)를 측정하였으며 [3-3-11],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의 공동 연

구팀은 2002년 비교적 두꺼운 고체 타겟에 1-10 J의 극초단 펄스를 집속하여 

transition radiation에 의해 비교적 파장이 짧은 (370-880 nm) 빛이 발생하는 것

을 관측하였다 [3-3-12]. 이러한 관측에 힘입어 미국 국립연구소인 LB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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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rence Berkely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2003년 좀 더 체계적인 실험을 

수행하여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3-3-3. T-ray 영역 및 여러 발생 방식에 따른 광원의 분광 세기[from Prof.

G. Kulipanov, Budker INP, Russia].

이 실험에서는 3-5 nJ정도의 T-ray가 발생하였으나,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100 μJ의 T-ray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실험을 제안하였다 [3-3-13,3-3-14].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물리연구소에서는 레이저에 의해 발생한 강한 세기의 플라즈마

파인 wakefield의 linear mode conversion에 의해 펄스당 수 mJ의 T-ray가 발

생할 수 있음을 자세한 수치해석으로 보였다 [3-3-15]. 일본에서는 2005년 고체 

Ta 타겟에 200 mJ 정도의 극초단 레이저를 입사하여 강한 세기의 T-ray가 발생

하는 것을 관측하였다 [3-3-16]. 본 연구에서는 고체 타겟과 기체 타겟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상대론적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되는 고출력 테라헤르츠 파를 실증

하고, 효율적인 테라헤르츠 파를 얻기위해 다양한 파라메타들을 비교분석함으로

써 서로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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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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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고출력 레이저 펄스에 의해 타겟에서 발생되는 방사광 및 입자들.

가. Linear mode conversion

그림 3-3-5. Linear mode conversion.

얇은 고체 타겟에 극초단 레이저 펄스를 집속시키면 레이저의 강력한 전기

장에 의해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플라즈마 내의 전자는 pondermotive force에 

의해 플라즈마 파동을 발생시킨다. 이때 발생된 플라즈마 파동을 laser

wakefield라 한다. 발생된 wakefield는 linear mode conversion을 통하여 플라

즈마 주파수(plasma frequency)에 해당하는 강력한 테라헤르츠 파장 영역의 방

사광을 방출한다. Linear mode conversion은 비균질 플라즈마(inhomogeneous

plasma)내에 빛의 공명 흡수에 의해 입사된 electromagnetic wave가 

electrostatic wave에 의해 테라헤르츠파로 전환되는 현상을 말한다.[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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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herent transition radiation

그림 3-3-6. Coherent transition radiation [3-3-17].

전하를 띤 입자가 유전율이 다른 물질의 경계면을 통과할 때, 특정한 조건

에서 전자기파가 발생되는 것을 transition radiation이라 한다. 초고출력의 레이

저를 기체 타겟에 입사하면 wakefield에 의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전자빔이 플

라즈마 내에서 발생한다. 이 전자빔이 플라즈마와 진공의 경계를 통과할 때 

transion radiation에 의한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이 때 전자빔의 펄스폭이 매우 

짧고 에너지폭이 좁으면 각 전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들이 결맞음효과로 

인해 테라헤르츠파의 세기가 전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강한 전자기파가 발

생한다.

2.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 및 계측 장치

레이저를 이용한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 장치는 플라즈마 발생부와 계측부

로 구성되어 있다. 플라즈마 발생부인 극초단 레이저 장치에 대해서는 1절에,

레이저-플라즈마 반응용 진공 챔버는 2절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계

측 장치에 대해 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 실험 장치

1) 고체 타겟에서의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테라헤르츠 파 발생장치

그림 3-3-7은 고체 타겟을 이용한 레이저 유도 상대론적 플라즈마로부터 발

생되는 테라헤르츠 측정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파장 0.8 mm, 펄스 폭 30 fs,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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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당 에너지는 200 mJ 인 Ti:Sapphire 레이저 펄스를 고체 타겟에 집속하여 발

생된다. 선편광된 10 TW 극초단 레이저 펄스는 초점거리가 178 mm 인 45도 

Off-axis parabolra mirror(OAP)로 집속되어 45도의 각으로 타겟 중앙에 입사한

다. 이때 발생된 테라헤르츠 파는 타겟으로부터 45도 반사 방향으로 발생되고 

crystal quartz 윈도우를 지나 계측기에 도달한다.

그림3-3-7. 고체 타겟을 이용한 상대론적 플라즈마로부터의 테라헤르츠 파 발생 

실험장치.

사용된 타겟은 두께가 18 mm인 알루미늄과 두께 13 mm인 Mylar(PET) 필

름 타겟이다. 타겟은 진공도 <10-5 Torr 인 진공 챔버 내의 중앙에 위치한 

3D-translational stage에 장착되고 원격으로 제어한다. 테라헤르츠 파를 측정하

기 위해 액체헬륨 온도(4oK)에서 구동되는 Ge:Ga 반도체 디텍터를 사용하였고,

측정 위치는 그림에서와 같이 타겟으로부터 45도 반사방향이다. 디텍터의 유효 

sensitive spectral range는 30~110 mm 이고 NEP(noise equivalent power)는 

7×10-10 WHz-1/2이다. 테라헤르츠 파 이외의 광원들인 자외선(UV), 가시광선, 근

적외선(NIR)들을 차단하기 위해 두께 30 mm인 PE(polyethylen)를 디텍터 앞에 

두었다. PE의 투과특성을 알아보기위해 투과도를 측정한 결과 레이저 광원에서 

발생되는 0.5 mm와 0.8 mm 파장에서 ~3%의 투과율을 보인 반면, 파장 110

mm(~3 THz)에서는 65%이상의 투과율을 보여 테라헤르츠 파의 선별적 투과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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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ITO(Indium-tin-oxide) 필름은 테라

헤르츠 파에서 반사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투명한 ITO 필름은 

테라헤르츠 파 이외의 광원은 거의 투과시키기 때문에 PE를 투과한 테라헤르츠 

파 이외의 광원들을 제거하는 밴드패스필터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테라헤르츠 파와 동시에 발생되는 양성자와 X-ray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파라데이 컵(Faraday Cup)과 X-ray 포토다이오드(IRD Co., AXUV100)를 사용하

였다.

그림3-3-8. 고체 타겟 실험에서의 실제 진공 챔버 내부 실험 장치.

2) 기체 타겟에서의 극초단 레이저를 이용한 테라헤르츠 파 발생장치

그림 3-3-9은 기체 타겟을 이용한 coherent transition radiation에 의해 발생

되는 테라헤르츠 파의 발생장치이다. 고체 타겟 실험에서는 레이저 펄스 입사방

향의 반사방향에서 테라헤르츠 파를 측정한 반면, 이번 실험에서의 테라헤르츠 

파는 전자의 가속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레이저 펄스 진행방향인 타겟의 뒷

면에서 측정하였다. 고체 타겟 실험에서와 동일한 10 TW 극초단 레이저 펄스는 

초점거리 ~273 mm인 OAP를 사용하여 직경 1 mm 의 가스 노즐로부터 500 ~

900 mm 떨어진 공간에 집속된다. 집속된 빔의 크기는 ~6.5 mm 이고 이때의 

Rayleigh length는 ~120 mm이다. 사용된 헬륨 가스 타겟은 ~ 1000 psi 의 압력

으로 수직으로 분사된다. 발생된 테라헤르츠 파는 금 코팅 미러와 두 개의 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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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를 거쳐 InSb 반도체 디텍터에 전송된다. 사용된 InSb 반도체 디텍터의 

sensitive spectral range는 80-250 mm이고, NEP는 10-10 WHz-1/2이다. 가속된 

전자의 분포와 에너지를 측정하기위해 Lanex 필름을 타겟의 뒤쪽에 설치하였

고, 제동복사에 의한 X-ray는 XPD로 측정하였다. Bi-prism 간섭계를 이용하여 

레이저가 헬륨 가스에 입사되었을 때 발생되는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채널의 

간섭무늬를 확인하였다.

그림3-3-9. 기체 타겟을 이용한 상대론적 플라즈마로부터의 테라헤르츠 파 발생 

실험장치.

나. Narrow band filters

레이저 광원 및 다양한 광원이 발생하는 플라즈마에서 테라헤르츠파 만을 

분리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광원 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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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파장 특성을 설명한다.

1) PE (polyethylen)

그림 3-3-10. 테라헤르츠 파 영역에서의 PE 분광특성.

그림 3-3-10은 일본 이화학연구소에서 측정된 PE의 분광 특성을 보여준다.

2 THz 부근에서 흡수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테라헤르츠 파장 영역(0.3 THz~3

THz)에서 좋은 투과특성을 보인다.

2) ITO

그림3-3-11. 테라헤르츠 파 반사 미러로 사용된 ITO 의 반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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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1은 테라헤르츠 파 용 미러로 사용된 ITO 필름의 반사특성을 나

타낸 그래프이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파장 100 mm에서 ~60% 정도의 반사

율을 보이고 있고 레이저 광원의 파장 0.5 mm, 0.8 mm에서의 반사율이 ~6%정

도인 것을 감안할 때 ITO 필름을 여러 장 사용하면 레이저 광원을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

다. 테라헤르츠 검출기(Ge:Ga Detector)

그림 3-3-12. 테라헤르츠 파 측정용 Ge:Ga 반도체 디텍터의 측정 파장 영역.

테라헤르츠파는 액체헬륨으로 냉각된 Ge:Ga 반도체 검출기를 사용하여 측

정한다. 테라헤르츠 파장 영역은 가시광선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광학재

료의 투과율과 측정감도가 아주 낮고, 상용으로 개발된 측정 장치는 거의 없다.

단지 몇몇 단결정과 극저온으로 냉각된 반도체 물질만이 유효한 검출기 물질로 

사용되어진다. 특히 Ge:Ga 반도체 검출기는 액체헬륨으로 극저온(4.25oK) 냉각

함으로써 잡음(noise)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신호대 잡음비율(signal to nosie

ratio)이  107의 정밀도를 가진 측정 감도가 우수한 테라헤르츠파 검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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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3. 테라헤르츠 측정용 반도체 디텍터의 외관.

3. 고출력 테라헤르츠 계측 결과 

가. 고체 타겟

실험에서 타겟으로는 알루미늄(Al) 타겟과 Mylar(PET) 타겟을 사용하였다.

그림 3-3-14는 Ge:Ga 반도체 검출기로 측정된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에 의해 발

생된 테라헤르츠파의 전형적인 신호이다. 신호의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은 ~100 ns 이다. 일반적으로 테라헤르츠파는 주파수의 역수인 ps 의 

펄스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디텍터의 반응시간(response time)의 한계 때문에 

측정에서는 펄스폭이 실제 보다 길게 측정되었다. 테라헤르츠파의 펄스 에너지

는 디텍터의 반응시간을 고려하면 Al 타겟의 경우 ~10 pJ, Mylar 타겟은 ~pJ로 

측정되었다. 이때 검출기에서의 입체각은 5×10-5 sr 이다. 측정에 사용된 

attenuator(PE plate), 반사거울(ITO film), 공기에서의 흡수, 측정 입체각 등을 

고려하면 측정된 테라헤르츠 펄스의 에너지는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실험

에서 발생된 테라헤르츠파의 divergence angle이 0.16 rad(~10 degree)이므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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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테라헤르츠 펄스의 에너지는 Al 타겟의 경우 약 1 mJ 이다.

그림 3-3-14. 고체 타겟에서 반도체 디텍터로 측정된 테라헤르츠 파형.

그림 3-3-15. 니켈 메쉬 편광자를 사용하여 측정된 테라헤르츠 편광특성.

그림 3-3-15는 테라헤르츠 파의 편광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편광을 측정하기

위해 간격이 20 mm인 니켈 메쉬(mesh) 편광자를 사용하였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Al 타겟으로부터 발생된 테라헤르츠 파의 편광은 p-편광되어 있다. 이는 

linear mode conversion에 의해 발생된 electrostatic wave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3-15]. Mylar 타겟의 경우에는 낮은 신호대 잡음비 때문에 정확한 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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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관측하기 어려웠다. 입사된 레이저 펄스의 반사방향으로 발생된 테라헤

르츠는 앞서 설명된 linear mode conversion 에 기인한다. 먼저 레이저의 주 펄

수(main pulse)가 타겟에 입사되기 10 ns 전에 선행펄스(pre-pluse)에 의해 

underdence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그 때 레이저 주 펄스가 입사되어 mode

conversion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그림 3-3-16. 테라헤르츠 파와 동시에 측정된 양성자 신호와의 상관관계 그래프.

테라헤르츠 파와 동시에 타겟 뒷면으로 가속된 양성자와 제동복사선인 

X-ray를 각각 파라데이 컵(FC)과 X-ray 포토다이오드(XPD)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그림 3-3-16은 각각의 타겟에서의 발생된 테라헤르츠 세기에 따른 X-ray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금속 타겟과 플라스틱 타겟에서

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알루미늄 타겟의 경우 테라헤르츠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X-ray 신호세기가 증가하는 좋은 상관관계(correlation)를 보이는 반면, 마

일라 타겟의 경우에는 테라헤르츠 신호와 X-ray 신호와의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알루미늄 타겟 실험 에서는 마일라 타겟의 경우보다 훨씬 강한 신

호세기를 볼 수 있다. 그림 3-3-17은 테라헤르츠 파와 동시에 FC로 측정된 타겟

의 뒷면으로 가속되는 양성자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림과 마

찬가지로 알루미늄 타겟의 경우에만  테라헤르츠 파와 양성자 신호의 좋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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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속(metal) 타겟과 유전체(insulator) 타겟의 레이

저 wakefield에 의한 전자 플라즈마 파동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유전체 타겟에서는 레이저 선행 펄스(prepulse)가 입사될 때 발생되는 cold

backgroud 플라즈마의 높은 비저항(resistivity)에 의해 타겟 내부에서 energetic

전자들의 발생이 억제되고 타겟 내부의 energetic 전자들이 억제됨으로 인해 발

생되는 테라헤르츠 파 뿐만 아니라 X-ray, 양성자 신호 또한 낮은 세기로 측정

되어 졌다고 예상된다 [3-3-17]. 하지만 좀 더 명확한 설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3-3-17. 테라헤르츠 파와 동시에 측정된 X-ray 신호와의 상관관계 그래프.

나. 기체 타겟

본 실험에서는 극초간 레이저 펄스에 의해 가속된 전자가 플라즈마-진공의 

경계면(plasma-vacuum boundary)를 통과할 때 발생되는 coherent transition

radiation(CTR)을 측정하였다. 발생된 CTR의 세기와 스펙트럼은 가속된 전자 

번치(electron bunch)와 수직 방향으로 형성된 plasma density profile 의 조건

에 의존한다. 또한 가속된 전자들의 특성은 입사된 레이저 펄스와 기체 밀도사

이의 조건에도 관계있다. 그러므로 강력한 테라헤르츠 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는 앞서 언급된 플라즈마 밀도, 레이저 펄스, 가속된 전자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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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18. (위) 헬륨 가스의 backing pressure와 가스 노즐로부터 레이저-플라

즈마 충돌 높이를 달리하면서 측정한 테라헤르츠 파의 세기. (아래) 각각의 

backing pressure에서의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채널의 간섭무늬.

본 실험에서는 CTR에 의한 테라헤르츠 파를 액체헬륨으로 냉각된 InSb 반

도체 검출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된 테라헤르츠 파와 X-ray, 그리고 가속

된 전자와의 상관관계를 관측하였다. 측정된 신호들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것

은 강한 테라헤르츠파를 발생시키기 위한 reference 혹은 indicator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먼저 테라헤르츠 파의 세기가 가장 강하게 발생되는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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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위해서 헬륨 가스의 backing pressure와 가스 노즐로부터 레이저-플라즈마 

충돌 높이를 달리하면서 테라헤르츠 파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그림 3-3-18은 측

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테라헤르츠 파가 강하게 발생

되는 최적높이는 backing pressure가 증가함에 따라 즉, 가스의 밀도가 증가함

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삽입된 그래프는 헬륨 가스의 

backing pressure에 따른 테라헤르츠 파의 평균 세기를 보여준다. 테라헤르츠 

파의 평균세기는 가스의 backing pressure의 증가에 따라 이차함수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고, backing pressure가 증가하면 가속된 전자의 개수도 증가함으로 

transiton radiation 의 세기가 가속된 전자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면 발생된 방

사광은 coherent 하다는 것을 잘 설명한다 [3-3-18]. 그림 3-3-18 (아래)는 각각의 

backing pressure에서의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채널의 간섭무늬를 보여준다. 간

섭무늬는 간단한 pump-probe 방법으로 측정되었고 사용된 probe 빔은 레이저 

펄스의 압축 전 단계에서 1% partial 미러를 사용하여 300 ps 의 probe 빔을 얻

었다. 각각의 간섭무늬 그림에서 검은 색 부분은 직경 1 mm 가스 노즐의 출구

를 나타내고 밝은 부분은 가속되고 있는 전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플라즈마 채

널이다. 플라즈마 채널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테라헤르츠 파의 최대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발생된 테라헤르츠 파의 세기는 backing pressure와 플라

즈마 채널의 길이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라헤르츠 파와 동시에 X-ray와 가속전자를 측정하기위해 각각 6 mm의 

알루미늄 필터를 장착한 XPD, Lanex 필름을 사용하였다. Lanex 필름은 뒷면에 

CCD 카메라를 장착하여 가속된 전자에 의한 형광을 측정한다. 그림 3-3-19는 

테라헤르츠 파와 X-ray, Lanex 형광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서 

Lanex 형광 이미지는 가속된 전자의 양(number of electron charge)을 의미한

다. 테라헤르츠 신호와 Lanex 형광 이미지의 최대 값이 각각 X-ray 신호와 선

형적으로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서 금속 타겟의 결과와 비슷한 양

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그래프에서의 신호들의 선형적인 비례를 볼 때 테라

헤르츠 신호와 Lanex 형광 이미지 세기 또한 비례 증가함을 쉽게 예상할 수 있

다. 이는 다시 말해 가속된 전자의 개수가 증가 할수록 발생되는 테라헤르츠 파

의 세기도 증가한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X-ray 신호와 다른 두 신호들과의 

선형적인 비례는 X-ray 신호가 발생된 테라헤르츠 파와 가속된 전자의 

reference signal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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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19. (위) 테라헤르츠 파와 동시에 측정된 X-ray 신호와의 상관관계를 측

정한 그래프. (아래) Lanex 형광 이미지의 세기와 X-ray 신호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그래프.



- 84 -

제 4 절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및 방사선 발생

1.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

가.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 및 계측 장치

그림 3-4-1.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 및 계측 장치 사진.

극초단 레이저와 기체 플라즈마와 상호작용에 의한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 장치는 크게 레이저 가속 장치와 빔 진단 장치로 나눌 수 있다. 레이저 가

속 장치는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Wakefield 가속장내에 자

발적으로 전자 입사되어 가속시키기 위한 장치로 레이저 집속계와 기체 타겟으

로 구성된다.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에 의한 전자 가속은 플라즈마 채널 

(plasma channel) 및 플라즈마파 (plasma wave)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플라

즈마 상태를 진단하여 안정적인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을 위해 플라즈마 간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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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톰슨 산란 측정 진단장치가 필요하고 또한 발생된 전자빔을 진단하기 위한 

전자빔 에너지 분광 및 전하 측정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림 __는 레이저-플라

즈마 기반 극초단 전자빔 발생 및 진단장치를 보여준다. 레이저 진행 방향으로 

플라즈마파가 생성되고 가속장내에 자발 입사된 전자들이 진행방향으로 가속되

므로 전자빔 측정 장치는 레이저 진행방향에, 플라즈마 간섭계 및 톰슨 산란 측

정 장치는 레이저 진행에 수직 방향으로 장착되어 있다. 모든 계측 장치들은 레

이저 시스템과 시간 동기 되어 최적의 발생 조건을 찾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1) 레이저빔 전송 및 집속 

가) 레이저빔 집속계

발생된 전자빔의 에너지 및 전하량, 분산각 등은 레이저 가속을 위한 고출

력 레이저빔의 세기 및 크기, 집속 깊이 (focal depth) 혹은 Rayleigh range에 

따라 달라진다. 간단한 예로 레이저빔의 세기가 1018 W/cm2 이상 조건에서 집

속 크기가 작으면 플라즈마 파장 길이도 작아야 하고 따라서 기체 밀도가 높아

진다. 이때 발생된 전자빔은 짧은 가속 구간으로 에너지가 낮고 분산각이 커지

는데 높은 밀도로 총 전하량은 커지고 에너지폭도 넓다. 주어진 레이저 출력으

로 Rayleigh 길이 및 공간 크기를 증가시키고 기체 밀도를 줄임으로써 전자빔 

에너지는 높아지고 분산각 및 에너지 폭을 줄일 수 있다. 플라즈마 channel 길

이 혹은 가속 구간 길이가 길어질수록 전자빔 에너지는 높아지고 분산각 및 에

너지 폭이 줄어들며 전자빔 안정도도 높아지는데 극초단 레이저의 출력을 높여 

가속에 필요한 레이저 세기를 유지하면서 레이저빔 크기 및 Rayleigh range를 

키우고 기체 타겟의 상호작용 구간 길이를 늘임으로써 가능하다. 본 과제에서는 

수십 MeV 급 낮은 에너지와 수백 MeV 급 높은 에너지 두 경우를 고려하여 포

물경과 구면경을 이용한 집속계를 설계, 제작하였다.

(1) 단거리 집속 : 포물경

반경 50 cm 인 타겟 챔버 내에서 직경 약 50 mm인 레이저빔을 집속하기 

위해 포물경 (Parabolic mirror)을 사용하였다. fs 레이저는 비교적 넓은 영역의 

파장대역을 포함하므로 렌즈보다는 집속 거울을 이용하는데, 특히 포물경은 입

사된 평행빔이 다른 각도에서 초점이 맺히도록 할 수 있으므로 빔 손실 및 구

면 수차 없이 집속시킬 수 있다. 구면 수차가 크면 파면 외공으로 인한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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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상호작용의 공간적인 시간차 때문에 동일한 가속 위상을 유지하기 힘

들다. 하지만 제작 가능한 포물경의 초점거리가 대부분 짧기 때문에 10 - 20

TW 급 레이저에 주로 사용된다. 본 과제에서는  feff = 272.23 mm, 직경 3“ 크

기의 30° 반사 포물경을 사용하였다.

그림 3-4-2. 포물경 도식도 

Off-axis 포물경의 초점 거리는 반사각도에 따라 달라져 결국 평행하게 입사

되는 레이저가 한 점에 집속된다. 원점을 지나는 포물선, y = ax2, 과 원점에서 

접하는 초점 길이 f0 = R/2, 즉, 반지름이 R인 원을 고려해보면, 원점에서 두 

곡선의 곡률이 같으므로 a = 1/2R 임을 알 수 있다. 즉, 포물경의 꼭지점에서 

반사되는 빛은 f0 = R/2에 초점이 맺히게 된다. θ의 각으로 반사되어 초점에 

집속되는 경우 유효 초점 거리, feff, 는 다음과 같다.

   cos 

 .

원형의 타겟 챔버의 경우, 노즐의 위치는 챔버 중심에 위치하고, 빔포트 중

심방향으로 전자빔을 가속, 측정하려면 집속된 레이저빔의 광축이 빔포트 중심

을 향해야 한다. 광축 및 반사 각도를 정밀하게 조절하여 Gaussian 모양의 레이

저빔을 얻기 위해 두 방향의 선형 이동 stage와 광축면을 회전시키는 회전 이동 

stage, 반사각을 조절하는 회전 stage, 수직 및 수평 각도 미세 조절 나사로 구

성된 OAP 집속 거울 장착 마운트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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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 포물경 마운트 장착 사진.

(2) 장거리 집속

일반 고주파 가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레이저-플라즈마 가속도 플라즈마 가속

장의 세기뿐만 아니라 가속 구간이 길수록 고에너지 전자빔을 얻을 수 있다. 가

속장에 자발 주입된 전자빔이 플라즈마파의 가속 위상에 유지되면서 더 오랫동

안 진행하려면 플라즈마 파장이 길수록, 균일한 플라즈마 채널이 길수록 좋다.

플라즈마 파장의 크기는 기체 밀도에 반비례하고 레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려면 초점에서의 레이저 빔 크기가 플라즈마 파장보다 커야

하며 가속 구간을 늘이기 위해 플라즈마 채널을 길게 하려면 레이저빔의 

Rayleigh range가 길수록 좋다. 이때 레이저 빔 세기는 relativistic 조건을 만족

해야 하므로,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을 위해 레이저빔의 세기, 빔 크기 (Beam

waist), Rayleigh range, 기체 밀도 조건이 잘 맞아야한다.

수백 MeV급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을 위한 1 m 길이의 장거리 집속은 제작

이 힘든 포물경 대신 구면경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하지만 구면 수차를 최소

화 하기위해 그림 3-4-4 에서와 같이 중심에 구멍이 난 평면 반사 거울을 이용

해 수직으로 입사하여 집속된 빔이 평면 거울의 구멍을 통과해 기체 타겟에서 



- 88 -

초점이 맺히도록 구성하였다. 구면경의 초점 거리는 곡률반경의 1/2, 즉,

   이다.

그림 3-4-4. 장거리 집속 구면경 및 holed mirror 설치 도면.

직경 약 45 mm의 레이저의 반사거울의 구멍 (Hole)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집속 빔이 잘 통과하려면 반사경의 반사각도가 클수록, 위치가 노즐에 

가까울수록 좋으나 챔버 내의 거울을 포함한 마운트 크기, 빔 path, 등을 고려

할 때, 직경 9~10 mm 구멍 난 3“ 평면거울로 노즐에서 15 cm 거리에서 15° 로 

반사시킬 때 약 4%의 빔 손실이 있으며, 되돌아오는 집속 빔은 다소 여유 있게 

통과함을 알 수 있었다. 직경 45 mm의 평행 광이 집속되는 경우 초점에서 빔 

크기 (Beam waist), Rayleigh range는 각 각 17.2 µm, 1.16 mm 이다. 약 650

mJ의 레이저 펄스가 집속되면, 세기 (intnesity) 는 4.4×1019 W/cm2 이고 기체 

밀도는 6×1018 cm-3 이상 이어야 플라즈마 파장이 13.6 µm 으로 빔 크기보다 작

고, Dephasing 길이가 약 4 mm 로 직사각형 모양의 길이가 긴 노즐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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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레이저 빔정렬 시스템

레이저빔 공간 분포의 균일도는 균일한 플라즈마 channel 및 가속장을 생성

하는데 주요한 기본 요건일 뿐만 아니라, 기체 타겟 노즐에서의 레이저빔의 초

점 위치는 전자빔 특성을 최적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전자빔, 또

한, 레이저빔 진행방향으로 가속되므로, 타겟 노즐 및 각 각의 진단 장치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가시 영역의 레이저인 헬륨-네온 레이저를 이용한 빔정렬 시

스템을 구성하여 일차 정렬을 하고 주 레이저빔을 이용해 이차 정밀 조정을 한

다.

그림 3-4-5. 레이저 빔정렬 시스템 (빨강: 헬륨-네온 레이저; 파랑: fs 레이저).

공기 중에 장착된 빔정렬용 헬륨-네온 레이저는 광섬유 도파관을 통해 레이

저 펄스 압축 진공장치 (Compression chamber) 내부로 전송되어 1:40 확대 시

준 광학계 (collimator) 로 주 레이저빔과 같은 크기의 평행 빔으로 만들어진 후 

한 쌍의 회절발 (Grating)로 구성된 펄스 압축기에 의해 30 fs로 압축된 주 레이

저와 다중 거울 (Dichromatic mirror)에서 합쳐져 타겟 챔버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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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이저빔 집속 및 공간 분포 측정

포물경으로 레이저빔을 집속시킬 경우, 광축 방향으로 전자빔이 가속되므로 

광축을 포함한 입사면의 높이가 각 빔 포트의 중심 높이인 170 mm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핀홀 (pin hole) 전류 측정기 (current transformer), 전

자빔 에너지 분광용 휨자석 (Bending magnet or Dipole) 등이 비스듬히 경사지

게 정렬되어야 한다. 포물경에 의한 집속은 중심축의 반사 각도에 따라 민감하

게 변하는데, 정확한 반사 각도에서 빔 모양이 초점 위치에 가까워질수록 수평

방향으로 긴 타원 모양에서 원형으로, 초점 위치를 지나서는 수직 방향으로 긴 

타원 모양으로 바뀐다. 이 반사각도보다 작거나 큰 각도로 반사되는 경우, 초점 

앞, 뒤에서 타원의 장축이 회전된 방향으로 더 길쭉하게 나타난다. Polishing,

Cutting 과정에서 표면 곡률 및 광축 방향 등의 오차에 의한 수차 때문에 초점

에서의 빔 모양이 삼각형 모양 등, 뾰족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플라즈마 가속 

위상을 유지될수록 가속이 잘 되므로 레이저빔은 고차항이 없는 기본 모드인 

Gaussian 모드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

주어진 초점 거리의 집속 거울을 사용하여 레이저-플라즈마 가속의 레이저 

빔 크기 및 Rayleigh range 에 대한 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레이저 출력을 

높이되 입사빔 크기를 조리개 (Iris) 로 변화시킴으로써 타겟에서의 레이저 세기 

(Intensity)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레이저 빔 크기 및 Rayleigh range를 크게 

조절 가능하다. 직경 ∅45 mm 크기의 레이저빔 공간분포가 균일한 경우, 조리

개의 opening 이 ∅40 mm 이면 80%, ∅30 mm 이면 44.4%, ∅25 mm 이면 

30%의 레이저 출력이 타겟에 입사되며, 같은 초점 거리인 경우 조리개 opening

크기가 작을수록 f/# 가 커지므로, 빔 크기 (Beam waist) 가 커지고 Rayleigh

range 혹은 집속 깊이 (Depth of Focus, DOF) 도 길어진다.

f = 175 mm
No Iris, ∅46 mm

f = 272 mm
Iris ∅40 mm

f = 272 mm
Iris ∅30 mm

ΔxFWHM = 4 - 5 µm ΔxFWHM = ~7 µm ΔxFWHM = ~8.5 µm

그림 3-4-6. Off-axis 포물경의 초점 거리 및 조리개 opening 크기에 따른 초점

에서의 레이저 빔 크기 및 공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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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초점에서의 레이저빔 크기가 크고 Rayleigh range가 

가 길면 플라즈마 밀도가 낮은 조건에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같은 레이저 세

기 (Intensity)인 경우, 더 높은 에너지의 전자빔 발생이 가능하다.

2) 기체 타겟 (설계, 제작, 도면, 밀도측정)

가) 노즐 설계 및 제작

기체 타겟의 밀도 분포가 균일하면서도 진공과의 경계면에서 급격히 변하도

록 하기 위해 Supersonic 노즐 설계 및 솔레노이드 valve 선택이 중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일차적으로 다소 제작이 용이한 원형 노즐을 설계 제작 하여 레이

저-플라즈마 가속 전자빔 발생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상호작용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한 Slit 형 노즐도 설계 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supersonic 기체 분사를 위해 

약 300 µm의 좁은 목 (Throat)이 있는 포물 곡선의 직경 ∅1 mm의 분산 부분 

(divergent portion) 과 valve의 orifice와 맞붙는 직경 ∅0.8 mm의 수렴 부분

(convergent portion) 으로 구성되어 있다. Slit형 노즐의 경우, 원형 노즐과 같은 

구조의 단면을 종방향으로 4 mm 길이로 잘라내고 압력에 의한 진동을 없애지 

위해 원통형 마개를 만들어 끼웠다. 각 각의 설계도면 및 사진은 아래와 같다.

(1) 원형 노즐 

(a) Circular Supersonic Nozzle (b) Parker Series 9 valve

그림 3-4-7. 원형 기체 노즐과 솔레노이드 valve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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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8. 원형 기체 노즐 사진 및 XYZ stage 에 장착된 모습.

그림 3-4-9. 솔레노이드 valve용 펄스 발생기 (Parker Hannifin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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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lit 형 노즐

Nozzle to valve adaptor

(a) Slit type Supersonic Nozzle (b) Parker Series 9 valve

그림 3-4-10. 원형 기체 노즐과 솔레노이드 valve 도면.

(a) Slit type Supersonic Nozzle (b) Slit 노즐용 솔레노이드 valve

(c) 가스 분사용 펄스 발생기

그림 3-4-11. Slit 노즐, 솔레노이드 valve 및 가스 분사용 펄스 발생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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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체 밀도 분포

제작된 기체 노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펄스폭이 8 ns, 파장이 532 nm

인 이차 조화파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Mach-Zehnder 간섭계를 그림과 같

이 구성하여 노즐의 압력에 따라 뿜어져 나오는 중성 기체의 밀도를 측정하였

다.

그림 3-4-12. Mach-Zehnder 간섭계 설치 구성도.

노즐에 의해 분사된 중성 기체의 밀도에 따른 굴절률과 진공의 굴절률 차이

에 의해 간섭 무늬가 이동하는데 경로 이동을 분석함으로써 Abel Inveraion을 

통해 중성 기체의 밀도 분포를 얻을 수 있다. 표준 상태, 1 기압, 300 K에서 중

성 기체의 굴절률은 다음과 같다.

ng = 1 + k⋅N/Nref

Nref = 2.5x1019 cm-3 @ 300 K, 1 atm.

k = 0.000036 (He), 0.000281 (Ar)

우선 측정이 용이한 아르곤 기체를 사용하여 중성 기체 밀도 분포를 측정하

였다. 헬륨 기체의 경우는 아르곤보다 진공의 굴절률과의 차이가 아주 미미하므

로 간섭 무늬 변화를 측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 미세한 굴절률 차이를 측정

하기 위해 노즐 중심 (즉, 분사 기체)의 상을 1:1 로 상을 이동한 후 진공 챔버 

외부에서 1:2로 확대하였고 진공도도 아르곤의 경우보다 10배 더 낮은 10-5 torr

에서 측정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아르곤의 경우는 1:1 상임에도 확연히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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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고 헬륨의 경우 1:2 확대로 미미하나마 간섭 무늬 

변화를 관측할 수 있었다. 본 측정에서 공간 분해능은 약 100 µm 이었다.

(a) 아르곤 기체 (900 psi) (b) 헬륨 기체 (900 psi)

그림 3-4-13. 마하젠더 간섭계를 이용한 중성 기체 밀도 분포에 의한 간섭무늬.

그림3-4-14. 중성 기체 밀도 분석을 위한 간섭계 영상 처리 프로세서.

전자빔 가속 실험에서는 He 기체를 주로 사용하나, 중성 기체의 굴절율 변

화가 너무 작아서 이 보다 약 10배 정도 큰 Ar 기체를 사용하여 중성 기체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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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구하였다. 간섭영상으로부터 기체 밀도를 구하기 위하여 체코의 M. Kalal

박사가 개발한 영상 처리 시스템을 활용하였는데 간섭 영상 분석 프로그램은 2

차원 간섭 영상을 푸리에 변환하여 필요한 위상 정보 획득한 후, Background

제거, 선형 회귀 처리 등 위상 정보 smoothening 하여 얻은 위상값을 대입하여 

Abel inversion으로 2차원 밀도 분포를 계산한다.

실린더형 노즐을 사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압력에 따라 밀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밀도는 100 ~ 1000 psi에서 (1 ~ 8)×1019 cm-3으로 높은 편이고, 공간

적으로 밀도 변화가 크며, 밀도 분포 기울기는 다음과 같다.

dN/dr ~ 2.5x1018 cm-3/100 mm

주 실험 조건인 650 psi에서 중성 기체의 밀도는 약 2x1019 cm-3 이었다.

표 3-4-1. 원형 노즐 축상에서의 아르곤 중성 기체 밀도.

노즐 압력 (psi)
노즐과의 거리 

200 400 600 800 1000

340 μm 1.3 3.3 3.7 4.7 6.4

880 μm 0.86 0.84 1.8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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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압력에 따른 노즐 축 상에서의 중성 기체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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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레이저 진행 수직방향으로 노즐 축 상에서의 중성 기체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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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레이저 진행 방향으로 노즐 축 상에서의 중성 기체 밀도.

3) 플라즈마 간섭계 

불활성기체에 초고출력 레이저빔을 집속하면 상대론적 플라즈마가 발생하

며, 고에너지 극초단 전자빔 가속이 이루어지는 플라즈마 마이크로채널이 형성

되는데 플라즈마 채널과 레이저 입사각의 90도 방향에서 플라즈마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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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톰슨 산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레이저 전자 가속 조건의 최적화 및 

모니터링으로 사용한다. 플라즈마 채널은 shadow graph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

지만 간섭계를 구성하면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밀도 측정도 할 수 있

다. 본 실험에서는 간단하게 Fresnel prism 간섭계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채널 

모니터링 및 플라즈마 밀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기체에 레이저가 제대로 집

속되었는지 플라즈마 밀도는 적절한지 등을 판단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림 3-4-18. Fresnel prism 간섭계 설치 구성도.

Fresnel Biprism은 두 개의 프리즘 밑면이 붙어 있는 것과 같아 한 점에서 

출발한 빛이 위 부분을 통과하면서 아래 방향으로 굴절되고 아래 부분을 통과

하는 빛은 윗 방향으로 굴절되어 두 빔이 간섭을 일으키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

는 마치 두 가상 빔원이 존재하는 것과 같아 Young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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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편차 각도 및 매우 작은 각 approximation에서 굴절율은 

( )( )
( )2s in

2s in
a
ag +

= mn

이고, ( )1-» nm ag 이다. 따라서, 가상적인 두 빔원의 간격은 

( )122 -×=×» ndda m ag

으로 간섭조건에 의해 간섭 무늬의 간격은 

)1(21 -×
»-=D - nd

Dyyy mm a
l

으로 빔 원과 상의 거리 변화에 따라 간섭 무늬 간격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간

섭 무늬가 형성되는 조건 내에서 플라즈마 굴절률 변화 측정의 정밀도를 간섭 무늬 

간격으로 조정가능하다.

간섭계용 레이저빔은 3차 증폭 후 빔 크기를 확대하여 펄스 압축 챔버로 입

사되기 전에 99% 반사 거울을 사용하여 1% 통과하여 나온 빔을 시간 지연 라

인을 거쳐 기체 타겟에 입사되는데 약 300 ps의 펄스를 800 nm 중심 파장의 

Bandpass 필터를 사용하면 약 50 ps의 시간 분해능을 얻을 수 있다. 측정 시간

영역은 10 ns 이고, 시간동기화 정밀도는 < 30 fs 이며 공간분해능은 1:2 확대의 

경우 < 30 μm, 1:3 확대일 경우, < 10 μm 이다.

레이저빔이 원형 노즐의 기체 타겟 중심을 통과하는지는 플라즈마 채널 길

이로 판단할 수 있는데 노즐 위치를 x축 방향 (레이저 진행에 수직 평면의 수평

방향) 으로 이동하였을 때 플라즈마 채널 길이가 가장 긴 경우이다. 하지만 중

심부위에서 그 차이가 미미하므로 플라즈마 길이가 짧은 양 끝점을 찾아 그 중

앙점으로 이동하면 된다. 레이저 초점 위치를 노즐 중심에서 노즐 앞부분으로 

이동하면서 톰슨 산란 모양과 Lanex 스크린에 나타나는 가속된 전자빔의 밝기 

및 크기를 측정하면서 레이저 가속 조건을 최적화 한다.

플라즈마 밀도는 중성 기체 밀도와 비슷한 수준의 약 1.5x1019 cm-3 정도이

며, 플라즈마 채널의 크기는 약 500 μm, 그리고 밀도가 일정한 길이는 약 120

μm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중성 기체의 밀도 조건과 레이저빔 집속 조건에 따라 

플라즈마 채널이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는 filamentation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레이저 초점 위치가 기체 타겟의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레이저빔이 노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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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질수록 (즉 밀도가 높아질수록) 쉽게 관측된다.

그림 3-4-19. 플라즈마의 간섭 영상 및 플라즈마 밀도 계산 (1:2 확대 영상; 650

psi; 10 TW).

또한 플라즈마 채널과 노즐과의 거리를 노즐의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함으로써 

정확한 플라즈마 상호작용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 3-4-20. 노즐에서 플라즈마까지의 높이 측정.

4) 톰슨 산란 측정 장치 (설계, 제작, 도면, 사진)

톰슨 산란 측정 장치는 레이저가 플라즈마 전자에 의해 톰슨 산란되는 것을 

수직방향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상대론적인 self-focusing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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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채널을 측정 및 분석하는데 이용된다. 수직 방향 산란 측정은 플라즈

마 간섭계와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노즐 위쪽 방향으로 산란되는 빛을 측정하

도록 설치되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플라즈마 간섭계용 probe 레이저빔은 주 레

이저 광축 높이인 170 mm 높이에 설치하고 톰슨 산란은 약 4.2 cm 중심에서 

위에 위치한 윈도우를 이용해 챔버 외부의 CCD로 전송된다. 렌즈를 이용해 약 

1:5 배율로 확대하여 CCD 화면으로 약 1.2~1.5 mm의 산란 측정이 가능케했다.

4 mm 길이의 노즐을 사용할 경우 이 배율은 1:3 혹은 1:2로 줄여야 한다.

그림 3-4-21. 톰슨 산란 측정 장치도.

그림 3-4-22. 톰슨 산란을 이용한 플라즈마 채널 측정 영상.

상대론적인 self-focusing에 필요한 레이저의 임계 출력 (critical laser

power)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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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Po (ncr/n)

 





[MKS]

으로, 800 nm에서 ncr=1.7x1021 cm-3, Po=17.2 GW 이므로 n=1.5x1019 cm-3 인 경우,

P = 2 TW 이다. 레이저의 focal depth가 280 μm이고 플라즈마 채널 길이가 약 350

~ 500 μm 이다. 이 때 측정된 플라즈마 길이는 약 330 ~ 370 μm이었다.

5) 전자빔 에너지 분광계 (설계, 제작, 도면, 사진, 계산 및 calibration)

균일한 자장을 가진 이중극 자석을 이용하여 에너지에 따른 전자의 자이로 

모션의 차이에 의한 전자빔 에너지 분광기를 제작, 설치하였다. 전자빔 에너지 

분광기는 전자빔 입사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가능한 슬릿 (Slit), 이중극 

자석, Lanex 스크린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3-4-23. 이중극 자석과 Lanex 스크린을 이용한 전자빔 에너지 분광기.

이중극 자석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은 넓이 3 cm x 길이 5 cm x gap 10

cm 이며, 3~10 mm gap 간격 조정으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 고에너지 분

해능을 조절할 수 있다. 재질로는 Nd-Fe-B의 영구자석과 저탄소강(Low-carbon

steel) 로 구성되어 있다. 자석의 너비 (3 cm)가 길이 (5 cm)보다 짧아서 약 5

MeV 이하인 영역은 정확한 에너지 측정이 다소 어렵다. 간격이 5 mm 일 때 

에너지 측정 영역은 5 - 50 MeV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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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의 전자빔 입사 부분에는 순철을 이용하여 edge field에 의한 효과를 

없앨 수 있었으나, 출력 부분에는 이를 구현하기 어려워, edge field를 고려한 

에너지 분산식을 구하여 에너지 측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전자가속기에서 인출

된 6.5 MeV 전자빔을 사용하여 에너지 보정을 하였다. 1 mm 슬릿을 사용하였

을 때 6.5 MeV 전자빔이 4.48 cm 이동하였다. 자석의 edge field와 공간에 따른 

전자 에너지 분산을 보정한 결과가 아래와 같다.

100 101 1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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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w/o edge field
 w/ edg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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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Energy calibration of magnetic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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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5 MeV 전자빔으로 보정
(b) 전자빔 분광기 보정 (edge field

포함)

그림 3-4-24. 전자빔 에너지 분광기의 에너지 및 edge field 보정.

측정 전자 에너지의 오차는 주로 슬릿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1 mm의 슬

릿을 사용한 경우에는 오차가 10 MeV에서 약 1.6%, 20 MeV에서 3.5%가 된다.

슬릿은 5 mm 두께의 일자형 knife-edge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슬릿의 위치 

및 슬릿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 일자형 슬릿은 수평방향으로는 에너지에 대한 

분산을 측정하고 수직방향으로는 전자빔의 공간 분포, 즉, 발산각을 측정하는 

장점이 있다. 본 분광기의 발산각 측정 영역은 0.2 - 2.3° 로 비교적 발산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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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높은 에너지의 전자빔의 경우는 정확한 발산각 측정이 가능하나, 발산각이 

2.3° 이상이 되는 낮은 에너지의 전자빔은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x-선에 의해 LANEX 스크린에서 형광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석의 입력부분과 LANEX 스크린에 알루미늄 박막을 

필터로 사용한다.

LANEX 영상 분석을 통해 전자빔의 크기와 발산각을 측정함으로써 

normalized emittance를 측정할 수 있는데 27 MeV 준단색 에너지빔의 경우,

약 1.9π mm mrad 로 측정되었다.

그림 3-4-25. Lanex 스크린에 나타난 전자빔 (위) 과 에너지 분포 (아래).

6) 전하 측정 장치 

Lanex 스크린의 수평 위치는 전자빔의 에너지를 표시하지만 형광의 세기는 

전자빔의 전하량을 말해준다. 전자빔의 발생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

에서 사용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6.5 MeV 전자빔과 패러데이컵을 이용

하여 형광 세기 대 전하량을 보정하였다.

Q = ηconv×ηarea×ILANEX/gCCD = 4.1x10-8 × ILANEX [nC]

ILANEX: Integrated intensity of LANEX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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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D = 8, Gain of CCD

ηconv = 4.2x10-8 nC, Conversion factor from calibrated signal

ηarea = 7.9, Area factor to compensate slit

그림 3-4-26. 전자빔 전하량 보정을 위한 도식도 (위), Lanex 스크린 이미지 (아

래 왼쪽), 패러데이컵 신호 (아래, 오른쪽).

Current transformer (CT)는 전류의 시간 변화가 이차 전류를 유도함으로써 

전류를 측정한다. 이 경우 전자빔은 일차 transformer에 한번 감은 코일과 같다.

이 때, 오실로스코프로 측정되는 전압은 transformer에 감긴 코일의 수에 반비

례하는데 코일 수가 적을수록 sensitivity는 커지나, 높은 전류를 측정하기 힘들

다.

일반적으로 CT의 반응 시간이 약 10 ~20 ns 이므로 레이저 가속 전자빔과 

같이 피코초 이하의 짧은 펄스의 경우 전류가 아주 높지 않으면 제대로 측정 

불가능하다. 하지만 펄스를 시간에 대해 적분함으로써 비교적 정확하게 전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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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할 수 있는데 매우 짧은 펄스의 경우 Low pass 필터를 사용하여 펄스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펄스 자체의 크기는 작으나 적분된 값은 같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측정가능하다.

그림 3-4-27. Current Transformer를 이용한 전류 측정 개념도.

그림 3-4-28. Current Transformer 신호 및 적분 신호 (청색: 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적색: Low pass 필터를 사용한 경우).

CT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빔을 차단하지 않고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

데, 본 과제에서는 적분 회로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나 (비용 때문에) CT 신호를 

전자빔 조건 최적화하는데 상대적인 신호로 사용하였다. 정밀한 보정을 하거나 

혹은 적분 회로 구성하면 중요한 reference 신호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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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Current Transformer 측정 신호 예 (25 TW 레이저, ∅30 mm 조

리개 사용, 빔 크기 ~8 µm (FWHM), 650 psi).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하 측정 장치가 패러데이컵 

(Faraday Cup) 이다.

그림 3-4-30. 패러데이컵을 이용한 전하 측정 개념도.

전하량은 오실로스코프의 전압을 시간으로 적분한 값을 임피던스로 나눈 값

과 같은데 이 경우 오실로스코프와 패레데이컵 사이의 임피던스가 일치하여야

반사되는 펄스없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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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진공에서 사용하는 패러데이컵은 유전체 대신 진공을 유전체로 

사용하는데 이때 50 Ω의 임피던스를 맞추기 위해 포집기 외경과 바깥 원통의 

내경과의 비가 약 2.3이다.

그림 3-4-31. Faraday Cup 측정 신호 예 (25 TW 레이저, ∅30 mm 조리개 사

용, 빔 크기 ~8 µm (FWHM), 650 psi).

나.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 

1)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의 고효율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크게 펨토

초 레이저의 성능 (신호 대비 잡음비, 집속능력), 플라즈마의 밀도와 분포의 균

일도, 레이저빔 집속 출력밀도와 분포, 초점에서의 크기 등 이다. 펨토초 레이저

의 성능에 있어서 본 연구팀은 이미 1차년도에 10 TW급 펨토초 레이저로는 세

계 최고 성능을 실현하였으며, 당해연도에는 30 TW로 출력을 증가하여서도 신

호 대비 잡음비 108 이상 (300 ps 이상 선행 펄스 영역), 회절한계치에 이르는 

집속 능력 등을 실현하여 고출력화에 수반되는 성능 저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 요건을 충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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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하였다.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고효율 발생에 필요한 조건을 확립하

기 위하여 선진국의 연구그룹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플라즈

마 밀도와 분포, 레이저 집속 조건에 따른 전자빔 발생 결과를 실험적으로 확인

하여 검증하였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고효율 전자빔 발생 조

건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조건은 기존의 연구처럼 100 MeV 급 이상의 고에너

지 전자빔 가속이 아니라, 광핵반응 연구에 적절한 제동복사선 발생을 위한 20

- 50 MeV 급 고 전하 전자빔 발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높은 밀도의 플

라즈마와 출력 밀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자빔 가속 에너지를 적절하게 조절하

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1년여의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연구그룹 수준인 20~40 MeV 영역에서의 단색 에너지 전자빔 가속에 성공하였

으며, 동시에 에너지 10 MeV 이상 전자빔이 거의 1 nC 인 고전류 극초단 전자

빔 발생 결과를 얻었다.

그림 3-4-32. 패러데이컵을 이용한 전하 측정 개념도.

플라즈마 채널 및 톰슨 산란을 비교 하면서 플라즈마 채널이 균일하면서 길

게 형성되고 톰슨 산란이 길고 선명하게 측정되면 Lanex 스크린에서 전자빔 

spot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선 전자빔 에너지 분광기를 설치하지 않고 레이저빔 

초점 위치 및 플라즈마 밀도 (노즐에서의 높이 변화) 등을 10 ~ 50 µm 로 미세 

조정하면서 전자빔 spot 이 가장 선명하면서도 크기 (즉 발산각)가 작은 조건을 

선정한 후 에너지 분광기를 설치하여 고에너지 영역에서 spot이 선명하고 세기

가 큰 영역을 다시 미세 조정하면서 조건을 찾아간다. 노즐에 가깝게 놓인 핀홀

의 foot print를 기준으로 슬릿을 장착하고 이 기준점에서 자석에 의해 휘어진 

정도를 측정, 계산하여 전자빔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이 때, 앞에서 측정한 에너

지 분광기의 보정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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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전자빔 발생 실험 결과 예 (레이저 세기: 8 TW; 초점 크기: ~7μm;

플라즈마 밀도: ~2.3×1019 cm-3; 플라즈마 파장: ~7μm; dephasing 길이: ~530μ

m; 헬륨 기체 분사 압력: 650 psi).

위 그림은 전형적인 전자빔 발생 실험 결과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반

적인 조건 및 결과는 아래에 나열하였다.

- 전자빔 고효율 발생용 극초단 초고출력 레이저빔 조건

·레이저빔 contrast (주 신호 대비 잡음비) : > 108

·레이저 펄스 출력, 에너지, 펄스폭 : 25 TW, 750 mJ, 30 fs

·집속경 초점거리 및 집속 레이저빔 직경 : 272.23 mm, 6~8 μm

(FWHM)

·집속 레이저빔 출력밀도 : 최대 4×1019 W/cm2

- 최적화된 헬륨 플라즈마 조건  

·플라즈마 밀도 : (1.5~2)×1019 cm-3

·플라즈마 채널 길이 : 350~500 μm

- 최적화된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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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 전자빔 중심에너지 및 발산각 : 26±4.2 MeV, 10 mrad

·1 MeV 이상 전자빔 전하량 : 1.8±0.48 nC

·10 MeV 이상 전자빔 전하량 : 1.0±0.2 nC

·10 MeV 이상 전자빔 펄스폭 계산치 : <200 fs (30 cm from target)

·최대 레이저 펄스 반복율 : 10 Hz

2)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 특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플라즈마 밀도에 따라 그 특성이 민감하게 변하는데 

밀도가 클수록 레이저빔 초점 위치가 중심에서 멀어질 때 전자빔 발생이 spot

으로 발생되고 밀도가 낮아지면 초점 위치가 약간 중심 쪽으로 이동하며 전자

빔도 더 안정적으로 발생된다. 하지만 밀도가 더 낮아지면 전자빔 spot은 커지

고 에너지도 줄어든다. 아래 그림은 플라즈마 밀도 변화를 노즐에서의 높이로 

변화 시켰으며 최적의 조건 (즉, 노즐에서 높이가 1.28~1.3 mm) 에서 전자빔 세

기는 크면서 spot이 작고 최대에너지도 큼을 알 수 있다.

그림 3-4-34. 노즐에서 플라즈마 채널 높이에 따른 레이저 가속 전자의 Lanex

스크린 이미지 (레이저 세기: 8 TW; 초점 크기: ~8.37μm; 헬륨: 65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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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높이가 1.28 mm인 경우 전자빔 발생 안정도를 shot-to-shot 변화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최대 에너지가 거의 일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에서 데

이터를 얻은 후 다시 같은 조건으로 되돌아왔을 때 (#156)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3-4-35. 같은 조건에서 레이저 가속 전자 발생 안정도 (레이저 세기: 8 TW;

초점 크기: ~8.37μm; 헬륨: 650 psi).

앞으로 더 정확히 파라메터화 하기위해서 다른 실시간 모니터링/측정 장치

와의 상관관계 및 상대적 혹은 절대적인 값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화할 필요

가 있다.

2.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가.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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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동 복사선 

전자가 매질을 진행하면서 잃어버리는 총 정지 출력은 충돌에 의한 손실과 

광자 (혹은 방사선) 방출에 의한 손실의 합과 같다. 고에너지 전자가 매질의 원

자에 의해 강하게 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특히 전자와의 충돌을 수반하는 

방사선 방출을 제동복사선 (Bremsstrahlung radiation)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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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단일 에너지의 전자가 방사선으로 에너지를 잃을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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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준대역 에너지의 전자가 방사선으로 에너지를 잃을 확률은 평균 전자 에너지

가 최대값의 1/3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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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할 수 있다.

전자와 같이 가벼운 입자의 경우는 주로 이온화 여기, 제동 복사, 핵이나 전

자와의 탄성 산란에 의해 에너지가 손실되는데, 전자의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 

대부분 제동 복사에 의한 손실이 주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레이저 가속 전자빔은 에너지에 따라 특정한 스펙트럼 분포를 가지

는데 예를 들어 전자빔 스펙트럼이 dN/dE라 할 때




≈  · exp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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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ization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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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복사 산란 단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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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제동복사 스펙트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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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이론적 분석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은 Geant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 분

석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은 가장 간단한 단일 전자빔을 타겟에 쬐였을 때 발생

되는 제동복사선에 대한 계산을 시작으로 타겟 두께에 대한 분석 및 발생된 감

마선의 공간 에너지 분포를 분석하였다.

1) 전자빔 에너지와 타겟 두께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총 제동 복사선량의 최적 두께보다 샘플 크기 및 위

치에 따라 제동 복사선을 위한 최적의 두께가 얇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적

절한 두께의 타겟을 사용함으로써 Background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고에너지 

감마선을 더 많이 샘플에 조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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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타겟 두께에 따른 제동 복사선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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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타겟 두께에 따른 중심 5x5 mm2 이내의 제동 복사선량 

그림 3-4-36. 타겟 두께에 따른 제동 복사선.

2) 제동 복사선 공간 분포 및 스펙트럼

제동 복사선의 공간 에너지 분포를 살펴보면 중심에서 최대 에너지가 높고 

각이 커질수록 최대 에너지가 줄어듬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방사선량의 세기를 

보정하여 서로 다른 공간에 샘플을 쬐여 광핵반응을 일으키면 서로 다른 반응

을 분리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전자빔 스펙트럼에 의한 제동 

복사선 분포 및 광핵반응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건에 따른 가중치를 얻을 수 있

다면 아주 효율적인 초소형 광핵반응 실험 장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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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7. 20 MeV 전자빔을 1 mm 두께 Ta 타겟에 쬐였을 때 각 분포 스펙

트럼.

그림 3-4-38. 광핵반응 실험 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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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ant4 프로그램 정리

1. 전자빔 

A. 단일 에너지일 경우

i. 전자를 point source로 생각함

ii. 타겟 면에서 10cm 떨어진 거리에서 수직으로 입사 시킴

iii. 100만개 (수 분), 1000만개 (수 시간), 1억 개 (1일)로 Test 함 

B. Beam profile

i. GPS (General Particle Source) toolkit 사용

ii. 전자를 point source로 생각함

iii. 타겟 면에서 10cm 떨어진 거리 

iv. Angle dist : Gaussian dist, sigma = 5 mrad

v. Energy dist : Gaussian dist, sigma = 5%

vi. 총 입자 개수를 입력하면 위에 정해준 profile을 자동 생성함

2. 타겟

A. 물질 : 텅스텐, 탄탈륨 사용

B. 두께 : Stopping power range의 0.1에서 1배를 0.1 간격으로 증가

3. 검출

A. 타겟 뒷면에 반 구각 형태의 디텍터 설치

B. 구각 센터로부터 5 도씩 구역을 나눔: 총 18 개의 링 모양 검출 구역 

설정됨

C. 각 구역마다 1 MeV bin의 에너지 필터 설치 - 1 MeV 간격으로 개

수 합함

D. 각 구역별로 단위 면적당 감마선 개수가 에너지 bin에 따라 측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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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9. Geant4 coding 결과.

그림 3-4-40. 검출 구각의 설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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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장치 설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동 복사선을 다른 하전 입자보다 전자빔인 경우 효

율이 높으며 타겟 매질이 무거울수록 효율이 높다.

그림 3-4-41.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효율.

그래프에 의하면 10 MeV 전자빔을 텅스텐이나 탄탈륨에 쬐였을 때, 전환효

율이 약 30%이고 30 MeV 인 경우는 50% 이상 이다. 본 과제에서는 전자빔 펄

스가 < 100 fs로 평균 deposit 에너지가 작으므로 다소 저온이나 방출량이 많은 

Ta를 사용하였다.

그림 3-4-42. 고에너지 전자빔의 매질에서의 Radiation range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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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3.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및 광핵반응 실험 장치의 도식도.

또한 제동 복사선 총량에 최적화 하지 않고 선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교적 얇은 타겟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고에너지의 경우 투과된 전

자빔을 차폐할 필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필터로는 비록 두께는 두껍지만 

제동 복사선 방출 효율이 낮은 알루미늄과 같은 가벼운 물질을 사용한다.

고에너지 방사선은 전자빔과 달리 투과력이 좋아 샘플 조사나 광핵반응 후 

빠져나오는 잔여 방사선을 차단해 주어야한다. 일반적으로 차폐 설계 시 두꺼운 

두께로 차폐를 할 때 가장 안전하나, 비용과 계산값을 최대로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국부 차폐와 전체 차폐를 적절히 함으로써 틈새를 통해 산란되어 나오

는 방사선도 가두어 안전한 차폐를 해야 한다.

그림 3-4-44는 방사선 발생 및 광핵반응 실험 개략도이고 그림 3-4-43은 방

사선 실험용 챔버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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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4. 고에너지 방사선 및 광핵반응 실험용 챔버.

방사선 발생 실험으로 일차적으로 10 Hz 연속 작동이 아닌 수동 펄스 동작

으로 펄스당 방사선량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 2 mm Ta 타겟을 사용하여 타

겟 챔버 주변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3-4-45. 레이저 가속 전자빔에 쪼인 Ta 타겟.

위의 사진에서 직경 1 cm의 원형 자국은 앞에 설치된 알루미늄 핀 홀 및 

Current transformer의 Foot print이고 약간 아래쪽으로 전자빔 충돌 흔적을 볼

수 있다. 전자가속기로 calibration 된 ion chamber를 이용한 계측 결과와 

Geant4 분석을 통하여 10 MeV 이상의 감사선의 발산각은 약 51 mrad으로 분

석되었으며, 타겟에서 20 cm 떨어진 위치에서 감마선의 선속은 2x108

photons/cm2/pulse 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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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번
호

세부연구
목표

달성내용
달성도

(%)

1

극초단 
초소형 

전자가속장치 
제작

◇ 초소형 가속장치용 타겟 설계 및 제작 
 - Parker hannifin사의 General valve S33을 기반으로 슬릿형 

기체 타겟을 제작   
◇ 초소형 가속장치용 광학계 설계 및 제작
 - CodeV를 이용하여 전자 타겟에 필요한 레이저 집속빔을 

제공하는 광학계를 설계․제작 
 - 10 mm 직경의 구멍을 가진 반사경과 구형반사경을 조합하

여 좁은 공간에서 긴 초점 거리를 실현

100

2

플라즈마 
실시간

분석 기술 
개발

◇ 극초단 레이저 간섭계 제작
 - 제작된 플라즈마 측정용 간섭계의 제원  

․시간 분해능 : < 50 ps,      ․측정 시간영역 : 10 ns
․시간동기화 정밀도 : < 30 fs, ․공간분해능 : < 50 μm

◇ 레이저 플라즈마 측정 및 분석 수행
 - 측정, 분석된 레이저 플라즈마 밀도 공간 분포

․플라즈마 밀도 공간 분포 scale length: 약 36 μm
․밀도 분포 : 타겟 앞 50 μm - 4.1×1019 cm-3

           타겟 앞 80 μm - 1.7×1019 cm-3

100

3
레이저 

prepulse 
효과 분석

◇ 레이저 prepulse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 Prepulse의 주요성분인 ASE (amplified spontaneous 

emission)를 측정할 수 있는 고유기술 개발 (ASE 채널링법)
 - 초고출력 티타늄 사파이어 레이저에서 생성된 ASE 측정 및 

분석
◇ 레이저 prepulse 제어 기술 개발
 - Pockels cell과 driver로 구성된 광스위치를 1차 증폭기 뒤

에 설치하고, 개폐시각을 조절하여 주펄스 앞에 선행하는 
prepulse 성분들을 시간적으로 제어각에 따라 3 mJ 이상에
서 1 mJ 이하까지 ASE 에너지 제어

◇ 레이저 prepulse에 따른 이온빔 가속 에너지 및 효율 측정
 - 레이저 prepulse에 따른 양성자 에너지 측정
 - 레이저 prepulse에 따른 양성자빔 divergence 측정

․양성자빔 divergence : 25o~45o (E > 0.8 MeV)
◇ 레이저 prepulse에 따른 레이저 가속 이론 연구 수행
 - Preplasma profile을 고려한 PIC code 개발, 시뮬레이션 수

행
 - Prepulse에 의해 변형된 preplasma profile에 따른 레이저 

플라즈마 상호작용의 동력학 분석
 - 최적 preplasma 조건

․Scale length: 5~7     ․최대 플라즈마 밀도: 약 0.7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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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극초단 
고에너지 

양성자/이온
빔 발생

◇ 고에너지 양성자/이온빔 측정 기술 고도화
 - Thomson Parabola Spectrometer (TPS) 에너지분포 측정 

정밀도 향상
 - 실시간, 정밀 에너지 동시 측정용 Faraday cup 설계 및 제

작
◇ 타겟 조건에 따른 양성자/이온빔 가속 실험 및 분석 수행
 - 레이저빔 파면을 개선하여 회절한계치에 이르는 레이저빔 

집속 확인
 - 타겟의 종류/두께에 따른 양성자 빔 계측 
 - 타겟의 종류 따른 양성자 가속 이론 모델 제시

․초기 background 플라즈마의 저항이 큰 플라스틱의 경우
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가속 이론인 ARIE (Acceleration 
by Resistively Induced Electric field) 모델을 세계 최초로 
제시

 

실험치 TNSA ARIE
Al 6 m 0.65 MeV 0.51 MeV -

Mylar 13 m 1.3 MeV 0.34 MeV 1.4 MeV

◇ 레이저 prepulse 최적화를 통한 고효율 양성자/이온빔 가속 
조건 확보

 - 최대 양성자 에너지 발생을 위한 최적 prepulse 조건
․타겟 종류 및 두께에 따른 최적 prepulse 폭 및 양성자 에
너지

    

Al 2 m 6 m 15 m
prepulse 

폭
2.5 ns 5 ns > 2 ns

최대 
에너지

1.1 MeV 0.86 MeV 0.52 MeV

    

Mylar 2 m 6 m 12.5 m
prepulse 

폭
2.5 ns 5 ns 6 ns

최대 
에너지

1.5 MeV 1.6 MeV 1.6 MeV

․최적 조건에서의 양성자 발생량
   ▶ 총 양성자 수 (E > 1 MeV) : 4.1×108 protons/shot
   ▶ 양성자 에너지 1 MeV 이상 효율: 0.03% 
       (전체 효율: 약 5~10%)
   ▶ 양성자 반복율 및 펄스폭 : 10 Hz, ~ps 
                               (1 mm from target)

◇ 고효율 이중구조 타겟 개발
 - 12.5 m 두께의 Mylar에 0.3 m의 Al을 코팅한 타겟을 이

용 플라스틱에서의 발생 원리 규명

100



- 124 -

Mylar
12.5 m

단일 Mylar
이중구조

(Al에 레이저 
입사)

이중구조
(Mylar에 

레이저 입사)

최대 양성자 
에너지

1.9 MeV 1.8 MeV 0.61 MeV

 - 6 m 두께의 Mylar에 0.3 m의 Al을 코팅한 타겟을 이용
하여 양성자 에너지 1.4 배 증대

Mylar 6 m 단일 Mylar
이중구조

(Al에 레이저 
입사)

최대 양성자 
에너지

3.4 MeV 4.7 MeV

5
플라즈마파 
분석 기술 

개발

◇ 상대론적 플라즈마파 발생 테라헤르츠파 측정 기술 개발
 - 상대론적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X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

의 다른 분광성분을 차단하고 테라헤르츠파 성분만을 선택
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제작

◇ 전자빔가속이 이루어지는 플라즈마 상태에 따른 테라헤르츠파 
특성 분석

 - 기체타겟 조건에 따라서 테라헤르츠파 발생 특성을 분석하
고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는 X선, 가속전자 공간분포, 테라헤
르츠파를 동시에 측정하여 비교 분석

◇ T-ray 분광을 이용한 전자빔 및 플라즈마 분석 기술 개발
 - 금 박막 프린팅 기법을 이용하여 주기 300~1,000 μm의 금

속(금, gold) 메쉬를 PE 필름위에 형성하여 Fabry-Perot 간
섭계 제작

 - 500 μm 주기의 금메쉬 PE 필름을 반사면으로 사용하여 
Fabry-Perot 간섭계를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되는 
테라헤르츠파의 분광을 측정/분석

100

6
극초단 전자빔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 전자 가속을 위한 계측 장치 설계 및 제작
 -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에 의해 가속되는 전자빔과 플라즈마

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위한 장치 설계 및 
제작
․중성 기체 밀도 측정용 간섭계
․자기장을 이용한 전자빔 에너지 분석기
․플라즈마 밀도 측정용 간섭계
․톰슨 산란을 이용한 플라즈마 채널 측정장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체 측정 장치를 실시간 동시 
모니터링

◇ 중성 기체 밀도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 마하젠더 간섭계를 이용하여 노즐의 압력에 따른 중성 기

체의 밀도 측정 및 분석
․지름이 0.8 mm인 실린더형 노즐 축상에서의 Ar 중성 기
체 밀도

                                          [단위: 1019 cm-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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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압력 (psi)
노즐과의 거리 200 400 600 800 1000

340 μm 1.3 3.3 3.7 4.7 6.4

880 μm 0.86 0.84 1.8 2.7 2.8

◇ 전자빔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 자기장을 이용한 에너지 분석기를 설계/제작하여 에너지 

및 공간분포 (발산각) 등 에미턴스 동시 측정 및 분석
 - 6.5 MeV 가속기 전자빔을 이용한 전자빔 전류 측정장치 

정밀 보정

7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

◇ 레이저 간섭계 및 톰슨 산란을 이용한 플라즈마 및 가속 
채널 분석 기술 개발

 - 플라즈마 밀도: 1.5x1019 cm-3, 길이: 500 μm, 채널 크기: 
120 μm

 - 톰슨 산란 측정 장치을 이용하여 상대론적인 self-focusing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플라즈마 채널을 측정 및 분석

    ․플라즈마 채널 길이
         약 350 ~ 500 μm (레이저의 focal depth : 280 μm)
◇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고효율 발생 기술 개발
 - 최적화된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 결과  

․단색 전자빔 중심에너지 : 26±4.2 MeV
․1 MeV 이상 전자빔 전하량 : 1.8±0.48 nC
․10 MeV 이상 전자빔 전하량 : 1.0±0.2 nC
․10 MeV 이상 전자빔 펄스폭 계산치 : <200 fs (30 cm 
from target) 
․최대 레이저 펄스 반복율 : 10 Hz 

100

8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장치 제작

◇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용 타겟 제작
 - 10 Hz의 고반복 감마선 발생과 효과적인 방사선 차폐가 가

능한 소형 감마선 발생 챔버와 고에너지용 CD 가스노즐, 
가스노즐자동이송장치, 감마선타겟 등 설계와 제작

◇ 고에너지 방사선 차폐기술 개발
 - 타겟의 1차 차폐를 통하여 감마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챔버에서의 방사화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며, 2차 차폐에
서는 감마선과 중성자를 동시에 차폐

100

9

극초단 방사선 
발생용 전자빔 

타겟 특성 
분석 기술 

개발

◇ 타겟 조건에 따른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특성 분석
 - Geant4 전산 코드 활용
 - 재질 및 두께에 따른 방사선 에너지 분포 및 공간 분포 분

석

100

10
극초단 방사선 
고효율 발생 
기술 개발

◇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감마선 에너지 : > 5 MeV
․발산각: 50 mrad (> 10 MeV)
․발생량 : > 2x108 photons/cm2/pulse @ 20 cm
․반복율 및 펄스폭 : 10 Hz, ~p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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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연구성과

1. 탁상형 극초단 30 TW 초고출력 레이저 국산화 개발

그림 4-2-1.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탁상형 극초단 30 TW

초고출력 레이저 시스템.

○ 극초단 방사선 발생 기술의 경쟁력은 우수한 성능의 레이저 기술이 바탕

이 되며, 특히, 효과적인 플라즈마 가속을 위해서는 레이저 주신호 대비 

잡음비율 (contrast ratio), 레이저 집속능력이 중요함 

○ 세계 최고 성능의 펨토초 초고출력 레이저 장치 국산화 개발 성공

- 출력 : 30 TW (30×1012 W)

- 펄스 에너지 : 1 J

- 펄스폭 : 30 fs (30×10-15 s)

- 레이저 주신호 대비 잡음 비율 : > 108

(선진국에서 개발된 상용장치의 경우 105~106)

- 집속 능력 : 회절한계치 1.14배

○ 전체 장치의 크기도 2×4 m2로 동급의 레이저 장치 중에서 가장 소형임

○ 우수한 성능의 레이저를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극초단 고에너지 양

성자 및 전자빔 고효율 발생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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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초단 양성자빔 에너지 증대 기술 개발

그림 4-2-2. 이중구조 타겟을 이용하여 양성자 에너지 증대 기술 개발 실증.

○ 극초단 초고출력 레이저의 잡음신호를 제어하여 플라스틱 고체박막 타겟

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고에너지 양성자빔 고효율 발생 성공

- 양성자 최대 에너지 : 1.5 MeV

- 1 MeV 이상 양성자 발생량 : 4×108개

- 발생 효율 : ~2%

○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타겟에서의 양성자 발생원리 규명 

- 저항유도전기장가속 (Accelertion by Resistively Induced Electric Field,

ARIE) 모델 정립 및 실험적 검증 성공

○ 레이저 장치 및 플라스틱 타겟의 최적화를 통하여 기존의 금속 박막 타

겟에서 얻었던 양성자 발생량과 에너지를 훨씬 능가하는 고효율의 고에

너지 양성자빔 발생 성공

○ 이중구조 타겟을 이용하여 양성자 에너지 증대 기술 실증

- 단일 Mylar 타겟: 3.4 MeV --> 이중 구조 Mylar 타겟: 4.7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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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초단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 기술 개발

그림 4-2-3. 극초단 고출력 테라헤르츠파 발생 및 이를 활용한 플라즈마 계측 

기술 개발.

○ 레이저 가속이 이루어지는 플라즈마에서 발생되는 고출력 극초단 테라헤

르츠 펄스 계측 및 활용 기술 확립

○ 고출력 테라헤르츠 펄스 발생 및 분광 측정 성공

- 펄스 에너지 : 1 μJ 이상

- 측정 대역 : 100~3,000 μm

○ 테라헤르츠를 이용한 레이저 가속 플라즈마 진단

- 전자 및 양성자 가속 에너지와 발생량, X-선 발생량 등을 동시에 측정

하여 상관관계 분석

- 새로운 레이저 가속 메카니즘 규명에 활용

○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양성자빔, 이온빔, X-선과 함께 차세대 광원으

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테라헤르츠 발생 및 활용 기술을 확립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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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효율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 발생 기술 개발

그림 4-2-4.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고효율 발생 및 플라즈마 실시간 분석 기

술 개발 .

○ 레이저를 이용한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 성공

- 고에너지 준단색 (quasi-monoenergetic) 전자빔 안정적 발생 성공 : 전

자빔 중심에너지 26±4.2 MeV (에너지 분산 ~20%)

○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전자빔 발생 성공 

- 10 MeV 이상 전자빔 전하량 : 1.0±0.2 nC

- 발생효율 : ~7% (레이저 펄스에너지 대비)

(c.f. Nature 431, 541-544, 2004/Nature 444, 737-739, 2006)

- 에미턴스 : 1.9π mm․mrad (normalized emittance)

○ 선진국 연구그룹과의 긴밀한 기술협력을 통하여 고에너지 전자빔 발생 

기술을 조기에 습득 하였으며,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고효율 전자빔 발

생을 위한 조건 수립 및 실험적 실증 성공

○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장치 개발을 위한 고에너지 전자빔 고효율 

발생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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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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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고효율 발생을 위한 실험장치 및 최적화 

기술 개발 

○ 레이저 가속 고에너지 전자빔을 이용한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성공

- 감마선 에너지 : > 10 MeV

- 발산각 : 50 mrad (> 10 MeV)

(고에너지 전자빔 조사 면적: < 3 mm2 ⟶ point-like)

- 발생량 : > 5.9x107 γ's/cm2/pulse @ 20 cm, 2 mm 두께 탄탈륨 타겟

- 반복율/펄스폭 : 10 Hz/~ps (에너지 분산 ~20%)

○ Geant4 시뮬레이션 코드를 이용한 타겟 조건 최적화 기술 확보

○ 고효율 전자빔 발생 성공을 토대로 방사선 발생 실험적 실증 성공 및 이론

적 계산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고효율 응용 실험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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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련분야 기여도

1. 극초단 고에너지 양성자빔 발생 기술 개발

상대론적 플라즈마라는 새로운 물리 분야의 기술을 응용하는 고에너지 양성

자 발생 기술은 기존의 거대한 가속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세계의 

여러 연구그룹들이 경쟁적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 중에 있다. 이 분야는 극한적

인 물리 환경에서 발생하는 물리 분야의 새로운 영역으로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실제적인 응용을 위한 기술 개발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본 연구팀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플라스틱 타겟에서의 관측 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레이저 선행 펄스

와 이중구조 타겟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이 높은 양성자 발생 기술을 개발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양성자 암치료장치 개발 등과 같이 레이저 유도 양성

자를 상용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극초단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 기술 개발

테라헤르츠파는 21세의 중요한 응용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테라헤르츠파는 

저출력의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에서부터 거대한 가속기를 이용하는 방

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의 광원들이 있다. 최근에는 테라헤르츠 영역에서 

물질의 비선형적인 광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세기의 테라헤르츠파

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기술은 극초단 레이저와 플라즈마의 상호작용을 이용하

여 이러한 광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본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3.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 발생 기술 개발

극초단 초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하는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 가속 기술은 최

근 네이처, 사이언스 지 등에 자주 실리는 과학계의 ‘hot topic’이다. 기존의 대

형 가속기를 사용하여야 만이 가능하였던 고에너지 대전 입자 발생이 불과 1

mm 이하의 작은 공간에서 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 무척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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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본 분야는 에너지를 높이는 연구, 발생되는 빔의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빔 발생 효율을 증가시키는 연구 등이 주된 방향이다. 본 연구팀은 그 중

에서도 탁상형 레이저빔이 제공할 수 있는 가속에너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

을 대폭 높이는 기술에 기여를 하고 있다.

4. 극초단 고에너지 감마선 발생 기술 개발 

극초단 고에너지 전자 가속 기술을 활용하는 극초단 고에너지 감마선 발생 

기술은 극초단 입자빔을 활용하는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에너지 

감마선은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효율이 높은 전자 가속 기

술을 이용한 것으로 고에너지 감마선의 실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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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극초단 고에너지 양성자빔 활용 기술

1. 차세대 의료 장치 기술 개발

그림 5-1-1. 레이저로 가속된 이온빔을 이용하는 암치료 장치의 상상도.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기술은 매우 좁은 에너지 폭과 매우 작은 크기의 

선원을 가지는 수 십 keV의 방사선원을 개발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고

품질 방사선은 진단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면서 분해능이 높은 의료 

영상을 가능하게 하여 암의 조기 진단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레이저를 이

용한 이온빔 발생 기술은 현재 암치료에 적용되는 거대한 가속기 기술을 대체

할 수 있는 수 백 MeV의 이온빔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2. 핵반응 연구

영국의 RAL에서는 레이저로 가속된 양성자를 고체 타겟에 입사하여 핵파

쇄(spallation)에 의한 핵반응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5년에는 이를 이용하여 

타겟의 동위원소분포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3. 고속 플라즈마 계측 기술 개발

레이저로 가속된 양성자의 시간 특성을 이용하여 2006년 미국의 LLNL에서

는 레이저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내파 (內破, implosion) 플라즈마의 동역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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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획득하였다.

그림 5-1-2. 레이저로 가속된 양성자 (7 MeV)를 레이저 핵융합이 발생하는 내파

(implosion) 플라즈마에 입사하여 얻은 영상. 왼쪽은 압축 레이저가 대칭적으로 

플라즈마에 입사된 경우이고 오른쪽은 비대칭으로 입사된 경우이다. 이 영상은 

압축 레이저 입사된 후 약 1-2 ns 후에 찍은 것이다. [Phys. Rev. Lett. 97,

045001 (2006)]

제 2 절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 활용 기술

1. 핵연료 구조 및 핵분열 생성물 분포 측정

핵연료는 연소과정에서 손상을 입어 미세구조가 변화하며 장기저장 과정에

서도 다양한 원소들의 붕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인해 로 인해 그 구

조 및 조성이 변화하는데,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에 있어 그 구조 및 핵분열 생

성물 분포를 조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고온가스(HTGR)

로의 핵연료는 외경이 800 마이크로미터인 TRISO(Tri-isotropic) 입자를 사용하

는데, 이 입자는 가장 안쪽 핵에 직경 약 400 마이크로미터의 UO2 연료가 있고 

그 외부는 pyrocarbon, SiC 등 여러 재질이 수 십 마이크로미터로 코팅된, 아주 

복잡한 미소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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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38mm)SiC (38mm)

조사후 TRIOS 핵연료 

SiC층에서 

Zn 핵분열생성물의 분포

조사후 TRIOS 핵연료 

SiC층에서 

Fe 핵분열생성물의 분포

고온가스로(HTGR)용
TRIOS 핵연료의 구조

그림 5-1-1. TRISO 핵연료의 구조 및 핵분열 생성물의 분포.

이 핵연료의 미세코팅층, 특히 SiC 층은 핵분열 생성물을 차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성자 조사, 고온, 핵분열 가스 등에 의해 파손된다. TRISO 핵

연료의 구조와 중성자 조사후 손상 및 핵분열 생성물 분포를 마이크로미터의 

분해능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X선형광법(XRF) 이용한  3차원 미소 단층촬영법

이 유력한데, 기존 X선 광원에 비해 분광세기, 단색성, 에너지가변 특성이 우수

한 컴프턴 X선을 광원으로 사용하여 높은 분해능으로 핵분열 생성 원소에 따른 

분포를 조사할 수 있다.

특히, Cs, Ce, Eu, Ru 등 중원소 핵분열 생성물의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서

는 30 k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hard X선 광원이 필요한데, 컴프턴 X선원은 

기존 방사광으로 얻을 수 없는 (포항방사광 가속기의 X선 microprobe 빔라인의 

에너지는 16 keV) 수십 keV 고에너지 hard X선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

2. 광핵 반응 및 핵변환 연구

레이저에 의해 가속된 고에너지 전자를 무거운 금속에 때릴 때 발생되는 고

에너지의 감마선과 고에너지의 극초단 양성자/이온빔은 원자력 핵공학 분야에

서 광핵반응 및 핵변환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위의 그림은 감마선을 이용하여 

Iodine-129의 광핵반응을 연구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방사선원 발생과 핵반

응이 일어나는 곳은 약 1 m 직경의 작은 진공 챔버로 다양한 실험을 쉽게 수

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이 작아서 방사선 차폐에 매우 유리하다. 또한 레이

저의 조건 및 타겟을 조절함으로써 사용목적에 맞는 에너지의 감마선 및 양성

자/이온빔을 발생시켜 다양한 핵변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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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은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 많은 응용 실험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그림 5-2-1. 레이저에 의해 가속된 고에너지 전자를 감마선으로 변환하여 

Iodine-129의 광핵반응을 유도하는 원리. [Applied Phys. B 7, 387 (2003)]

3. 극초단 나노구조 분석 기술 개발

본 과제에서 개발되는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은 펄스폭이 수 십 피코초에

서 수 백 펨토초로 매우 짧다. 그리고 파장 또한 1 nm이하로 짧기 때문에 나노

크기 이하 미세구조의 빠른 동역학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기존의 x선 회절은 

평형상태에 있는 물질의 구조 분석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지만, 레이저로 발생된 

극초단 방사선의 경우 피코초 이하의 시간조절 능력과 더불어 비평형상태의 물

질의 구조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게 한다. 위의 그림은 나노 격자의 운동을 관측

하기 위한 초고속 x선 회절 장치의 한 예이다. 이러한 연구 대상에는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구조 분석, 물질의 상변이, strain 음파의 진행, optical phonon의 

동역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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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극초단 고에너지 방사선의 회절을 이용해서 pump-probe 방식으로 

물질의 격자 운동을 관측하는 장치. [Chem. Phys. Chem. 7, 783 (2006)]

4. 의료용 고분해능, 저피폭 단색 X선 이미징 시스템 개발

현재 의료용 진단장치에 사용되는 제동복사 X선은 수 keV에서부터 수 십 

keV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이 동시에 나오지만, Dose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5 keV 이하의 X선은 피부/피하조직에 흡수되고, 50 keV 이상의 X선은 조직에 

따른 흡수도의 차가 적어 영상의 선명도가 낮으며, 실제 이미징에서는 15-35

keV 근방의 X선만이 유용하기 때문에 환자의 피폭량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

고 화상의 선명도와 분해능이 낮아진다.

이에 비해 전자빔을 레이저에 산란시켜 발생되는 단색(monochromatic), 에

너지가변(tunable) X선은 의료용 이미징에 유용한 15～50 keV의 X선을 원하는 

대로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촬영 대상 조직에 가장 잘 흡수되는 X선 에너

지나 조영제 최적화된 에너지(iodine의 경우 33.17 keV)의 X선을 이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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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량을 1/10～1/100로 줄일 수 있다.

그림 5-2-3. X선의 에너지에 따른 쥐의 뇌 단층 영상.

그림 5-2-4. 단색 X선을 이용한 의료영상 측정 예. 일반 X선 (왼쪽)과 단색 X선 

(오른쪽)으로 촬영한 유방조직.

또한, 선원의 크기가 아주 작고 지향성이 높기 때문에 선명도가 높고 분해

능이 10배 이상 향상되며, phase-contrast 기법이나 time-of-flight 이미징 기법으

로 선명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심장, 뇌, 뼈 등 인체 

부위에 따라 다른 에너지의 X선을 조사하여 질병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

고, 같은 조직에서도 X선의 에너지를 바꾸어 성분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얻거

나, digital-subtraction 기법으로 화상의 선명도와 분해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심장 관상동맥 촬영에서는 영상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혈관을 따라 관로

를 삽입하고 심장 주변에 iodine 조영제를 주입하여 영상을 얻는데, 환자의 위

험부담이 있고 영상도 선명하지 못하다. 단색 X선을 이용하면 정맥주사만으로 

조영제를 주입해도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심장질환 조기진단에 큰 진전

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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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 생명공학 연구용 펄스 방사선 분석 (Pulse Radiolysis)

이 기술은 X선, 전자빔, 레이저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기는 단

수명 반응중간체를 초고속으로 분석하는 기술로서, 방사선 방어, 방사선 가공,

방사선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펨토초 X선이나 전자빔

을 물질에 조사하고 단수명 반응 중간체의 과도흡수를 펨토초 레이저로 측정하

는데, 단색 X선 발생기술을 이용하면 동기화된 레이저, X선, 전자빔을 동시에 

또는 적절하게 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Electron X-ray

Photon
Pump-Probe 

investigation of 
fast reactions

방사선 손상을 받은 ＤＮＡ가 복원

효소에 의하여 복원되는 초기과정

방사선 방어 연구

방사선 생명공학 연구

방사선 가공 연구

방사선 치료 연구

ElectronElectron X-ray

PhotonPhoton
Pump-Probe 

investigation of 
fast reactions

방사선 손상을 받은 ＤＮＡ가 복원

효소에 의하여 복원되는 초기과정

방사선 방어 연구

방사선 생명공학 연구

방사선 가공 연구

방사선 치료 연구

그림 5-1-3. 극초단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 분석 개념.

원자로나 핵연료 재료, 방사선 생명공학, 방사선 고분자 가공 등의 분야에서 

방사선에 의한 물질의 변화 과정을 조사할 수 있고, 암치료에서 방사선 조사직

후 수화전자, 래디칼 이온 등의 생성, 초기분포, 반응성 등을 해명하여 방사선 

암치료의 기전을 밝히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 방사선에 의한 세포

사망,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등, 방사선에 의한 DNA에의 직접적인 영향을 조

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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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 2 장 및 제 5 장의 내용 및 참고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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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research

- Generation of ultra-short and high-energy proton/ion beam
․ Energy : > 1 MeV, ․ Yield : > 108 ions/pulse
․ Repetition rate, pulse width : 10 Hz, ~ps

- Generation of ultra-short and high-energy proton beam
․ Energy : > 10 MeV, ․ Yield : > 1 nC/pulse
․ Repetition rate, pulse width : 10 Hz, ~ps

- Generation of ultra-short and high-energy radiation
․ Energy : > 5 MeV, ․ Yield : > 107 photons/cm2/pulse
․ Repetition rate, pulse width : 10 Hz,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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