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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초편극 He-3 제조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독일의 TUM, 미국의 NIST, 프랑스의 ILL, 일본의 KEK 등은 고유의 헬륨-3 스

핀필터기술을 개발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선진국들과 원활한 기술교

류와 연관 기술 및 연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성능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고유한 스핀필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고유한 고성능 중성자스핀필터 개발을 통하여 헬륨-3를 이용한 편극

중성자 활용분야에서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며, 고편극도, 장수명, 다양한 형태와

기체압을 갖는 고성능 헬륨-3 셀을 자체 제작하는 기술을 보유함으로서 하나로의

중성자 빔라인에서 편극중성자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최적의 편극 헬

륨-3 셀을 이용한 중성자스핀필터나 검광자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편극기체를 중성자스핀필터로 이용하여 연구로에서 새로운 형태의 빔인 편극중

성자 빔을 개발할 경우 신소재 개발과 BT 등 산업적 응용분야의 확대를 통해서 연

구로 중성자 조사시설의 활용 고도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중성자 핵

스핀을 이용한 다양한 기초핵물리 실험이 가능하게 되고, 원자력 기술선진국과 원

천연구 분야에서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가 가능하게 되어, 국내의 원자력 산업 발전

과 효과적인 고급인력양성이 가능해 진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중성자 활용장치에서 편극된 중성자를 생성하는데 사용

할 수 있는 헬륨-3 기체편극기의 핵심부품인 고순도 헬륨-3 셀 제작기술을 개발하

였다. 고순도 기체주입장치, 정밀 기체압력 계측장치, 잔류기체분석장치, 고온 오븐

장치 등이 구축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GE-180 유리와 석영 재질을 사용한 다양한

크기와모양을갖는고압력(~1.5 bar), 고순도, 장수명의 편극기체셀제작되었다.

헬륨-3 기체기반의 중성자 스핀필터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기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중성자 빔라인에서 in-situ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정자기장 케비티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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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3 기체편극장치가 고안되었으며, 자기장 분석코드를 이용한 케비티의 최적 자

기장 분포 분석을 기반으로 고안된 고균일 가변 정자기장 장치의 시제품이 제작되었다.

또한, 정자기기장 케비티 헬륨-3 편극장치에서 편극된 헬륨-3 기체의 편극도를 실

시간 측정하기 위해서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기술을 이용한 기체편극

도 측정 장치가 개발되었다.

Ⅳ. 연구개발결과

ㅇ 고성능 편극기체 셀 제조 장치 개발

중성자 영상, SANS, TAS 등의 연구용 원자로를 이용한 중성자 활용장치에서

단일방향의 회전을 갖는 편극된 중성자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헬륨-3 편극기나 검

광자의 핵심부품인 고순도의 헬륨-3 셀 제작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고순

도 기체주입장치, 정밀 기체압력 계측장치, 고온 오븐장치, 잔류기체분석장치(RGA)

등이 구축되었다. 구축된 진공시스템은 헬륨-3 기체와 질소기체의 정화장치를 갖추

고 있으며, 드라이펌프, 터보펌프, 이온펌프, 가스관 가열장치로 구성된 진공시스템

은 1/4“ 기체 주입관 내부에서 고순도 기체 셀을 제작하기에 충분한 진공도에 해당

하는 약 5×10-9 Torr의 고진공도를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수십 mbar 에서 5 기

압에 이르는 기체압력 측정이 가능한 마노미터 장치가 도입되어 수 기압에서 헬륨

셀의 기체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었으며, 고압력의 기체 셀을 봉입하기위한

액체질소 냉각장치, 잔류기체분석장치(RGA, residual gas analyzer)와 400 °C 이상

의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셀 정화용 오븐장치가 설치되어 고압력 고순도 헬륨-3

기체 셀의 제작이 가능하였다.

GE-180 유리와 석영을 이용한 셀 제작기술, 우라늄 유리를 이용한 유리접합기술

등이 개발되어, 다양한 형태의 셀 제작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GE-180 유리와 석영 재질의 다양한형태와크기, 그리고헬륨-3 기체압력(~1.5 bar)을 갖

는 고순도 장수명을 갖는 편극기체 셀이 제작되었다. 일례로, 솔레노이드 코일 기반의

헬륨-3 기체편극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기체 셀로 GE-180 유리를 재질로 하는 원

통형 셀이 제작되었으며, 정자기장 케비티 기반의 in-situ편극기체 생성장치에 사용

할 수 있는 석영 재질의 사각통형 셀이 제작되었다. 또한, 석영 재질을 사용한 고압

력의 헬륨기체 광각 셀이 제작되었다.

ㅇ In-situ 헬륨-3 중성자 스핀 편극기 기술 개발

중성자 빔라인에서 in-situ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정자기장 케비티 기반의 헬륨

-3 기체편극장치가 개발되었다. 자기장 시뮬레이션 코드를 사용하여 자성체와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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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의 재질, 케비티의 구조 등에 따른 정자기장 케비티의 최적 자기장 분포 조건

이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고균일 가변 정자기장 발생장치의 시제품이 설계 제작 되

었으며, 제작된 고균일 정자기장 케비티의 특성이 분석되었다. 또한, 정자기기장 케

비티 기반의 헬륨-3 스핀필터장치에서 헬륨-3 기체의 편극도를 실시간 측정하기 위

한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을 이용한 기체편극도 측정 장치가 개발되어

케비티 내부에 설치되었다. 25 GHz의 좁은 레이저 발진 선폭, 고균일 정자기장 케

비티, 코싸인 RF 코일 등을 이용한 기체편극도 측정 장치의 특성이 분석되었다. 이

러한 고균일 자기장을 갖는 가변 정자기장 케비티 장치의 개발로 국내에서도 기술

선진국에 앞선 고유의 편극 헬륨-3를 이용한 중성자 스핀필터장치를 보유할 수 있

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개발될 고분극도 헬륨-3 셀과 In-situ 중성자스핀필터 장치는 중성자 영상장치와

SANS(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에 우선 적용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를 이용

한 산란실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In-situ 중성자스핀필터 장치는 중성자 영상장치에

편극자와 검광자로 사용하여 자성재료의 구조분석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헬륨-3

중성자 스핀필터 장치는 TAS(triple axis spectrometer)와 Reflectometer에 적용이

가능하며, 광각 셀을 이용한 MACS(multi-axis spectrometer)의 중성자 검광자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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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 polarized He-3 gas production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Various helium-3(He-3) spin filters have been developed and utilized in the

TUM of germany, the NIST of USA, the ILL of France, and the KEK of Japan.

To cooperate with these institutes in the related research areas and technologies,

our own advanced neutron spin filters need to be developed and utilized. The

polarized He-3 cell based neutron polarizer or a neutron analyzer are necessary

in the polarized neutron application fields utilizing the neutron beam lines of the

HANARO research reactor. On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the

essential technologies for manufacturing high purity He-3 gas cells, which have

a high polarization rate, a long lifetime, and various shapes and gas pressures,

and the other objective is to develop an advanced He-3 neutron spin filter.

Development of a polarized neutron beam line utilizing a polarized He-3 gas

cell enable neutron irradiation facilities of a research reactor to be utilized

widely for studying new materials and BT technologies. In addition, in related to

utilize the polarized neutron beam line various basic or fundamental nuclear

researches become possible through technical communications and common

research efforts together with advanced countries in nuclear technologies. These

research activities will eventually lead to develop infrastructures and manpower

in domestic nuclear industrie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High purity He-3 cell manufacturing technologies were developed to produce

polarized neutrons for the neutron instruments of a research reactor, which

include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a high purity gas inlet system, a high

precision gas pressure measurement system, a residual gas analyzer, and high

temperature baking oven. By utilizing these systems and instruments, a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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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ty polarized gas cell with a long lifetime, various shapes and sizes, and high

gas pressure up to 1.5 bar were made with GE-180 glass and fused quartz.

To make easy use of a He-3 neutron spin filter possible, research efforts

were focused in developing in-situ He-3 neutron polarizer based on a magneto

static box. Based on the analysis of magnetic field profiles using a magnetic

field calculation code, a protype unique magneto static box with variable uniform

field distributions was devised and manufactured. In addition, to measure the

polarization ratio of the He-3 cell in real time basis a NMR system was

designed and installed inside the magneto static box.

Ⅳ. Result of Project

◦ Development of a fabrication system for a high purity polarized He-3 cell

A manufacturing technology was developed for a high purity helium-3 cell,

which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a He-3 neutron polarizer or a He-3 neutron

analyzer providing polarized neutrons for the instruments in neutron imaging,

SANS, TAS, or reflector. For uses in making a He-3 cell, we constructed or

installed a high vacuum system, a high purity gas inlet system, a high precision

gas pressure measuring system, a high temperature oven, and a residual gas

analyzer. The vacuum system equipped with a dry pump, a turbo pump, and a

ion pump can provide a high vacuum level of 5×10-9 Torr, which is a high

enough vacuum pressure for making a high purity He-3 cell. The He-3 and N2

gas pressures were precisely controlled by using a manometer, which can be

used in the range of from 10 mbar to 5 atm. A liquid nitrogen cooling device

was designed and employed sealing a He-3 cell at high gas pressures above 1

atm. The 1/4" dia. gas inlet lines were cleaned at a temperature of 100℃ with a

silicon band heater, and a glass part including a manifolder and a gas cell was

cleaned with a hot oven at a temperature of 400℃. These enabled to make a

high purity He-3 cell at various inlet gas pressures.

By developing a cell construction technology with GE-180 glass and fused

quartz, a GE-180 glass blowing technology, and a glass fusing technology

between pyrex and GE-180 glass, high purity He-3 cells with various shapes,

sizes, and gas pressures were fabricated. For example, a circular cylindrical

He-3 cell was developed based on GE-180 glass and applied for a sole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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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He-3 polarizer. A squared cylindrical He-3 cell was designed and

fabricated with fused quartz for application in a neutron polarizer based on a

magnetostatic box. A high pressure wide angle cell with a gas pressure of 1.5

atm was also fabricated based on fused quartz.

◦ Development of an in-situ He-3 neutron spin polarizer

A He-3 gas polarizing device based on a new magnetostatic box was

developed for use as an in-situ neutron polarizer or an neutron analyzer in the

neutron beam lines of a HANARO research reactor. By using a magnetic field

profile simulation code, the magnetic field profile of the magnetostatic box was

analyzed and optimized for various magnetic materials and cavity structures.

Based on these analysis, a prototype He-3 polarizer based on a magnetostatic

box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In addition, NMR(nuclear magnetic

resonance) coils were developed to measure a polarization ratio of the developed

He-3 polarizer and installed within the polariz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gnetostatic cavity and the NMR coils were measured and analyzed

experimentally. The developed magnetostatic cavity has a uniform magnetic field

distribution and has the advanced capability to compensate a stray

environmental magnetic field. These properties of the magnetostatic cavity led to

successful development of a superior He-3 polarizer.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developed in-situ neutron spin filter and the high purity He-3 cell will

be employed initially in the neutron beam lines for neutron imaging and

SANS(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experiments, and will be used to analyze

structure of magnetic materials. Also, the in-situ neutron filter will be applied

as a neutron polarizer for a TAS(triple axis spectrometer) and a reflectometer,

and as a neutron analyzer for a MACS(multi-axis crystal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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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핵 스핀 편극화 기술은 광펌핑을 통해 원자핵의 스핀을 편극화 하는 기술

로서, 상온에서 물속 양성자 편극도에 비해서 약 106 배 높이는 방법이다. 원자핵

편극화 기술에는 핵스핀교환광펌핑방법(SEOP, spin exchange optical pumping)

과 준안정준위광펌핑방법(MEOP, metastable exchange optical pumping)이 있다.

SEOP에 의한 편극화 기술은 알칼리 원자의 최외각전자를 원편광된 레이저빔을

사용해 선택적으로 여기 시켜 전자편극을 얻은 후 불활성 기체와의 충돌을 통해

불활성 기체의 원자핵 스핀을 편극화 시키는 방법이다.

미국 Thomas Jefferson 국립연구소의 He-3 Target Collaboration은 미국 내

의 버지니아, 윌리암-메리, 템플, 캘리포니아공대, MIT, 메릴랜드, 켄터키 등의

대학 뿐 만 아니라 프랑스, 케나다, 이태리, 일본, 한국 등 수십 명의 과학자와

협력관계를 맺고 He-3 타깃을 이용한 다양한 핵물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

국 위스콘신대학과 국립표준연구소(NIST)는 SEOP에 의한 편극시스템을 공동

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NIST에서는 SEOP에 의한 He-3 셀을

TAS(triple-axis spectrometer)에 적용하였다. 헬륨 SEOP는 Rb-3He 사의의 스

핀 교환율이 너무 적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 최근 미국의 뉴햄프셔

대학에서는 높은 스핀 교환율을 갖는 알칼리 금속인 포타시움(K)을 이용하여 2

시간 정도로 시간을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칼텍대학은 Cs, K, Rb와 He-3 사이

의 스핀교환율계수를 측정하여 보고하였다.

프랑스 ILL(Institute Laue Langevin)과 독일의 뮌헨공대(TUM)의 경우 주로

MEOP를 이용한 He-3 셀을 개발하여 중성자 과학 연구에 응용하고 있다. 일본

의 경우 초편극 He-3 셀을 중성자 스핀필터로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고에너지가속기연구소(KEK)의 Takashi Ino가 중심이 되어 중성자 기초과학분야

연구에 이용하고 있으며, JAEA와 CROSS에서 다이오드 레이저 펌핑 광원과 셀

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호쿠 대학에서 셀을 제조하고 있다.

호주 ANSTO(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의 경

우 프랑스의 ILL과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He-3 스핀필터를

SANS(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diffractometer, thermal TAS,

reflectometer, 냉중성자 TOF(time-of-flight) 분광기 등에 적용할 예정으로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He-3 중성자 스핀필터를 중성자 시설의 주요 장비

인 SANS, TAS, MACS(multi-axis crystal spectrometer), SCD(single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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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ractometer), Reflectometry, Radiography 등에 적용하여 응용연구를 수행 중

에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동향을 아래 표1에 나타내었다.

표 1. 주요선진국의 He-3 중성자 스핀필터 연구현황

연구

기관
활 용 분 야 주 요 내 용

독일,

TUM
Neutron Radiography

• 강자성체의 중성자 영상용

• 빔 편극도 : 80%,

투과도 : 50% @ 중성자 파장 = 0.32 nm

독일,

JCNS
In-situ polarizer

• Reflectrometry (JCNS)

• SANS, wide angle 분석용

일본,

KEK
J-Park BL05/NOP

• 중성자 스핀 검광기

• 빔라인 광학계 분석, 중성자 β-decay 연구용

일본,

JAEA

SANS, analyzer

4 cm 직경 셸

• SANS-J-II(JRR-3), He-3 스핀 검광자,

Small-angle 중성자산란

• Coherent와 스핀 incoherent 산란 분리

일본,

JAEA

중성자스핀필터
3He 압력:10atm·cm

• NOP(JRR-3), 0.76 nm neutrons

• 열중성자 편극용 셀 편극도 시험

미국,

NIST

다축 결정 분광기

(MACS)
• MACS의 편광자, flipper, 검광자로 개발

미국,

NIST

단결정

회절미터(SCD), 자성

반사미터(MR)

• 중성자 산란(아르곤 국립연구소)

• MR (파쇄중성자원)

• Fundamental Neutron Physics,

Interferometry에 응용

미국,

NIST

Thermal triple axis

spectrometer, SANS
3He 압력 : 1.5-1.9

bar

• BT-7 thermal TAS(NCNR),

5–200 meV neutron energy

• 편광기와 편광분석기로 사용

• 편극자 효율 : 0.85 @ 0.5 nm,

Flipper efficiency : >0.98

미국,

NIST

Neutron

reflectometry

• 3He analyzer로 사용

NG1 in NCNR(NIST), POSY I at

IPNS(ANL)

• Magnetic diffuse scattering 연구 목적

한국,

KAERI

중성자 영상, SANS,

Thermal TAS

• 하나로의 열 및 냉 중성자 분석장치의 스핀

필터/검광자로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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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He-3 편극기에 대한 연구를 Postech, 경북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 수행 중에 있다. Postech에서는 경북대, 러시아의 JINR 등과 협력하여 소형

헬름호르츠 코일을 이용한 SEOP 장치를 개발한 실적이 있으며, 경북대에서는

헬름호르츠 코일을 이용한 SEOP 장치를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 경북대에서

편극기체의 편극도 측정을 위한 NMR 장치를 구축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경북대, KEK, JINR 등과 협력하여 솔레노이드 자기장 장치에 기반을 둔 초편극

He-3 생성장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He-3 편극기체 셀 개발 분야에서 NIST에서는 SEOP 방식에 의한 고분극도의

He-3 셀을 개발하였고,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MEOP 방식에 의한 고분극도 He-3 셀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SANS, TAS, 중성자 영상 등에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특성의 헬륨-3 편극 셀 제작경험이 없어 고성능 셀 제작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

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유의 He-3 중성자 편극기 개발 분야에서도 독일의 TUM과 JCNS, 미국의

NIST 등은 다년간 정자기장 혹은 전자석 기반의 편극기 개발과 운용경험을 가

지고 있고, 일본의 경우 J-PARK의 파쇄중성자원과 JCNR에 He-3 편극기를 적용하기 위

한연구를수행하여 솔레노이드 기반의소형 He-3 편극기를 개발하여각종연구에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학에서 제작된 헬름호르츠 코일에 기반한

헬륨-3 기체편극장치는 기술선진국에서 기체의 편극을 연구하기위해서 도입된 잘 알려진 일

반적인 기체편극장치로서 중성자 빔라인에 적용이 가능한 헬륨-3 중성자 편극기를 연구개발

한경험이매우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솔레노이드 기반의 He-3 편극기와 정자기장 기반의 He-3 편극기

에 서 핵심부품 기술인 고순도, 장수명의 헬륨-3 셀 제작기술을 자체개발하였고, 또한 헬륨

-3 셀 응용의 다양화를 위해서 다양한 압력과 형태를 갖는 각종 첨단 헬륨-3 제작기술을 개

발하였다. 또한, 정자기장 케비티 장치에 기반하여 하나로의 중성자 빔 장치에 in-situ 형태

로 응용이 직접 가능한 고성능을 갖는 고유의 헬륨-3 중성자 편극기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헬륨-3 편극장치에적용이가능한 NMR에 기반한편극도측정장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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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SEOP 기체편극기술의 개요

제 1 절 스핀교환 광펌핑에 의한 기체편극기술

기체의 편극은 편광된 레이저 광의 각운동량을 불활성 기체의 핵자에 전달하

여 생성될 수 있으나, 3He의 경우 원자 기저상태로부터 직접적인 광 여기는 충분

히 낮은 에너지를 갖는 여기 상태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스핀-교환방법(SEOP, Spin Exchange Optical Pumping)으로 불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인 각운동량의 전달이 가능하며, 알칼리 금속을 편극하여

스핀 전달과정에서 매개체로 이용한다.

그림 1. 알칼리 원자 Rb의 가전자를 편극 시키기 위한 핵스핀 생략된 간이화

된 광 여기구도.

알카리 금속(Rb)의 기저상태 5S1/2와 여기상태 5P1/2는 그림 1과 같이 외부 자

기장하에서 자기양자수 mJ=+1/2와 -1/2의 각각 두 개의 부준위를 갖는다. 794.7

nm를 갖는 우측 원편광된 레이저 빔을 조사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기저상태에

서 여기상태로 σ+ 천이가 일어나게 된다. 여기상태의 전자들은 고압의 3He과 충

돌하여 스핀편극을 잃게 되고, 셸 내에 소량(수백 Torr )의 질소에 의해 비방사

천이과정을 통해 두 개의 기저상태로 10-9 초 이내에 떨어지게 된다. 자기양자수

mJ=-1/2을 갖는 기저 상태는 계속해서 레이저 빔에 의해 여기되므로 mJ=+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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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기저상태에 전자들이 모이게 되고, 알칼리 금속은 편극이 되게 된다. 편극

된 Rb는 방사선 트랩(radiation trapping), Rb-벽, Rb-3He, Rb-N2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편광이 감소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위의 설명은 간략화를 위해서 초미세(hyperfine) 상호작용을 생략한 경우이지

만 아래의 이유로 가능하다. 즉, 편극과정에서 사용되는 낮은 자기장 하에서 초

미세 상호작용이 Zeeman 상호작용보다 크며, Rb의 기저상태의 총 각운동량은

F=I+S 로 주어지며, 우측 편광된 여기광은 ΔmF=+1 천이만을 일어나게 한다. 따

라서 레이저에 의해서 여기가 되지 않는 일부의 핵스핀에 의한 준준위(sublevel)

가 있을 수 있으나, 1 bar 이상의 압력에서 압력에 의한 Rb-D1 흡수선의 확장

(broadening)이 초미세 흡수선 분리보다 훨씬 커서 초미세준위들이 모두 여기되

는 상태가 되어 상기의 설명이 가능하다.

편극된 알칼리 금속의 스핀은 그림 2와 같이 페르미 접촉 상호작용(Fermi

contact interaction)으로 알려진 스핀교환을 통해 3He 원자의 핵스핀으로 전달되

고 분극을 잃은 알칼리 금속은 레이저 빔에 의해서 다시 편극되는 과정을 통해

3He 핵의 편극을 얻게 된다.

그림 2. Rb-3He 스핀 교환 구도.

3He 셀 내에서 Rb의 안정상태(steady state) 편극은 수 ms 이내에 빨리 일어

나지만 3He의 초편극이 수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이유는 핵스핀 교환을 위해서

Rb의 전자파 함수가 3He 핵과 중첩해야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SEOP에

의한 3He의 초편극은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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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Rb-3He 스핀교환율이고,  는 3He의 스핀 편광 소멸율을 나타

낸다. Rb-3He의 충돌 중에서 작은 부분이 스핀교환되므로 Rb의 밀도증가와 이

에 따른 레이저의 출력증가가 중요하며, Rb의 기체압 P(bar)는 온도 T(Kevin)와

log  


의 관계를 갖는다.

SEOP는 1-3 mT의 낮은 외부자기장 하에서 수행하며 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편극에 걸리는 시간은 좁은 선폭의 레이저 다이오드와 매개기체로 칼

륨(Potassium)과 루비듐을 혼합한 기체를 사용하여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SEOP 방법에서 셀은 수 bar의 3He, 소량의 질소, 그리고 Rb, K, 혹은 Rb/K 알

카리 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당량의 알카리 증기를 가지도록 150-200 ℃로

가열된다. 원편광 레이저는 Rb의 경우 D1 흡수선이 794.7 nm(378 THz) 이지만,

K의 경우 770 nm(390 THz)인 D1 흡수선에 맞추게 된다.

3He의 초편극 소멸은 몇 가지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으며, 중요한

메커니즘이 3He-3He, 3He-벽, 3He-자기장 비균일성 과의 상호작용이다. 3He-벽

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저장용기로 사용되는 유리재료내의 상자성 불순물이 편극

소멸의 중요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Pyrex의 경우 +3Fe 이온이 원인이다. O-링

과 진공그리스는 3He를 흡착하므로 피해야 한다.

SEOP 방법은 스핀이 0이 아닌 불활성 기체의 편극에 사용할 수 있으며,

129Xe의 편극도 가능하다. 수 시간이 걸리는 Rb-3He의 스핀교환시간에 비해

Rb-129Xe는 수초에서 수분정도로 짧은 점이 다르다. 그러나 스핀-격자 이완시간

이 수십 분에서 수 시간 정도로 짧은 단점이 있다.

제 2 절 SEOP 기술개발 현황

1. W&M 대학에서 개발한 편극기체 셀

3He의 편극도는 William & Mary 대학의 경우 K/Rb 셀을 사용하여 2006년에

46.4-53.5%를 얻었다. William & Mary 대학에서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셀과 알

칼리 금속에 대하여 SEOP 방법으로 얻은 3He의 편극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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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William & Mary 대학에서 제작된 Rb 셀의 편극도.

셸 이름
제작
년도

형태
레이저
출력(W)

알칼리
최대
편극도

장소  

Katrine 2006 40 cm, HIGS K/Rb 38.5% Duke

Engelbert 2005 GEN standard 90 K/Rb 46.4% W&M

Simone 2005 GEN standard 60 K/Rb 44.5% UVA

Eva 2005 GEN standard 75 K/Rb 53.5% JLab

Konark-Kosmos 2004 40 cm, HIGS Rb 41.5% Duke

V12 2004 26.5 cm K/Rb 33.1 W&M

Viagra 2004 45.7 cm K/Rb 20.5 W&M

Hybrid sphere 2003 Sphere K/Rb 52, 86, 95 W&M

Fat Albert 2003 49 cm Rb 22.7 W&M

Pshaw, Vaughn 2003 40 cm Rb
24.3,
10.5

W&M

Sol-Gel sphere 2003 Sphere Rb 67, 33 Duke

Sol-Gel sphere 2003 Sphere Rb
17, 1, 53, 59,
39, 38

W&M

Voltaire 2002 40 cm Rb 40 W&M

V o l t a i r e ’ s 1 ”
sphere

2002 Sphere, 1" Rb 17 W&M

Sol-Gel
sphere 1.1

2002 Sphere Rb 10, 52, 58, 36 W&M

Patrick 2002 40 cm Rb 25 JLab

W&M 6 2001 40 cm Rb 23 W&M

W&M 5 2000 40 cm Rb 0.11 JLab

W&M 3 2000 40 cm Rb 0.01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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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sconsin 대학과 NIST의 SEOP 편극 시스템

NIST와 Wisconsin 대학의 편극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며, 세부사양은 다

음과 같다. 그림 3에 보여진 두 개의 Helmholtz 코일 직경은 각각 75 cm이며,

2.7 mT(27 Gauss)의 자기장을 생성한다. 셀은 테플론과 유리로 제작된 변의 길

이가 16 cm인 정육면체의 오븐에 의해서 160-170℃로 가열되며, 15 cm x 15

cm의 크기를 갖는 Pyrex 유리창을 통해서 13 cm 직경의 레이저빔이 셀에 입사

된다. 레이저 빔은 초점거리 f=100 mm를 갖는 렌즈에 의해서 집속된 후에

f=100, 300 mm를 갖는 구면렌즈에 의해서 평형화되어 사용되며, 레이저 다이오

드와 셀까지의 거리는 약 240 cm이다. 레이저 빔의 편광을 위해서 5 cm 직경의

편광빔분할기와 7.5 cm 직경의 마이카 λ/4 파장판 (mica quarter-wave plate)이

사용되었다.

그림 3. NIST의 Helmholtz 코일

3He 셀은 GE180으로 제작되었으며, K와 Yb와 각각 주입하기위한

“Y-junction"을 사용하고 있다. Yb가 먼저 증류되어 주입되고 K가 나중에 수차

례 증류된다. 순수 Rb, 순수 K, 다양한 Rb/K 기체 밀도 비를 갖는 셸이 제작되

었으며, 헬륨 분극도는 0.48-0.79를 갖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최대 분극도는 순수

Rb를 사용한 경우와 Rb와 K를 혼합한 경우에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Rb/K의 혼

합비가 낮은 경우 795 nm의 흡수선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Rb/K의 혼합비가



- 9 -

큰 경우에는 770 nm가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셀의 직경은 4.9-11.8 cm, 길

이는 4.9-9.7 cm를 갖도록 제작되었으며, 압력은 0.8-3.5 bar이다. 이완시간은

80-830 시간으로 상당히 길다. 그림 4는 NIST에서 제작하고 있는 셀의 모습이

다.

그림 4. NIST에서 제작하는 헬륨-3 셀의 모습

NIST는 광펌핑 동안에 편극도를 AFP(adiabatic fast passage) NMR로 측정

되었으며, NMR 구동장은 45 cm 직경의 Helmholtz 코일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이때 AFP 신호는 오븐의 측면에 근접한 13.5 cm 직경, 300회의 코일쌍에 의해

서 측정된다. Wisconsin은 3He의 절대 편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Rb

EPR(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주파수 천이방법(frequency shift

method)을 사용하고 있다.

레이저는 두 대의 선폭 축소된 795 nm 파장의 레이저 다이오드가 사용 되었

으며, 각각의 레이저 다이오드는 50 W의 레이저출력을 갖는 레이저 다이오드가

선폭축소를 위해서 사용되었다. 셀에 입사되는 전체 레이저 출력은 52 W이다.

레이저 출력 27 W에서 측정된 레이저의 선폭은 0.21 nm이다. K를 직접여기하기

위해서는 두 대의 770 nm의 레이저 다이오드가 사용되었으며, 하나는 20 W 다

른 하나는 40 W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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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1차년도 연구개발내용

제 1 절 기체정화 및 주입장치 제작

고순도 질소와 헬륨-3 가스, 기체 레귤레이터, 기체정화장치, 각종 밸브, 액체

질소 저온장치 등으로 구성된 기체 정화 및 주입장치 제작되어 다양한 압력의

He-3 셀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순도 헬륨-3와 질소기체, 기체 정화 및 주입장치, 고진공장치, 파이프 가열

장치, 액체질소 담금장치 등으로 구성된 초편극 헬륨-3 셀 제조를 위한 시스템이

아래 그림 5와 같이 구축되었다.

그림 5. 개발된 초편극 헬륨-3 셀 제조 시스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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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를 갖는 질소(99.9999%, 47 liter)와 헬륨-3 가스(99.995%, 4 liter)가 사

용되었으며, 헬륨-3 기체의 압력은 9.1 bar로 충진 되어 기체 레귤레이터를 사용

하여 원하는 기체압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용기체의 정화를 위해서 질소와 헬륨 기체를 위한 기체정화장치가 그림 6과

같이 사용되었으며, 가스의 배기를 위해서 별도의 통과 기체관이 아래 그림 7의

셀 제조 시스템의 개념도에 나타낸 봐와 같이 설계 제작되었다.

그림 6. 질소와 헬륨-3 기체 정화 장치 모습

그림 7. 개발된 초편극 헬륨-3 셀 제조장치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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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 나타낸 액체질소를 이용한 He-3 셀 압력 조절장치와 각종 밸브가

설치되어, 3.8 bar 까지의 He-3 압력을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1 bar 이하의 압력

에서 He-3 셀 내부에 기체를 주입하고 봉입하는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He-3을 담그는 액체질소의 높이 조절에 의해서 상온에서 제작된 He-3 내부

압력의 제어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중성자 스핀필터의 경우 상온에서 약 1.5~1.8

bar의 He-3 압력을 사용하게 된다. (아래 그림 8 참조)

그림 8. 액체질소를 이용한 He-3 셀 압력 조절장치

제 2 절 고진공장치 구축

드라이펌프, 터보펌프, 그리고 이온펌프로 구성된 고진공 펌프시스템, 밴드히

터와 온도조절기로 구성된 진공계통 가열시스템, 그리고 진공계기 등으로 이루어

진 고순도 He-3 셀 제작을 위한 고진공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개발된 진공장치

로 부터 진공도 목표치인 약 <10-6을 100 배 이상 상회하는 약 ~10-8의 진공도를

얻는데 성공하여 고순도 He-3 셀 제조가 가능한 토대를 조기에 마련하였다.

고분극도 He-3 셀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10-8 - 10-9 정도의 고진공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드라이펌프, 터보펌프, 그리고 이온펌프로 구성된 고진공

펌프시스템, 밴드히터와 온도조절기로 구성된 진공계통 가열시스템, 그리고 진공

계기 등으로 이루어진 고순도 He-3 셀 제작을 위한 고진공 시스템이 그림 9와

같이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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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그림은 드라이 펌프와 터보펌프를 보여주고 있으며, 2“ 관 내부에서 약

4×10-8 의 진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0 참조)

그림 9. 드라이펌프와 터보진공펌프로 구성된 진공시스템의 모습

그림 10. 약 10-8 의 진공도를 보여주는 터보 진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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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공급계통에서 고가의 헬륨-3 기체의 절약을 위해서 가는 직경의 1/8“와

1/4”의 SUS 관이 사용되었으며, 이때 1/4“ 기체관의 압력은 상기의 드라이펌프

와 터보 진공펌프 조합에 의해서는 1.4×10-4 mbar 정도의 압력을 얻었다. 보다

고진공을 얻기 위해서 이온펌프가 추가 구매되어 그림 11과 같이 사용되었으며,

좁은 직경을 갖는 기체관의 진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림 12와 같이 온도조

절장치와 밴드히터로 기체공급관의 온도를 100℃ 이상으로 가열하여 유지하였다.

그림 11. 고진공을 위해 구매 설치된 이온 펌프 및 제어장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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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고진공을 위한 밴드히터와 온도제어장치를 이용한

진공라인 가열 모습

이온 펌프를 이용한 개발된 진공장치로 부터 기체관의 진공도는 목표치인 약

<10-6을 100 배 이상 상회하는 ~10-8 Torr 이상의 진공도를 얻는데 성공하였고,

고순도 He-3 셀 제조를 위한 토대가 조기에 마련되었다. (아래 그림 13 참조)

그림 13. 이온 펌프 가동 후 기체주입계통 진공도 : 5×10-9 To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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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고편극도 헬륨-3 셀 제작

GE-180 특수유리 재질의 He-3 셀, Pyrex 재질의 매니폴드, Pyrex-SUS 접합

체, CF 플랜지, 루비듐(Rb) 앰플, 헤머 등으로 구성된 유리 초자 제작에 성공하

였다. 고순도 He-3 셀 제작을 위한 유리세척, 유리접합, 셀의 진공누설 확인 공

정을 통해 고순도 셀 제작공정이 완성되었다. 셀에 가해지는 stress를 줄이고 오

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800 oC에서 10-6의 진공도를 갖는 고진공 고온로가 제작

되어 사용되었다. 제작된 셀에 질소(~50 mbar)와 He-3 (~800 mbar) 기체를 주입

하고 봉입하여 중성자 스핀필터로 사용이 가능한 고순도 He-3 셀이 제작되었다.

제작된 He-3의 분극도 실험이 진행되어 50% 이상의 분극도를 얻었다.

KAERI의 원자력화학연구부 유리 초자실에서 그림 14와 같이 GE-180 재질의

유리를 사용하여 두 개의 He-3 셀이 제작되었으며, 또한 셀 내부에 질소와 헬륨

-3 기체, 그리고 루비듐 금속증기를 주입하기 위한 Pyrex 재질의 매니폴드가 제

작되었다. GE-180 재질의 셀과 Pyrex 재질의 매니폴드 사이에는 우라늄 유리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매니폴드와 CF 플랜지 사이에는

pyrex-SUS 접합관이 사용되었다. 셀에 가해지는 stress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제

거하기 위해서 800 oC에서 10-6의 진공도를 갖는 고진공 고온로가 적정온도에서

사용되었다. 아래 그림 15는 GE-180 유리 셀, Pyrex manifold, glass-SUS 접합

플랜지의 결합된 모습과 진공시스템에 부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 GE-180 유리 셀, Pyrex manifold, glass-SUS 접합 플랜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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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진공 장치에 부착된 셀 매니폴드의 모습

루비듐 앰플은 루비듐이 공기 중에서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니폴드를

고진공 후에 질소기체가 충진 하고 앰플을 헤머로 파손하여 사용하였으며, 앰플

은 쉽게 파손이 되도록 다이아몬드 유리커터로 흠을 그어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

16은 매니폴드 내에 장착된 He-3 기체와 스핀교환에 사용되는 루비듐(Rb) 앰플

과 앰플을 깨기 위한 헤머의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목적달성을 위해서 실제로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헤머가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그림 16. He-3 기체와 스핀교환에 사용되는 루비듐(Rb) 앰플과 앰플을 깨기

위한 헤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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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He-3 셀은 아래의 그림 17과 같이 오븐으로 사용되는 RF 코일 내부

에 설치되고 원편광된 레이저를 사용하여 편극이 되도록 광학적으로 펌핑되며,

상기한 NMR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편극도를 측정하게 된다.

그림 17. RF 코일 오븐 내에 설치된 He-3 셀의 모습

제 4 절 NMR을 이용한 편극도 측정시스템

편극 He-3 셀의 상대적 분극도 측정이 가능한 He-3 셀의 NMR 신호 측정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NMR 신호 계측장비는 RF 코일, Pick-up 코일, 전치증폭기,

Lock-in 증폭기, 임의파형 발생기, 제어가능 전원장치, GPIB 제어장치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모듈레이션 신호를 외부자기장에 인가하여 최적의

NMR 신호측정을 위한 신호형태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고분극도를 얻기 위한 편

광 레이저 광학계를 개선하였다.

편극 He-3 셀의 상대적 분극도 측정이 가능한 He-3 셀의 NMR 신호 측정시

스템을 구축하였으며, NMR 신호 계측장비는 RF 코일, Pick-up 코일, 전치증폭

기, Lock-in 증폭기, 임의파형 발생기, 제어가능 전원장치, GPIB 제어장치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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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파형 발생기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모듈레이션 신호를 발생시켜 외부자기

장에 인가하여 He-3 셀의 편극이 진행되는 과정이 방해받지 않고 순간적으로

NMR 신호를 측정함으로서 시간의 진행에 따른 셀의 편극도 정도를 실시간 측

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아래 그림 18은 구축된 편극측정시스템의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18. NMR 신호 측정을 위한 계측시스템

제 5 절 NMR 코일 자체 설계 및 제작

NMR 신호측정에서 RF 코일로 사용이 가능한 Cosθ RF 코일을 자체 설계

제작하였다. Cosθ RF 코일은 150℃ 이상의 오븐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었

으며, 고집약형의 고균일 솔레노이드 코일을 설계 제작하였다.

NMR 신호측정에서 외부자기장으로 사용되는 끝면-보상 고집약 솔레노이드

코일이 그림 19와 같이 설계 및 제작되었고, 제작된 솔레노이드는 210 mm 직경

과 300 mm 길이를 가지며, 270회의 회전수를 가지고 있음. 양끝면에는 35 mm

길이에 각각 30 회전수의 코일이 추가로 감겨 양끝면의 자기장의 감소를 보완하

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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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외부 자기장 유지를 위한 끝면-보상 솔레노이드 코일 모습

He-3의 Gyromagnetic moment (γ3He)는 -2.03789ⅹ108rad·s-1·T-1이며, 55 kHz

의 Larmor frequency(ν)에서 공명 자기장(H, in Gauss)은 관계식 2π·ν=γ3He·H에

의해서 16.9489Gauss로 주어진다. 끝면-보상 솔레노이드 코일의 해당 전류는 약

1.61 A이며, 이때 계산된 자기장의 분포는 아래 그림 20과 같다.

그림 20. 끝면-보상 솔레노이드 코일의 자기장분포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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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R 신호 측정을 위해서는 끝면-보상 솔레노이드 코일에 부가하여 RF 코일

과 pick-up 코일이 요구된다. 외부자기장에 수직인 RF 자기장(B1)을 얻기 위해

서 cosɵ 코일이 아래 그림 21과 같이 설계 제작되었다.

제작된 cosɵ 코일은 내부 직경과 길이가 각각 90 mm와 100 mm이며, 구리

에나멜선이 축 방향으로 16 지점을 통하여 감긴 형태이다. 감는 순서는 1) a 지

점에서 하부에서 상부로 감고, 2) 보빈 바깥 둘레로 약 반 바퀴 감은 뒤, 3) b 지

점에서 상부에서 하부로 감고, 4) a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 원하는 회전수만큼 같

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5) a 와 b 지점에서 완성되면 c 와 d, e와 f, g와 h 지

점을 오가면서 원하는 권선수를 감게 되며, 그 후에 i 지점으로 이동하여 좌측편

의 코일을 감게 된다. 좌측에서 우축으로 감는 권선 수는 각각 4, 6, 8, 10, 10, 8,

6, 그리고 4 회전이었다.

그 결과 전류는 코일의 상부에서는 흘러나오고 하부에서는 흘러 들어가는 형

태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균일한 RF 자기장이 우측방향으로 형성된다. 코일과 알

루미늄으로 제작된 보빈 사이의 전기절연을 위해서 16개의 PEEK( polyether

ether ketone) 재질의 가이드가 사용되었으며, 상하부 코너에서 굽어지는 에나멜

선 사이에는 폴리아미드 필름이 절연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RF 코일은 150°C 이

상의 셀 오븐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RF 코일은 약 55 kHz에서 공명진동수를 갖도록 0.02 μF의 콘덴서를 사용하

여 직렬로 연결하였다.

그림 21. 제작된 Cosine RF 코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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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up 코일은 32 mm 지경의 피이크 스플(peek spool)을 사용하여 그림 22

와 같이 제작되었으며, 자기장의 방향은 외부자기장과 RF 자기장에 수직한 방향

이다. 공명 주파수는 55 kHz에서 일어나도록 조정되었으며, 이를 위해서 0.02 μF

의 콘덴서가 pick-up 코일에 최대의 전압이 되도록 병렬로 코일 끝에 연결되었

다.

그림 22. 제작된 Pick-up 코일 모습

제 6 절 헬륨-3 기체편극기술 연구

레이저 광학계와 SEOP 장치로 구성된 He-3 편극생성장치의 시제품을 제작

하였다. 레이저 광학계는 35 W의 출력을 갖는 광섬유결합된 VBG (volume

Bragg grating) 레이저 다이오드, 원편광 빔 전송광학계로 사용되었으며, He-3

셀, 외부 솔레노이드 코일, 셀 오븐, 온풍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밀 파장

측정시스템을 사용하여 레이저 발진 파장은 루비듐 원자증기의 Rb-D1 흡수선에

정확히 일치시키는 TEC 제어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중성자 빔을 이용한 절대분

극도 계측기술이 개발되어 NMR 신호의 분극도 교정에 사용되었다.

상기한 NMR 계측시스템과 RF 코사인 코일, Pick-up 코일을 사용하여 편극

He-3 셀의 편극도 측정을 위한 초편극 생성장치를 그림 23과 같이 구축하였고,

NMR 신호를 측정하여 편극도를 분석하였다.

레이저 광학계는 35 W의 출력을 갖는 광섬유 결합된 VBG (volume Bragg

grating) 레이저 다이오드, 원편광 빔 전송광학계로 사용되었으며, He-3 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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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노이드 코일, 셀 오븐, 온풍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분극도를 얻기 위해서 레이저 파장을 파장메터(WS-5, High Finesse)를 사

용하여 정밀 계측하며, 레이저 발진 파장은 루비듐 원자증기의 Rb-D1 흡수선에

정확히 일치되도록 TEC 제어시스템을 사용하여 VBG의 온도를 제어하였다.

그림 23. 셀 시험용 초편극 생성장치

아래 그림 24는 NMR 측정에서 외부 솔레노이드의 전류를 1.3A-1.7A-1.3A로

변조함에 따라서 He-3 공진주파수에서 측정된 SR830 Lock-in 증폭기의 X-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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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며, He-3의 NMR 신호에 해당함. 두 개의 피이크는 라마주파수(Lamar

frequency) 에서 He-3의 스핀이 플립 되면서 측정되며, 이때 솔레노이드의 전류

는 약 1.5 A이며, 이때 전치증폭기의 증폭이득 ×10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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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He-3 셀 편극도 측정 결과

AFP(Adiabatic Fast Passage)-NMR을 사용하여 분극도가 이완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NMR 피이크 측정이 50회 이상 이루어 졌으며, 아래 그림 25에

서처럼 플립당 약 2%의 분극도 손실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약 0.1% 이하로 줄

일 수 있도록 NMR 계측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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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FP-NMR 측정 결과

중성자 빔을 이용한 절대분극도 계측기술이 개발되어 NMR 신호의 분극도 교

정에 사용되었다. 정자기장을 갖는 이동형 솔레노이드 코일을 사용하여 편극셀을

하나로 중성자 빔 라인에 이동하였으며, 이때 He-3 셀은 8 시간 펌핑되었다.

사용된 중성자 빔라인은 5 Å의 파장을 가지고 있으며, 편극 He-3 셀을 통한

중성자 빔의 투과율(Tn)을 먼저 측정하고, 영구자석으로 편극을 없앤 후 투과도

(T0)를 다시 측정하였다. 중성자의 편극도 Pn은 관계식    
에

의해서 0.38로 계산되었다.

중성자의 편극도 Pn은 헬륨-3의 편극도 Phe과 다음의 관계식

  tanh  · ≡·

·· 을 가지며, 중성자의 편극도로부터 헬

륨의 편극도 계산이 가능함. 위의 관계식에서 He-3의 압력은 [bar], 파장은 [Å],

그리고 He-3 셀의 길이는 [cm]의 단위를 가지며, 따라서 He-3의 편극도는 중성

자 편극도 0.38, 중성자 파장 5Å, He-3 기체 6.3bar-cm에 대해서 0.18로 계산되

었다. 30-40 시간의 펌핑을 고려하면 He-3의 편극도는 약 0.6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He-3 편극의 최적화 실험에서 원편광 빔을 개선하고 레이저 파장을 최

적화 하여 매우 높은 NMR 신호 측정에 성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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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고편극도 편극기체생성시스템 설계

고균일 복합솔레노이드 코일과 Cosθ RF 코일, VBG 레이저 다이오드 등으로

구성된 SEOP 방법에 의한 고편극도 헬륨-3 편극장치를 고안하여 국내특허로 출

원하였다. 외부자기장용 복합솔레노이드는 권선수와 전류의 크기가 각기 다른 6

개의 소형 솔레노이드로 구성되었으며 고집약, 고균일 자기장 생성의 특성이 있

다.

고균일 자기장을 갖는 복합솔레노이드 코일을 고안하고 이를 외부자기장으로

활용하고, Cosθ RF 코일, VBG 레이저 다이오드 등으로 구비된 새로운 SEOP

방법에 의한 고편극도 헬륨-3 편극장치를 고안하여 국내특허로 출원하였다. 아래

그림 26은 고안된 복합솔레노이드 코일을 이용한 SEOP 장치의 개념도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 26. 고안된 복합솔레노이드 코일을 이용한 SEOP 장치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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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기장용 복합솔레노이드는 권선수와 전류의 크기가 각기 다른 6개의 소

형 솔레노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집약, 고균일 자기장 생성의 특성이 있다.

그림 27에 계산된 복합솔레이드 코일의 내부 자기장 분포는 끝면-보상 솔레노이

드에 비해서 He-3 셀의 위치에서 보다 개선된 균일한 자기장 분포를 갖고 있다.

그림 27. 복합솔레노이드 코일에 대해 계산된 자기장 분포

제 8 절 편극유지배분기술

편극된 헬륨-3 기체의 편극을 유지하고 수송을 하기 위하여 영구자석과

perm-alloy 차폐체를 이용하는 고균일 자기장 발생장치를 고안하였다. 고안된 정

자기장 장치는 ΔB/B~2.4×10-4/cm 정도의 균일한 자기장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고안된 정자기장 장치를 중성자 스핀필터로 사용하기위한 연구를 2차년도에 수

행하였다.

편극된 헬륨-3 기체의 편극을 유지하고 수송을 하기 위하여 영구자석과

perm-alloy 차폐체를 이용하는 고균일 정자기장 발생장치를 고안하였으며, 고안

된 정자기장 장치는 ΔB/B~5×10-3 정도의 균일한 자기장 변화를 가지고 있다. 고

안된 정자기장 발생장치는 폭 280 mm, 높이 220 mm, 길이 450 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양 측면에 각각 2 줄의 영구자석(N35, 6.5 mm 폭, 3 mm 두께)

이 배열되어 있고, 내부의 자기장 조절을 위해서 양 측면에는 3 mm 두께의

mild steel 이 사용됨. 균일 자기장 분포를 위해서 상부와 하부에는 permalloy가

3.5 mm 두께, 400 mm 길이로 사용되었다. 그림 28은 고안된 정자기장 케비티

장치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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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정자기장 발생장치의 개념도

고안된 정자기장 발생장치의 내부 자기장 분포가 아래 그림 29와 같이 계산되

었으며, 5 cm×5 cm 크기의 셀의 위치에서 자기장 분포의 변화는 ΔB/B~4.3×10-4

정도로 균일함을 보여준다. 고안된 정자기장 발생장치를 활용하여 새로운 중성자

스핀필터로 사용하기위한 연구를 차기년도에 수행하고자 한다.

그림 29. 정자기장 발생장치의 자기장 분포계산 결과

고안된 정자기장 발생장치의 제작도면을 아래 그림 30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Jae-Hoon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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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정자기장 발생장치 설계 제작도면

오창소재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설치된 동물폐영상 촬영용 4.7 T 급의 MRI

장비를 편극 He-3를 이용한 동물폐영상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진행되었

다. Bruker Biospec 47/40 (4.7 T) MRI 장비는 He-3 편극 기체에 대해 153

MHz rf 여기와 검출을 위한 21 mm 내경, 37 mm 길이의 birdcage rf 코일

(Bruker)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Jae-Hoon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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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차년도 연구개발 내용

제 1 절 고성능 편극기체 셀 제조기술 개발

1. 고순도 장수명 편극기체셀개발

솔레노이드 기반 헬륨-3 중성자 분극장치를 중성자 영상, SANS, TAS 등에

응용할 목적으로 다양한 압력과 크기를 갖는 GE-180 재질의 원통형 고순도 셀

제작기술을 개발하였다. 2013년도에 새롭게 개발된 정자기장 기반 in-situ 헬륨

-3 편극장치에 사용할 목적으로 quartz 재질의 사각형 헬륨-3 셀 제작기술이 개

발되었으며, quartz 재질을 사용하여 광각편극분석을 위한 다양한 크기의 광각헬

륨-3 셀이 제작되었다.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고기압 기체압력에서 quartz 셀을

밀봉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ㅇ 고순도 장수명 GE-180 편극기체셀개발

솔레노이드 기반 헬륨-3 중성자필터 장치에 기체 셀로 활용이 가능한 고순도

장수명을 갖는 지름 50 mm 이상의 다양한 크기를 갖는 헬륨-3 셀을 GE-180 유

리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진공오븐장치, 셀 및 매니폴드 가열

오븐, 기체정화장치, 정밀 유량측정장치, 기체분석장치, 이온펌프를 포함한 고진

공 배기장치, 액체질소 공급 장치 등을 포함한 고성능 기체 셀 제조 장치를 구비

하여, 고분극도, 장수명을 갖는 헬륨-3 셀이 그림 31과 같이 제작되었다.

제작된 셀은 솔레노이드 기반 중성자 필터장치에 사용되어 중성자 영상분야에

서 스핀필터나 분석기로 사용이 가능하며, SANS, TAS 등 응용분야에서 분석기

로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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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작된 GE-180 재질의 고순도 장수명 헬륨-3 셀 모습

ㅇ In-situ 고순도 장수명 편극기체셀개발

정자기장 기반 in-situ 중성자 스핀필터장치에서 기체 셀로 사용하기 위한 사

각형 형태를 갖는 헬륨-3 셀을 quartz 재질을 사용하여 그림 32와 같이 제작하

였다. 제작된 셀은 50 mm x 50 mm x 50 mm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셀 내부에

는 질소기체 압력 약 100 mbar를 미리 충진 하고 헬륨-3 기체를 추가 주입하여

기체압력을 1 atm으로 제작한 경우이다. 셀 밀봉시 기체압력은 약 0.9 bar 이였

다. 셀 내부 중앙부 표면에 기체주입 전에 가스토치로 증발하여 넣어둔 루비듐

금속이 보이고 있다.



- 32 -

그림 32. 제작된 in-situ 스핀필터장치에 사용될 사각형 헬륨-3 셀의 모습

광각 편극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헬륨-3 셀 제작을 위해 GE-180 유리,

quartz 재질 등을 이용한 다양한 크기의 광각 셀 제작이 시도되었다. 아래 그림

33은 제작된 quartz 재질의 대형 광각 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 제작된 대형 광각 셀의 모습

또한, 축소형의 광각 셀을 이용하여 1.5 기압 이상의 고기압에서 액체질소를

이용한 광각 셀 제작을 위한 기술개발이 시도되었다. 그림 34는 기체압력 1.5 기

압을 갖는 기체 봉입이 완료된 축소형 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봉입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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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압력은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0.9 기압 정도로 유지되었고 작은 직경을 갖는 매

니폴드가 별도로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셀의 사용각도 범위는 120° 정도이다.

그림 34. 1.5 기압의 헬륨-3 기체가 충진된 축소형 광각 셀의 모습

2. 고진공 장치 및 기체분석시스템 구축

고순도 고분도를 갖는 셀 제작을 위해서 지금까지 미진하였던 잔류기체분석장

치, 수십 mbar에서 5 기압까지 기체압력측정이 가능한 마노미터장치, 특수 설계

된 셀 베이킹 오븐장치 등이 2013년도에 새롭게 설치되었다. 이러한 신규장비와

기존의 이온펌프를 포함한 고진공장치(~10-9 Torr)를 결합하고, 액체질소를 사용

한 고압기체 밀봉기술을 터득하여 1.5 기압 이상의 He-3 기체압력에서 고분극도

(>60%)를 갖는 헬륨-3 셀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진공 기체공급계통에 열선을 교체하고 추가하여 고진공상태에 조기도

달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드라이펌프와 터보펌프, 그리고 소형이온펌프

(VIPC1000, VMT)로 구성된 진공펌프장치로 수일 내에 약 5x10-9의 진공도를 얻

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림 35와 같이 20 mTorr의 진공도에서 5000 Torr에 이르는 기체압력계측이

가능한 Baratron 마노미터(mks, 629D) 유량계측장치가 설치되어 정밀한 압력의

기체공급이 가능하게 했으며, 액체질소를 이용한 셀 기체 압력의 정교한 조절로

수 기압의 기체를 셀에 주입하고 밀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또한, 고

진공 기체공급 배관 내에 잔류할 수 기체의 분석을 위한 잔류기체분석장치(RGA

200, SRS) 장치를 구매하여 설치하였으며, 미량의 잔류기체를 분석할 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어 고순도 셀 제작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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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셀 제조장치에 추가된 마노메터 유량계와 RGA 기체

분석 장치 모습

장수명의 분극도 유지시간은 셀 내부의 순도에 크게 의존하며, 기체공급 전에

셀과 매니폴드 자체에 잔존하는 불순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루비듐 금속과 기체의 공급을 위해서 사용되는 매니폴드와 셀을 고온에

서 베이킹할 목적으로 약 400 ℃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고온오븐장치

가 설계 제작되었다. 아래 그림 36은 매니폴드와 기체 셀이 오븐에 설치된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셀은 400℃로 유지된 오븐 내에서 약 4일간에 걸쳐 베이킹 되었으며, 외부의

매니폴드는 토치를 사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불꽃으로 가열하여 가열 시에도 약

5x10-8 torr 이하의 기체압력이 유지되는 경우에 기체주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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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베이킹용 오븐에 설치된 셀과 매니폴드의 모습

3. 셀 시험용 고편극도 초편극 장치 개선

고균일 가변 정자기장 케비티의 시뮬레이션 코드 최적화 설계를 바탕으로 헬

름호르츠 코일을 포함하는 가변 정자기장 케비티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고, 헬륨

-3 셀이 위치한 케비티 중앙부에서 필요한 자기장 세기와 균일한 분포를 얻기

위해서 헬름호르츠 코일전류의 변화에 따른 케비티 내부의 자기장 분포를 측정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최적의 정자기장 케비티의 조건이 도출되었다.

고편극도를 갖는 헬륨-3 중성자 필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균일 외부자기

장이 중요하며, 고균일 자기장은 효과적인 스핀교환과 유지로 고분극도를 갖는

셀의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 6개의 솔레노이드로 구성된 내부자기장

의 분포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복합솔레이드 장치가 그림 37과 같

이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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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제작된 고균일 자기장을 갖는 복합솔레노이드의 모습

제 2 절 In-situ 중성자 스핀필터 설계 제작

1. 고균일 가변 정자기장 발생장치 설계⋅제작

고균일 가변 정자기장 케비티의 시뮬레이션 코드 최적화 설계를 바탕으로 헬

름호르츠 코일을 포함하는 가변 정자기장 케비티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고, 헬륨

-3 셀이 위치한 케비티 중앙부에서 필요한 자기장 세기와 균일한 분포를 얻기

위해서 헬름호르츠 코일전류의 변화에 따른 케비티 내부의 자기장 분포를 측정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최적의 정자기장 케비티의 조건이 도출되었다.

ㅇ 고균일 가변 정자기장 발생장치 설계⋅제작

스핀교환 광펌핑에 의해서 제작된 헬륨-3 스핀필터장치는 레이저빔과 헬륨-3 기체 사

이에 매개체로 사용되며 원편광된 레이저에 의해서 여기되는 증발된 루비듐 금속기체와

헬륨-3 기체 사이에 스핀교환에 일정시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높은 분극도를 갖는 기

체의 생성을 위해서는 하루 이상의 레이저 조사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성자 빔라인

상에서 in-situ 형태로 상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헬륨-3 분극장치가 효과적이다. 또한,

중성자 진행방향에서 수직한 편극을 갖는 헬륨-3 편극기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응용예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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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in-situ 중성자 분극장치로 사용이 용이한 고균일 가변 정자기장

케비티에 기반한 중성자 스핀필터 장치를 설계 제작하였다. 케비티 자기장 분포

를 자기장 시뮬레이션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자성

체, 영구자석의 크기, 케비티의 구조를 갖는 정자기장 케비티를 설계하고 제작하

였다. 제작된 정자기장 케비티의 모습을 아래 그림 38에 나타내었다.

그림 38. 제작된 정자기장 케비티의 모습

고균일 자기장을 발생할 수 있는 가변 정자기장 케비티 장치는 좌우대칭측면

과 상하부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케비티 측면은 정자기장 발생을 위해 각각 두

줄씩 일정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영구자석과 영구자석의 위치를 안전하게 유지하

고 영구자석의 자기력선을 상하부면의 강자성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두 장의 알루미늄 판과 그사이에 고투자율을 갖는 연강판이 사용되는 구조를 가

지고 있다. 상하부면은 측면의 연강판으로 부터 전달되는 자기력선을 전달받아

케비티 내부에 상하방향으로 고균일 정자기장을 발생하기 위하여 고투자율을 갖

는 퍼멀로이 재질의 자성체판과 자성체의 형태를 유지하기 알루미늄 판으로 구

성되어 있다.

좌우 양측 면에 근접한 외부에는 케비티 내부의 비균일 자기장 분포를 균일하

게 보상하기 위한 연강판과 같은 자성체 재질의 자기장 조절장치를 가지고 있다.

케비티 좌우측 외부에 고투자율을 갖는 자성체 재질의 조절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케비티에 의해 케비티 외부에 불필요하게 형성될 수 있는 자기장의 차폐효과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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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고균일 정자기장 케비티의 자기장 분포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였다. 케

비티의 내부 상하 면에 헬름호르츠 코일이 부착되어 있으며 케비티의 정자기장

의 크기에 추가적인 정자기장의 증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헬름호

르츠 코일은 NMR 신호 측정 시 신호발생기와 증폭기로 조합으로 부터 삼각파

전류신호를 받아서 변조된 자기장을 발생함으로서 헬륨-3 기체의 공명주파수 스

위핑(sweep)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39는 셀이 위치하는 케비티 중앙부에서 헬름호르츠 코일의 전류를 달리

하면서 각각 x-, y-, z- 축 방향에서 거리의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크기를 측정

한 결과이다. 셀 위치에서 헬름호르츠 코일의 전류를 변화하면 14 Gauss 에서

17 Gauss에 이르는 균일한 자기장의 분포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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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케비티 중앙부에서 헬름호르츠 코일의 전류를 달리하면서 x-, y-,

z-축 방향에서 측정한 거리의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2. In-situ 중성자 스핀필터 설계 제작

고안된 새로운 정자기장 케비티를 활용한 in-situ 중성자스핀필터를 설계 제

작하였으며, 제작된 중성자 스핀필터의 특성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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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In-situ 중성자 스핀필터 설계 제작

고안된 새로운 정자기장 케비티를 활용한 in-situ 중성자스핀필터를 설계 제

작하였다. In-situ 중성자스핀필터 장치는 장자기장 케비티 장치, 레이저 전송계

를 포함한 레이저 펌핑장치, NMR 신호측정장치, 셀 및 셀마운트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셀 가열을 위한 온풍기 시스템이 별도로 사용된다. 중성자 빔

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편극기체의 편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상하 헬름호르츠 코

일, cosineθ 코일, 그리고 픽업코일로 구성된 핵자기공명(NMR) 신호측정장치를

정자기장 케비티장치의 내부에 갖추고 있다. 헬륨-3 기체의 라마주파수는 약 50

kHz를 갖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정자기장은 15.9 Gauss를 갖도록 최적화되

었다. 사각형이나 원통형의 셀이 케비티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레이저 빔은 광섬유를 통하여 전면 상부에 위치하는 펌핑광학계를

통과하여 셀내부의 루비듐 금속증기를 여기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셀의 전후에는

NMR 신호 계측을 위한 픽업코일이 위치하며, 코싸인 코일이 NMR 신호측정을

위한 RF 코일로 사용되었고 헬륨 셀을 150°C 정도로 가열하기 위한 케비티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림 40은 in-situ 중성자스핀필터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0. In-situ 중성자 스핀필터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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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tu 중성자스핀필터의 상세도면을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케비티 외형의

크기는 290 mm x 280 mm 정도이며, 좌우 측면에 4조의 영구자석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41. 정자기장 기반 in-situ 중성자스핀필터 도면

그림 42는 가변 정자기장 케비티를 활용하고 He-3 셀, 셀 가열장치, 펌핑 광

학계,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비한 SEOP 방식에 의한 현장형 헬륨-3 중성자 편극

장치의 제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헬륨-3 셀은 균일한 자기장 분포를 갖는

정자기장 케비티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헬륨-3 셀은 셀 내부에 함께 밀봉된 루비

듐 금속을 기화시키기 위해서 열풍기, 고온용 공기흐름관, RF cosineθ 코일 보빈

으로 구성된 셀 가열장치에 의해서 약 150-180℃ 사이에서 일정 온도로 가열된

다.

가열된 셀 장치는 볼륨홀로그래픽격자(VHG)를 외부공진기로 사용하는 레이

저 다이오드와 여기 빔 광학계를 사용하여 여기되며, 레이저의 발진파장은 헬륨

-3 기체와 스핀을 교환하는 루비듐(Rb) 원자의 D1 흡수스펙트럼(794.8 nm)과 일

치하도록 VHG의 온도조절에 의해서 미세조절이 이루어진다. 레이저 다이오드

빔은 광섬유에 의해 전송되는 구조가 사용되며, 구면렌즈에 의해서 평행으로 정

열된 후에 편광빔분할기에 의해서 선편광되고, λ/4-파장판에 의해서 원편광된다.

이후에 레이저 빔은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로 구성된 갈릴리안 망원경에 의해서

확대되고, 전반사 알루미늄 거울에 의해서 반사되어 헬륨-3 셀 옆면을 통하여 균

일하게 조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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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내부에 입사된 원편광된 레이저 빔은 셀 내부의 가열로 증발되어 있는 루

비듐 원자를 여기하게 되며, 셀을 투과한 잔여 레이저 빔은 전반사 알루미늄 거

울에 의해서 셀 내부로 되반사되어 루비듐 원자에 다시 흡수된다. 원편광 레이저

빔에 의해서 여기된 루비듐 원자는 헬륨-3 원자와 스핀교환을 하게 되고, 루비듐

원자의 여기를 지속하면 스핀교환 과정을 통해서 높은 편극도를 갖는 헬륨-3 기

체의 편극을 얻게 되는 구조이다.

그림 42. 제작된 in-situ 중성자 스핀필터의 모습

펌핑광학계는 빔 정열 볼록렌즈, 빔 선형편광기, 원편광 λ/4-파장판, 빔확대

오목렌즈, 알루미늄 거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그림 43은 제작된 고집

약 펌핑광학계의 상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마운트 필요한 거리이동과

회전 기능을 갖도록 설계하여 균일한 원편광된 레이저 빔은 케비티의 자기장 방

향을 따라서 진행하며, 셀 내부의 Rb-D1 흡수선에 흡수되어 σ+ 천이가 가능하

도록 고안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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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루비듐 기체의 광펌핑을 위해 설계 제작된 펌핑 광학계의 모습

그림 44는 가변 정자기장 케비티를 활용해 편극화한 헬륨-3 기체의 편극도를

측정하기 위한 핵자기공명(NMR) 측정 장치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NMR 신호

측정에서 필요한 서로 수직한 자기장 방향을 갖는 3개의 코일장치는 상부에서

하부로 일정한 정자기장을 형성하는 정자기장 케비티와 케비티 자기력선의 반대

방향으로 삼각(triangle) 자기장 파형을 순간적으로 형성하는 헬름호르츠 코일로

구성된 상하자기장 장치, 좌우측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는 RF cosineθ 코일,

그리고 케비티 전후방향의 자기장 축을 갖는 픽업코일로 구성되어 있다. NMR

신호측정장치는 임의파형발생기, 록인 증폭기(lock-in amplifier), 출력증폭기, 저

잡음 증폭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4. NMR 신호측정시스템 개념도



- 43 -

제작된 중성자 스핀필터의 분극도 측정을 위한 NMR 코일이 제작되었으며,

코일의 공명주파수를 라마주파수에 일치하는 최적화를 수행하고 그 특성을 측정

하였다. 그림 45는 록인 증폭기 싸인 신호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측정한 픽업

코일의 파형크기의 변화를 측정한 오실로그램이다. 픽업코일은 인덕턴스 L=0.3

mH이고, 카페시턴스 C=0.03335 μF 에서 공명주파수 f=50.57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측정되었으며, 그림 45의 상부에 나타낸 공명 주파수에서 신호 크기는 하부의

60 kHz의 경우보다 약 3 배 정도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45. 픽업 코일의 공명 주파수를 기록한 오실로스코프 파형 모습

아래 그림 46은 셀의 전후에 설치된 두 개의 픽업코일에 대하여 주파수 변화

에 따른 신호크기의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전반부 코일은 약 50 kHz, 후반부 코

일은 약 51.5 kHz에서 공명주파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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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픽업 코일의 공명 주파수 분석 결과

In-situ 중성자 스핀필터에서 NMR 신호측정용 RF 코일로 사용하기 위한 코

사인 코일이 그림 47과 같이 설계 제작되었으며, 제작된 코일에 대한 공명주파수

최적화가 이루어졌다. 제작된 코사인 코일의 인덕턴스는 약 L=0.68 mH로 측정되

었으며, 카페시턴스 C=0.0147 μF 에서 공명주파수 f=50.3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47. NMR을 이용한 분극도 측정을 위한 코사인 코일과 픽업코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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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은 제작된 코사인 코일에 인가한 전류의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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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코사인 코일에 인가한 전류의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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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고순도 셀 제작기술 개발

He-3 중성자 스핀필터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헬륨-3 기체 셀 제작기

술이 개발되어 하나로의 중성자 영상장치, SANS, TAS, Reflectometer, TOF 등에

중성자 스핀필터, 혹은 검광자로 사용 가능한 고순도의 다양한 헬륨-3 셀 제작이 가

능해지게 되었다.

제 2 절 편극 헬륨-3 생성장치 개발

중성자 빔 라인에 in-situ 형태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집약형의 정자기장

케비티 기반 헬륨-3 중성자 스핀필터 기술이 개발되었다. 하나로의 SANS, TAS 등

에 중성자 스핀필터로 사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향에서 편극을 갖는 중성자 빔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편극중성자를 중성자 영상, 재료연구, 핵

물리학 연구 분야에 활용하여 자성신소재, 신소재, 스핀트로닉스 소재 등 IT/NT

산업에 기여할 전망이다.

제 3 절 활용분야

○ 솔레노이드 기반 헬륨-3 중성자 필터를 중성자 영상분야의 중성자스핀필터로 활용

약 18%의 편극도를 갖는 헬륨-3 중성자 필터를 사용하여 파장 5Å의 중성자 빔라인

에서 약 38%의 중성자 편극이 가능하였음을 보였으며, 4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서 중성

자 영상분야의 중성자스핀필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헬륨-3 관련 부품을 상세 설계하고 있

다.

○ 정자기장 기반 헬륨-3 중성자 필터를 SANS 등에 활용

정자기 기반 헬륨-3 중성자 스핀필터를 SANS, 영상분야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성

자과학부와 스핀 플리퍼 등 관련 부품개발을 협의하고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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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 연구 활용 분야

초편극 3He는 열중성자들을 편극시킬 수 있는 스핀필터로 사용이 가능하다.

연구용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중성자들에 적용해 설비로 설치할 경우, 기초과학연

구에 엄청난 지평을 열 기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하나로’에 편극 중성자

시설을 확보할 경우, 노벨상 도전이 가능한 핵물리 제반 연구분야(중성자 스핀구

조, Bjorken Sum Rules, AT의 비대칭성, 3He로부터 준-탄성 전자산란, 중성자

비대칭성 A1
n, 스핀구조함수, 중성자의 스핀 이중성, GDH Sum Rule, 소립자 물

리, 에너지 연구 분야)의 연구기반 확보가 가능하다.

○ 저자기장 MRI 영상 활용 분야

현대진단의학의 주류중 하나인 MRI 영상법에 있어서, 양성자의 핵스핀의 편

극도보다 106배인 3He기반의 MRI 영상은 훨씬 더 선명한 영상 이미지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MRI 장비를 지금의 .5~5 Tesla 의 자기장을 위한 초전도체 설계

에서 낮은 자기장으로 설계되는 저비용의 MRI 장비 개발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

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물이 적은 장기에 취약한 현재의 MRI 영상

을 현재는 CT로 대치하고 있는데 CT의 X-선 피폭 등을 고려하거나 편극 중성

자 기반 MRI의 월등한 이미지를 고려할 때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편극 3He

기체를 이용하는 MRI 개발로 기존 MRI로 불가능했던 폐의 진단, 3D in-vivo 동

영상, 저자장 고해상도 MRI 등의 구현이 가능해지며, 저비용의 부작용이 없는

고해상도 영상으로 진단 의학 발전이 가능하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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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고분극도 셀 제조기술이 He-3 중성자 편극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고순도 셀

제작을 위해서 고순도 기체주입장치, 고정밀 기체압력측정장치, 잔류기체분석장치, 고온

베이킹 오븐이 제조되고 구비되었다. 구비된 시스템과 장비를 활용하여 장수명을 가지

며, 다양한 크기와 모양, 그리고 1.5 기압까지 기체압력을 갖는 고순도 셀이 GE-180 유

리와 석영을 재질로 제작되었다.

He-3 중성자 편극기의 사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현장형 He-3 중성자 편

극기를 정자기 케비티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실시간 헬륨-3 기체의 편극

도를 측정할 수 있는 NMR 신호측정을 활용한 편극도 측정장치가 설계 제작되었

으며, 중성자 편극기의 내부에 설치되었다.

개발된 현장형 He-3 중성자 편극기는 연구용 원자로의 중성자 빔라인에 설치

된 중성자 영상장치, SANS, TAS, 혹은 Reflectometer 등에 편극된 중성자 빔을

제공하고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초편극 헬륨-3, 중성자스핀필터, 핵자기공명, GE-180 셀, 스핀교환

광펌핑, 광각셀, VBG 다이오드 레이저, 정자기장 케비티, 솔레노이

드 코일, NMR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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