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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탄소 박막은 사이클로트론이나 다른 가속기에서 가

속된 이온으로부터 자를 벗겨내어 그 이온을 가속

기 밖으로 추출하거나 더 가속하기 해서 사용된다. 

stripper 박막의 수명은 가속기 효율을 높이고, 유지보

수 인력의 방사선피폭을 최소화 시기기 해서 가능

한 길어야 한다. 이러한 stripper 박막의 수명은 가속

기 내부에서 이온과의 반응온도, 제작 방법, 설치 방

법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선 학교 사이클로트론 연구센터(CRC)에서 사용

하고 있는 상업용 stripper 박막의 형태는 탄소

(Graphite)로 면 도가 50ug/cm
2
를 주로 사용하고 있

다. 재 사용 에 있는 탄소 박막의 두께는 약 

0.24um 정도로 매우 얇아서 가격이 비싸고, 가속이온

과의 반응열에 의한 변형  열이 발생하여 

stripping 효율이 떨어지며, 사이클로트론 유지보수 

시 쉽게 손되는 단 이 있다. Fig. 1.은 

KIRAMS-13 사이클로트론에 장착된 stripper를 나타

내며, 열에 의한 변형이 찰된다.

    

Fig. 1.  Installed carbon stripper in the KIRAMS-13 

cyclotron.

본 연구에서는 stripper 박막 지지 의 구조설계를 

개선하고, 일반 인 탄소 박막에 비해 열 도도  

기 도도가 우수한 탄소나노튜 (CNT) 박막을 사용

하고, stripper의 두께에 따른 stripping 효율을 분석함

으로서, 사이클로트론 운  시 얇은 stripper 사용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탄소나노튜 (CNT)를 사

이클로트론에 활용하기 한 가능성을 검토하 다.

 재료  방법

사이클로트론 Stripper의 성능 실험을 하여 조선

학교 사이클로트론 연구 센터(CRC)에 설치되어 있

는 국산 13 MeV 사이클로트론(KIRAMS-13)을 이용

하 으며, 탄소 박막은 상업용 50ug/cm
2
 박막

(Arizona carbon foil company INC)를 이용하 다. 

Fig. 2.는 일반 인 사이클로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 탄소 stripper이다.

  

Fig. 2.  Commercial carbon stripper

CNT 박막은 본 연구소에서 고려 학교 카본나노

일 트로닉스 연구실에 의뢰해서 제작하 으며, CNT 

박막의 두께는 각각 3um, 7um, 17um로 제작하 다. 

기의 CNT 박막은 기존 탄소 박막을 붙여놓은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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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 으며, 그 후 사이클로트론의 실제 빔 크

기를 측정하여 빔의 크기에 맞게 설계를 수정하 다.

 결과  고찰

사이클로트론에 사용되고 있는 상업용 탄소 박막은 

매우 얇아서 손되기 쉬우며, 고온에 변형이 발생하

면서 열되기 때문에 그 수명이 짧아진다.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상업용 stripper는 Fig. 2.에서와 같이 

탄소 박막의 착부 의 지지  간의 간격이 탄소박

막의 두께에 비해 넓어서 쉽게 열된다는 을 감안

하여, 실제 KIRAMS-13 사이클로트론에서 발생하는 

빔에 한 크기를 측정하 다. 측정결과 빔의 크기는 

상하 직경 최  8mm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따

라 stripper 박막 지지 를 다시 설계하 다. Fig. 3.

은 사이클로트론 내부의 stripper 치에서 빔의 크기

를 측정하기 해 제작한 알루미늄 시편이며, 이에 따

라 제작된 CNT 박막을 이용한 stripper이다.

  

Fig. 3.  Beam size & CNT stripper

상업용 탄소 박막의 규격은 50ug/cm2으로서 약 

0.24um의 두께를 가지며, 본 연구를 해 제작한 

CNT stripper 박막의 두께는 각각 3um, 7um, 17um

이다. stripper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실험데이터

는 사이클로트론으로부터 가속된 H
-
 이온이 stripper

와 반응하여 발생하는 류(current, uA)와 stripper를 

통과한 H+ 이온이 F-18 액체표 과 반응하여 발생시

키는 류(current, uA) 데이터를 수집하 다(Fig. 4.).

KIRAMS-13 사이클로트론에 상업용 탄소 박막과 

CNT 박막을 stripper로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CNT 박막의 경우 상업용 탄소 박막에 비해 각

각 93.3%(3um), 88.9%(7um), 80.6%(17um)의 

stripping 성능을 나타냈다.

Fig. 4.  Stripping effect for the carbon and CNT foil

박막의 건 성 측면에서는 CNT2 박막의 경우 최

 사용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CNT 박막의 물리  

변형이  없는 것으로 측되었다.

 결  론

재 운 되고 있는 사이클로트론은 주로 

50ug/cm2 정도의 얇은 상업용 탄소 박막을 사용한다. 

보통 탄소 박막의 수명이 길게는 4개월 정도사용하며, 

평균 2개월 주기로 교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 사이클로트론에서 사용되고 있

는 탄소 박막을 열 도도가 좋은 탄소나노튜 (CNT) 

박막으로 교체하여 열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 으며, 

탄소 박막에 비해 상 으로 두꺼운 CNT 박막은 

stripping 효과 측면에서도 얇은 탄소 박막의 93%정

도 수 이므로, 사이클로트론 시설에서 사용하기에 

합한 수 이었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 stripper 박막의 두께가 훨

씬 두꺼워도 국산 사이클로트론 운 에 미치는 향

이 미약함을 확인하 으며, 실제 사이클로트론을 이용

하는 장에서 stripper 교체 비용 감  교체주기 

연장으로 인한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을 

감시켜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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