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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igger than Accelerator
일상생활속에서가속기덕을보고있는게있다?
MRI부터 압축 포장에 이르기 까지, 가속기
기술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준다.

가구의 표면처리

화물의 안전검사

긁힘과 얼룩에 강한 가구. 25년 전부터 이미 
대다수 가구업체들은 긁힘과 얼룩이 없는 
가구 제작을 위해 가속기에서 나오는 빔을 
사용해왔습니다. 빔을 사용해 마감 처리된 
책상이나 선반, 테이블의 표면은 나무 같은 
부드러운 재료로 만들어져도 흠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매년 수많은 화물들이 항구를 통해 나들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수상한 물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부분의 항구
에서는 가속기를 이용한 고에너지 X-레이 
장치를 안전검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에너지 X-레이를 이용하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화물이라도 속속들이 다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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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물리 실험의 협력과 인터넷
전 세계 과학자들을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해 공유와 협력을 시도했던 유럽입자
핵물리연구소(CERN)의 아이디어가 이미 
30년 전에‘인터넷’
이란 컴퓨팅 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오늘날에는 신의 
입자인‘힉스’발견을 위해 전 세계 36개국 
100여개 가속기연구소를 동시에 연결하는 
LHC같은 대규모 실험을 수행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그리드 컴퓨팅’
이란 또 다른 
신기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팔방미인형 인재
원유 시추현장에서는 입자검출기가 암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는 가속기가 활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물리분야에서 
교육ㆍ훈련받은 유능한 연구원들은 실험실 
같은 연구현장 외에도 산업, 의료,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대접받으며 
직업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기저귀

포장

발진 없는 기저귀는 지상 모든 엄마들의 
희망입니다.  과학자들은  더  뽀송뽀송한 
기저귀 소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핵심인 기저귀 
소재로 사용되는 고흡수성 폴리머 수지의 
습식구조를 상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바로 입자가속기가 사용됩니다. 가속기 
덕분에  아기들의  건강을  위한  더  좋은 
기저귀 소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랩’
이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피막을 가열해 상품 형태로 수축
시키는 압축포장에 쓰이는 랩은 호박이나 
파프리카 같은 야채, 훈제연어 등 식탁
이나 장바구니에서부터 책이나 DVD같은 
상품의 포장재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속기는 내구성이 더 강하고 
열수축에 유연한 랩 필름을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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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인공심장

암 진단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MRI(자기공명
영상촬영)는 우리 몸 안의 조직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첨단  의료기술입니다. 
X-레이와는 달리 뇌 속의 백질과 회백질을 
구분해주며 장기와 근육뿐 아니라 혈류량도 
나타낼 수 있어 뇌졸중의 진단에도 효과
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는 MRI의 핵심기술 
개발에도 가속기가 활용됩니다.

인공심장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자
들은 더 나은 소재의 개발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가속기를 이용한 은 이온 
표면처리는 인체거부 반응을 방지하고 
인공심장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
줍니다.

...우리가 몰랐던 생활속의 가속기!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 개요

Message ㅣ인사말ㅣ

중이온가속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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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거점지구를 글로벌 기초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운용 또는 구축 중인 가속기 대비 최고성능의 중이온가속기를 구축

High Energy lab

ECR-IS

“중이온가속기 이름 라온(RAON)은‘즐거운’
,
‘기쁜’
이라는 뜻을 지닌 순 우리말 입니다.”

사업기간

사업부지

’11~ ’17년
(4,604억원(건축예산 별도) / 7년)

과학벨트 거점지구 내 신동지구
(1,049,504㎡)

IF SYSTEM

High Energy lab
Low Energy lab

중이온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원의 핵심시설로서 우리나라 차세대 기초과학 
연구의 핵심 인프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이온을 밖으로
인출하는 장치

전자발생장치

중이온을 충돌시켜
희귀동위원소를 만드는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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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위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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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온을 빛의 속력에
가깝게 가속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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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와 충돌해
양성을 띈 중이온

SCL3

SCL2

새롭게 만들어진
다양한 희귀동위원소

원자력에너지/핵자료
천체 및 우주과학
핵물리
핵융합/플라스마

Low Energy lab

국방과학
원천기술개발

U 우라늄, e- 전자, 희귀동위원소 : 지구상에 존재하지않는 원소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지구상의 모든 원소의 이온을 빛의 속도에

ISOL&IF 방식을 융합한 신개념 한국형 가속기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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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

  가깝게 가속하는 대형 연구시설

Driver Linac

ECR-IS (10 keV/u, 12 pμA)

LEBT

 가속된 입자들을 이용해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 내거나, 원자핵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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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Q (300 keV/u, 9.5 pμA)

  소립자(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를 관찰하고, 물질의 성질 연구

ACRONYMS

130m

원 리

110m

ECR-IS : Electron Cyclotron Resonance – Ion Source
LEBT : Low Energy Beam Transport
RFQ : Radio Frequency Quadrupole
MEBT : Medium Energy Beam Transport
SCL : Super-Conducting Linac
ISOL : Isotope Separation On-Line

SCL1 (18.5 MeV/u, 9.5 pμA)

중이온(탄소, 납, 우라늄 등)을 전기장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광속의

HRMS : High Resolution Mass Separator
CB
: Charge Breeder
IF
: In-Flight
μSR
: muon Spin Resonance
β-NMR : Beta Nuclear Magnetic Resonance

Chg. Stripper
300m

않는 다양한 희귀동위원소 생성

SCL2 (200 MeV/u, 8.3 pμA for U+79 )
(600 MeV/u, 660 μA for p)

15m

70m

중이온가속기 특징

2. 희귀동위원소 빔을 생성하여 물질의 근원과 원리 탐구
3. 빔에너지 200MeV/u, 빔출력400kW(현존 최고 수준)

ISOL - 양성자 빔을 표적에 출동시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고 분리하여
          순도 높은 희귀동위원소 빔을 제공하는 장치

3

Post Accelerator - ISOL에서 추출된 이온빔을 실험을 위해 높은
                          에너지로 가속시키는 장치로 18MeV/u까지
                          가속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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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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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원 - 양성자에서 우라늄까지 다양한 동위원소를 생성하는 장치

2

초전도 선형가속기 - 이온원에서 우라늄 이온빔을 200MeV/u까지

μSR, Medical
IF Target

   폭넓은 범위의 연구수행 가능

2

Driver Linac

50%이상)로 가속한 후 표적 물질에 충동시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1. 빔의 세기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며, 다양한 이온을 가속시킬 수 있어

사이클로트론 - 지름 4m, 총 130t의 전자석 4개로 이루어지며 수소의
                     양성자를 초속 11만Km 정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

●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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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희귀동위원소  중이온가속기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강도,  고성능 
희귀동위원소 빔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기초과학 연구와 응용과학 분야 
개발에서의 우수한 연구결과를 창출하며 세계적 연구를 선도하겠습니다.

ISOL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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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온 가속시설은 원소의 기원 탐구, 새로운 동위원소들의 발견과 그 구조 
연구, 희귀동위원소들을 이용한 신물질 연구, 의학 응용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글로벌  차원으로  이끌어나가는  수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이온가속기를 이용한 이러한 기초 및 응용 분야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과 같은 기초연구 선진국 클럽에 진입한다는 
중요한 국가적 의제(agenda)의 완결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RISP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중이온가속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개념설계에  대한  기술적이고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상세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적인  국내·외  협력체계, 
인력양성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효율적인 구축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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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1

중이온가속기의 원리

3

IF System

IF Separator
Gas
Catcher

High Energy Experiments
Nuclear Structure/
Symmetry Energy

                            가속하는 장치

110m

3

IF 시스템 - Driver Linac으로 가속된 400kW의 중이온 빔을 입사하여
               다양한 희귀동위원소를 생성하고 분리하여 순도 높은
                희귀동위원소 빔을 제공하는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