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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주방사선이나 과도펄스(Transient Radiation) 형태의 감마 방사선이 반도체에 조사되면 소자 내부

에서 짧은 시간에 다량의 전하가 생성된다. 이 전하들과 증폭된 과전류는 소자의 고장(Upset,

Latchup)과 오동작을 유발시키게 되고 나아가 전자부품이 소진(Burnout)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핵폭 방출 과도방사선에 대한 전자부품/장비의 내방사선관련 기초연구로 군

전자부품의 감마-과도방사선에 대한 피해분석 시험을 수행하고 나아가 과도방사선 방호기술 체계구축

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과도펄스 방사선시험은 군용으로 분류된 반도체 칩을 대상으로 포항 전자

빔가속기를 사용하였다. 핵폭발 방출 과도방사선을 모사하기 위해 감마선 변환장치를 MCNP 설계를

통해 제작하고 단일모드의 마이크로초 단위 감마펄스 방사선을 방출시켜 시험대상 칩을 부착한 시험

보드에 조사하는 과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온라인 고속 측정장치를 통한 전자소자의 과도방사선

시험에서 다양한 피해현상을 측정할 수 있었고, 열상카메라 촬영을 통하여 과열상태를 관측함으로써

피해현상의 검증과 더불어 소진현상으로의 전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 서론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펄스형태의 우주방사

선은 인공위성의 전자장비에 장애를 초래하며,

핵폭발 시 전달되는 고준위 펄스방사선도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가격의 70% 이상이 전자관련 부

품으로 이루어지는 첨단 군 장비는 핵폭발로 부

터 발생되는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고장이

나 오동작이 유발되며, 전자제어 부품의 이상은

전체 장비나 군 시스템의 불용상태로 이어진다.

핵폭 방출 방사선은 그 종류와 에너지, 그리고

소자 입사형태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

는데, 특히 순간적으로 고에너지의 펄스 형태로

입사되는 감마선 또는 X-선은 전자부품의 고장

이나 오동작 및 소진(Burnout) 현상을 일으킨

다.[1] 이 영향을 과도방사선효과(Transient

Radiation Effect)라 하며, 핵전의 긴장이 상존했

던 1950 - 1960년대에 Bell Lab.에 Rogers를 중

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지만 상세한 정보는 여

전히 미공개 상태에 있다. 최근에는 우주공간의

펄스형 방사선이 인공위성, 우주선 등에 미치는

피해현상에 대한 연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핵폭 방출 과도방사선에

대한 전자부품/장비의 내방사선관련 기초연구로

군 전자부품의 감마-과도방사선에 대한 피해분석

시험을 수행하였다. 과도펄스 방사선시험은 군용

으로 분류된 반도체 칩을 대상으로 포항 전자빔

가속기를 사용하였다. 핵폭발 방출 과도방사선을

모사하기 위해 감마선 변환장치를 MCNP 설계를

통해 제작하고 단일모드의 마이크로초 단위 감마

펄스 방사선을 방출시켜 시험대상 칩을 부착한

시험보드에 조사하는 과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다. 온라인 고속 측정장치를 통한 전자소자의 과

도방사선 시험에서 다양한 피해현상을 측정할 수

있었고, 열상카메라 촬영을 통하여 과열상태를

관측함으로써 피해현상의 검증과 더불어 소진현

상으로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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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소자의 펄스방사선 특성분석시험
2.1. 펄스감마선 발생장치

핵폭에서 방출되는 펄스형 방사선을 모사할 수

있는 장치로 고출력의 전자가속기가 가장 적합하다.

전자빔을 고에너지로 가속하여 금속(텅스텐, W) 표

적에 조사하면 제동복사(Bremsstrahlung)에 의해 감

마선이 발생되는데 그 펄스폭은 전자빔의 펄스폭과

같고, 감마선의 최대에너지는 전자빔의 에너지와 같

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최대의 감마선량율(Dose

rate) 발생을 위해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선형가속기

를 기반으로 텅스텐 표적을 최적화하여 설계하였다.

그림 1은 최대 선량율 발생 조건의 텅스텐 두께 도

출을 위한 MCNP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로 전자가

속기 최대출력 에너지 60MeV에 대한 텅스텐의 두

께는 6.0mm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는 연속 펄

스빔을 단일 펄스빔으로 조절하는 셔트(Shutter)와

텅스텐 포일(Foil)을 납(Pb) 차폐체 홀(Hall) 끝부분

에 장착한 상태의 모습이다. 텅스텐 뒷부분에 조사

할 전사부품을 위치시켜 감마 펄스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그림 1] 텅스텐(W) 두께(mm)별 전자빔의 최대 감마선 
변환효율(MCNP)

[그림 2] 감마펄스 변환용 표적(W)

2.2. 펄스감마선 조사시험
2.2.1 시험대상

[그림 3] 군용장비 내 전자보드와 시험용 전자소자
고준위 펄스 방사선 조사에 사용된 전자소자는

현재 군에서 운용중인 장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의 보드는 군용장비에 사용되는 보드이며 이

보드에 사용된 전자소자 가운데 다양한 군장비에 범

용으로 사용되는 전자소자를 선택하여 시험에 투입

하였다. 소자는 일반 상용품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DC-DC 컨버터, TPS54315와 군사용급 연산증폭기,

LM118을 선정하여 각각의 소자에 실측이 가능하도

록 설계하여 시험용 DUT(Device Under Test) 보드

를 제작하였다.

2.2.2 측정시스템 구성
전자가속기는 지하 2층에 설치되어있고 빔 제어

장치 및 신호측정 계측시스템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다. DUT의 전자소자로부터 펄스방사선 조사에 대

한 반응신호를 실시간으로 고속으로 측정하고 분석

하는 계측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4와 같다. 라인 드

리이버를 통해 원거리에서 정확히 디지털 신호 송수

신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고속 신호취득(DAQ)를 통

해 신호를 저장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4] 펄스감마선 조사시험 계측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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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시험조건 및 방법
조사실험은 음극관의 인가전압과 펄스 지속시간

(Duration Time)을 조절하여 낮은 선량율로부터

점차 선량율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각각의 소자 반

응특성을 순차적으로 측정/분석하였다. 대상 전자소

자에 입력되는 정확한 선량율을 확인하기 위해

TLD(Thermoluminescence Dosimeter, 열형광선량

계)과 함께 자체 제작한 PIN 다이오드와 전류측정

회로를 구성하여 입력 펄스방사선의 선량율의 값을

동시에 모니터링하였다.

2.2.4 시험결과
TPS54315의 측정결과 그래프인 그림 5에는 전자

소자에 조사된 선량율 값의 크기에 따른 출력전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낮은 선량율값 1.43x10
7

rad(Si)/sec에서 작은 전류를 출력하였고 선량율의

증가에 따라 출력 전류값도 점점 증가된다. 그런데

이 순간적 펄스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출력전류는 곧

원래의 정상상태의 출력 전류값으로 되돌아오게 되

며, 이는 펄스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전자-정공쌍에

해당하는 양 만큼의 전류를 비례적으로 출력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조사선량율이 1.00x10
8

rad(Si)/sec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정상상태로 복

원되지 않고 증가된 과전류가 계속 흐르는 상태를

유지한다. 실험에서와 같은 전류제한 기능이 없는

일반회로에서는 최대전류가 유도되어 소자에 고열과

소진(Burnout)을 유발하게 되며, 이 현상은 래치업

(Latchup)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5] TPS54315 과도방사선 Latchup 특성

그림 6은 래치업 상태의 실험 오실로스코프의 화

면을 캡쳐한 것으로 전류 제한값 90mA에 도달된

출력상태를 측정한 것이다. 이 상태를 정상상태와

비교하여 열영상카메라를 통해 관측한 것이 그림 7

이며, 좌영상은 정상작동 상태의 TPS54315를 보여

주고 우영상은 래치업 상태를 촬영한 것으로 온도의

급격한 상승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류의

급격한 상승은 소자에서의 과열로 이어지는 래치업

현상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TPS54315 과도방사선 반응파형 (Osc,)

[그림 7] 펄스방사선 조사 전(좌), 후(우)의 열영상 변화

그림 8은 LM118에 대한 동일 조사실험 과정의

결과 측정 오실로스코프 화면으로 TPS54315 보다

낮은 선량율(8.94x107 rad(Si)/sec) 에서 래치업 상태

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 LM118소자의 과도방사선 반응파형 (O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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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현상은 과전류의 발생과 동시에 소자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이다. 실험 종료 후 소자를 디캡

(Decap)한 사진을 그림 9이다. 칩을 제거한 기판상

태의 일부 금속라인이 검은색으로 타버린 사진을

통해 과전류 생성에 의한 발열이 소진상태에 도달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 펄스방사선 조사후 LM118소자 내부 Decap. 사진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펄스형태의 고준위 방사선에 대한

전자부품/장비의 내방사선관련 기초연구로 군 전자

부품에 대한 피해분석 실험을 수행하였다. 과도방사

선을 모사하기 위해 감마선 변환장치를 MCNP 설계

를 통해 제작하고 단일모드의 마이크로초 단위 감마

펄스 방사선을 방출시켜 두 종의 전자소자에 대해

조사하였다. 온라인 고속 측정장치를 통한 실험결과

두 종 모두에서 래치업 현상이 관측되었으며, 군용

사양 LM118소자는 소진현상까지 전개되는 심각한

펄스방사선 피해가 나타났다. 펄스방사선에 의한 군

용전자 소자의 피해현상 관측실험은 열영상카메라

촬영을 통한 확인과 소자의 디캡을 통해 소자내부의

상태 검증과정으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본 시

험결과에서 나타난 군용 반도체의 과도방사선 피해

현상을 통해 우리나라 군용 전자부품 및 전자장비에

대한 과도방사선 피해연구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내

방사선 연구가 시급히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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