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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로톤- 보론11 반응으로부터 정미 동력을 생산하는 융합 반응기

요약

필드역전 형상 시스템에서 이온화된 보론과 프로톤이 핵반응물로 사용되고, 유용한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α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융합한다.  보론과 프로톤 빔은 반응 단면적에서 
최대 공명에 대응하는 0.65MeV의 상대적인 에너지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반응챔버 안으로 입사된다.  
보론 빔은 0.412 MeV의 에너지를 가지고 프로톤 빔은 1MeV의 에너지를 갖는다.  더욱이 본 발명의 장치
에서 빔은 같은 방향으로 순환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온-이온 스캐터링으로 인하여 빔의 평균 속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한다.  이온은 융합 충돌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밀폐되어져 남아 있
다.  이러한 것으로 단면적의 공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 개의 이온 빔은 100keV 보다 높은 온도를 갖지 
않는다. 

대표도

도3

명세서

기술분야

이  발명은  에너지청(Department  of  Energy)에서  받은  계약  제  MP-94-04;  B283616와  네이벌 
연구소(Office of Naval Research)에서 받은 허락 제 N00014-90-J-1675 하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수행되
었다.  정부는 이 발명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갖는다.

본  발명은  융합  장치  및  방법,  특히  프로톤과  이온화된  보론  빔이  밀폐  자기장(confining  magnetic 
field) 안으로 선택된 빔 속도로 입사되어 상기 빔이 자발적 융합 반응에서 에너지 방출을 위한 최적의 
반응 단면적을 가진 궤도로 트랩 되도록 하는 융합 반응기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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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다양한 밀폐 형상 원리(confinement configuration principles)에 기초하여 플라즈마를 반응챔버에서 발
생시키고  자기적으로  밀폐시키는  다양한  융합  장치가  알려져  있다.   플라즈마는  오믹  가열(ohmic 
heating), RF 가열 및 중성 빔 가열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방출을 위하여 플라즈마 안의 원자
핵이 반응하기 위한 온도까지 가열된다.  여기서 문헌으로 원용하는 미합중국 특허 제4,894,199호에 개
시되어 있듯이,  중수소(deuterium)와 삼중수소(tritium)  원자핵(즉 중양자 및 삼중양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반응물이다.  이러한 반응물의 융합은 α입자와 중성자를 만들어 17MeV 보다 더 큰 에너지; 중성
자의 운동에너지의 형태로 약 14MeV 그리고 α입자의 운동에너지의 형태로 그 나머지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는 보통 블랭킷에서 포획되고, 열로 변환되어 유용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

이러한 융합 장치의 주된 문제는 반응기를 조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조정하기 위해 충분한 반응이 일
어나도록 플라즈마를 충분히 오랫동안 밀폐시켜 놓는 것이며, 상기 장치의 밀폐 자기장 조작이 큰 부분
을 차지한다.  그러한 장치 중에서 일부는 토카막(tokamaks)과 같은 토로이달 형상(toroidal geometry)
이고 일부는 미러 머신(mirror machines)과 같은 선형 형상(linear geometry)이다.

보론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즉 프로톤)의 반응은 이전에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이 가지는 문
제는  적절한  반응도를  얻기  위하여  매우  높은  이온  온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브렘스트랄룽(Brehmstralung)에 의한 에너지 손실, 즉 원자핵과 빠른 전자의 충돌에서 전자기적인 방사

선의 방사는 Z
3
, 즉 원자핵의 원자 수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원자번호 5를 갖는 보론과 같은 큰 원자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대될 수 있다.  그러한 반응에 기초한 반응기의 점화 혹은 정상상태의 작동은 기
껏해야 최저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융합 장치와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프로톤 빔과 이온화된 보론 빔을 이용한 융합 반응기
에 관한 것이다.  상기 프로톤 빔과 이온화된 보론 빔은 보론-프로톤 반응의 융합 단면적에서 공명의 이
득을  취하는  속도와  온도에서  충돌  빔  필드역전  형상  시스템(colliding  beam  field-reversed 
configuration system)으로 입사된다; 약 100keV의 폭을 가지는 0.65MeV.  하나의 프로톤과 하나의 보론 
원자핵은 융합되어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 가능한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세 개의 α입자를 생성한다.  하
기에서 더 상세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상기 반응은 안정적이고 정상상태 작동이 가능하다.

빔은 전자의 첨가로 중화되고 연속하여 반응챔버 안의 실질적으로 일정한 일방향성 자기장으로 향하게 
된다.   빔은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으로  입사되어  자기장에  의하여  전자  자기  분극(electric  self-
polarization)을 얻는다.  그후에 분극은 빔이 챔버의 내부에 도달할 때 자기력선(magnetic field line)
에 따르는 전자 전도성 때문에 드레인되어 빔이 자기장에 트랩 된다.  특히, 드레인된 빔은 트랩 되어 
베타트론과 같은 순환궤도를 움직인다.  궤도 이온(orbiting ions)은 전류를 생산한다.  그리고 계속하
여 상기 전기는 필드역전을 가지는 폴로이달 자기장(poloidal magnetic field)을 생산한다.  필드역전 
형상(field  reversed  configuration)을  가지는  융합  반응기는  J.M.  Finn  및  R.N.  Sudan의  Nuclear 
Fusion  Vol.  22,  No.  11(1982)의  'Field-Reversed  Configurations  with  Component  of  Energetic 
Particles', 본 명세서에서 원용, 에서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이온의 속도와 자기장의 세기는 이온이 
챔버 내부의 궤도에 남아 있도록 한다.  이온 빔은 플라즈마 전류의 안정화를 위하여 챔버의 중앙에 위
치한 토로이달 코일 주위를 같은 방향으로 순환한다.

상기 이온은 상호 반응을 위하여 단면적을 실질적으로 최적화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입사된다.  특히, 빔 
속도는 상대 속도가 보론-프로톤 반응의 공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도록 선택된다.  예로, 빔의 속도는 
이온화된 보론 빔이 약 0.412MeV의 에너지를 가지는 반면에 프로톤 빔은 1MeV의 에너지를 가지도록 선택
된다.  그래서 빔의 상대적인 속도는 약 0.65MeV의 에너지를 가진다: 프로톤-보론 융합 반응의 단면적에 
대한 공명 포인트.  그러나 이온 빔은 공명의 이점을 취하기 위하여 100keV 이하의 온도를 가져야 한다.

전자에 의한 감속에 기인하는 연료의 에너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피하기 위하여 연료는 짧은 펄스로 입
사된다.  또한 이것은 상기 시스템에서 전자의 가열 및 브렘스트랄룽 에너지 손실의 수반을 피한다.

빔이 고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드리프트 맥스웰 분포(drifted Maxwell distributions)를 신속히 
형성하기 때문에, 빔이 선회하면서 이온들끼리의 충돌은 이온 빔의 분포 또는 평균 속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더욱이, 이온이 빔에서 잃어버리기 전에 또는 그 온도가 유용한 온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원
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한 형상을 가지는 이온은 유용한 온도에서 선택된 에너지로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밀폐되어져 남아 있는다.

본 발명에서 저밀도, 저온의 플라즈마가 이온 빔의 입사 시작에서 분극된 이온 빔의 분극을 드레인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반응챔버 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후에 트랩된 빔 그 자체와 관련되는 전자는 
빔의 나중 유입 부분을 드레인한다.

반응 생성물의 대부분은 유리하게도 자기 밀폐를 급속히 이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은 연료 이온과 전자를 
가열하고 스캐터링에 의하여 이탈한다.

에너지 입자의 빔과 종전의 고밀도, 저에너지 타겟 플라즈마가 관련된 종래의 반응기 형상은 활성 입자
가 융합 단면적이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너무 급속히 플라즈마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너무 짧은 시간에 
소비하기 때문에 약 3-4로 제한되는 이론적인 에너지 이득을 가지고 있었다.  본 발명에서 사용된 고에
너지 양극 열 이온 빔(high energy positive hot ion beams) 때문에, 프로톤 빔은 보론 빔과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융합 반응을 만든다.  빔의 이온 분포는 충돌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드리프트 맥스웰 분포이
다.  빔의 속도에 기인하는 상대적인 에너지는 융합 반응에 대한 임계치이고 이 변수는 노출된 빔 에너
지에서 작동에 의하여, 그리고 상호 반응을 위한 최적의 단면적을 제공하면서 큰 반응율을 주도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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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장점은, 입사 시스템에 의하여 이온이 자기 격납 장치(magnetic containment device)
의 밖에서 적절한 에너지 레벨과 밀도가 되게 한다.  특히 많은 불안정 단계의 통과 없이 자기 트랩 안
에서 플라즈마의 밀도나 에너지를 강화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플라즈마는 불안정 단계가 공정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안정 단계를 급속히 통과하도록 강제되
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높은 밀도 및 에너지 레벨에서 이온은 본 발명에서의 자기 
트랩 밖에서 생성되어야 한다.  아래에 기술된 이온의 트랩 및 입사방법은 불안정성을 급속하게 통과하
도록 보장한다.  그래서 반응기의 작동 점은 그러한 불안정성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이온 빔들은 고밀도 및 고에너지에서 발생되고 전자를 픽업하여 중성화되어 강한 중성화된 빔을 만든다.  
완전히 중성화된 빔은 자기분극과 ExB 드리프트에 의하여 격납 형상의 자기장을 가로질러 전파된다.  분
극된 빔이 플라즈마에 도달하면 플라즈마가 우수한 전도체이기 때문에 전자의 분극은 급속히 드레인된
다.  그 후에 빔 이온은 격납지역 안에서 빔의 트랩을 위한 격납장치의 우세한 자기장에 의하여 결정되
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밀폐 장은 이온빔에 수직으로 향하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일방향성 자기장이다. 그래서 장의 영향 아래에
서, 큰 궤도의 순환 입자는 역선(field line)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하여 큰 토로이달 자기
장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그래서 크루스칼-샤프라노프 제한(Kruskal-Shafranov limit)은 적용될 수 없
고, 안정성을 위하여 토카막형 반응기 안에서와 같이 큰 토로이달 자기장을 발생할 필요가 없다.  이러
한 자기장 안으로 에너지의 투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상기 장은 트랩 지역상에서 방위적으로 대
칭성 및 일방향성이고 그리고 상기 지역에서 궤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외부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다음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되는 도면을 고려하여 이해 될 것이다.

도 1은 프로톤-보론 원자핵 반응 단면적을 프로톤 에너지의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2는 프로톤-보론 원자핵 반응 단면적의 평균과 속도 분포에 대한 상대 속도를 운동 온도의 함수로 나
타낸 그래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융합 장치를 투시하여 나타낸 부분 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필드역전 형상의 자기 플럭스 표면의 개략적인 설명도이다.

도 5는 전자, 프로톤 그리고 보론 이온의 밀도를 반응챔버 안의 반경 거리의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6은 자기장을 반응챔버 안의 반경 거리의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7은 정전기적 포텐셜을 반응챔버 안의 반경 거리의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 8은 입자의 반응챔버의 자기장 안의 입자 경로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도 9는 반응챔버의 입자 분포의 개략적인 단면도이다.

실시예

세 개의 α입자와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프로톤과 보론 원자핵의 융합 반응은 약 8.68MeV의 에너지를 이
상적으로 발생한다.

지금까지 반응은 몇 개의 문제점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이온 온도가 원

활한 반응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예를 들면,  (여기서 σ는 단
면적이고 v는 상대속도이다)를 달성하기 위하여 300keV의 운동학적 온도가 요구된다.  더욱이, 브렘스트
랄룽에 기인하는 방사 에너지 손실은 상대적으로 큰 보론의 원자수, Z=5 때문에 높다.

도 1을 참조하면, 프로톤 에너지의 함수로서 pB
11
 반응 단면적의 그래프는 0.65MeV 근처에서 최대 단면적 

또는 공명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명의 폭은 약 100keV이다.   이러한 에너지 폭 안에서,  σ는 거의 

이며, v는 약 이다.  그래서 σv는 약 이다; 

이중수소-삼중수소 반응기의 정점 열 평균 <σv>에 가깝다.  pB
11
 반응에서 <σv>값은 도 2에 온도 함수

로 나타내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전자로 중성화된 프로톤 및 보론 이온 빔은 공명 단면적(즉 0.65MeV)에서 반응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선택된 에너지와 온도를 가지는 도 3의 반응기에 도시된 챔버 안으로 입사된다.  펄스 
성질을 가지는 높은 에너지 프로톤 및 보론 이온 빔이 예를 들면 로스토커 미합중국 특허 제4,894,199
호, 본 명세서에서 원용, 에 개시된 이온 다이오드와 막스 제네레이터(Marx generator)로 발생될 수 있
다.  중성화된 이온 빔은 같은 수의 함께 움직이는  양이온과 전자를 가지므로, 결과적으로 빔은 전기적
으로 중성이고 정미 전류 또는 전자를 가지지 않는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당업자들에게 일반적으
로 알려진 가속기를 이용하여 프로톤은 약 1MeV로 가속되고, 보론 이온은 약 0.412MeV로 가속된다.  반

응기의 정상상태 작동 동안의 프로톤에 대한 입자 빔 전류는 약 인 반면에 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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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입자  빔  전류는  약  이다.   연료는  매  1ms마다  단속적으로  각  펄스당 

로 분사된다.  양 빔은 약 70keV의 온도로 입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성화된 이온 빔의 분극은 상대적으로 균일한 자기장에 직교하도록 움직이는 동일한 수의 양전하와 음
전하가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  반응챔버로 입사되기에 앞서 핵반응물에 첨가되는 양전하는 고에너지와 
고밀도의 핵반응물의 이온이고 음전하는 중성전자이다.  이 중성화된 빔은 미합중국 특허 제4,548,782호
에 기술된 잘 알려진 분극 효과에 따라 편향 없이 자기격납장을 가로지른다.  자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하전된 입자에 작용한다.  그러나 그 결과 공간은 인력을 하전하고 중성화된 빔을 그대로 그러나 
분극되도록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융합 반응기의 바람직한 형상인 도 3을 참조하면, 반응챔버 벽 10은 실질적으로 실린더 
모양을 가지고, 길이 방향 즉 주축 13을 가지는 밀폐 반응챔버 12를 결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챔버 12
의 축은 이온 전류에서 프리세션 모드 불안정성(precessional mode instability)을 통제하기 위하여 토
로이달 자기장을 발생하는 토로이달 코일 18을 가지는 중심 실린더 15와 동축이다.  상기 토로이달 자기
장은 플라즈마 상에 격납력(containing force)이 되려는 성향을 가지지 않으며 그러므로 토카막 반응기 
안의 전형적인 토로이달 자기장만큼 강할 필요는 없다. 베타트론 코일 20은 챔버 12의 길이방향축을 따
라 축방향으로 연장되는 역선(field line)을 가지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자기장을 만든다.  상기 장은 방
위적으로 대칭이고 밀폐 지역 23 상에 축대칭이다.  미러 코일 25는 베타트론 코일 20보다 함께 더 가깝
게 이격되고 반응챔버 12의 말단에 위치하여 더 많이 감겨서 밀폐 지역의 장보다 더 강한 장을 만든다.  
그래서 환형 밀폐 영역 23의 말단에 폐쇄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압축 코일 27과 변곡 코일 30은 도 4에 
도시된 자기플럭스 분포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분리된 인젝터 포트들은 반응물 이온 빔 각각에 제공된다.  측면 인젝터 32는 보론 이온을 입사되도록 
하고, 중앙 인젝터 34는 프로톤을 입사하는데 사용된다.  물론, 더 많은 인젝터들이 이온 빔의 입사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이 고려된다.

이온 층 37은 각각의 이온 인젝션 채널 32와 34를 통하여 발사하는 이온 다이오드(미도시)로부터 프로톤
과 보론 원자핵의 반복적인 펄스 입사를 입사함으로써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시작시에, 빔의 분극을 드
레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반응챔버 12 안으로 저온, 저밀도의 이온 플라즈마 40을 유입하기 위하여 플
라즈마 건(미도시)이 사용될 수 있다.  플라즈마 건과 이온 다이오드의 에너지화는 종래 기술에서 일반
적으로 알려진 적절한 타이밍 시스템(미도시)에 의하여 동기화 될 수 있다.  상기 플라즈마 건은 자기력
선을 따라 프로톤의 빔을 방사하는 충전 장치일 수 있다.

시작 후에는, 순환 이온 전류는 밀폐 영역 23 안에서 급속하게 형성되고 안정된다. 그래서 그 자신의 자
기장을 만들어 도 4에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필드역전 형상을 초래한다.  자기장 코일 53에 의하
여 발생한 방위상 대칭인 축방향 자기력선 50은 플라즈마 연료 이온 전류 60의 순환에 의하여 발생한 폴
로이달 역선 56을 둘러싼다.  플라즈마 전류 60의 토러스 안에서, 폴로이달 역선 62는 자기력선 50에 반
대 방향으로 향한다.  세이퍼레트릭스(separatrix) 65는 자기력선 50의 다음에 계속되는 자기력선과 폴
로이달 장 60과 62의 역선들의 사이에서 경계를 형성한다.  플라즈마 전류 60 안에서, 자기 플럭스는 0
으로 된다.  장 코일 53은 시스템의 각각의 말단에 더 가깝게 이격되어 밀폐 영역 안에서 플라즈마 전류 
60을 밀폐하려는 경향을 갖는 자기 핀칭(magnetic pinching)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중요한 태양에 따르면, 프로톤과 이온화된 보론 빔의 고밀도, 활성화된 이온들은 다른 평균속
도로  유입되고  밀폐되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와  같이  하여,  보론  원자핵의  참조 
프레임(reference frame)에서 빔의 온도가 공명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100keV 이하인 프로톤은 최대 
단면적에 대하여 0.65MeV의 최적 공명 에너지를 가지므로 자발적인 융합 반응이 점화 없이 일어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하는 토카막 반응기의 경우는, 점화를 위한 그 에너지를 보
존하기 위하여 생성된 3.5MeV의 α입자를 격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3.5MeV의 α입자를 격납하기 위하
여, 토카막 부반경이 α입자의 자이로-반경의 최소한 10배가 되어야 하며, 이는 50kG의 자기장 안에서 
10.7cm이다.  이러한 이유와 또한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점화가 필요한 토카막 반응기는 매우 커져야 
한다.

본 발명에 의해 점화 없이 정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높은 에너지 이온 빔이 입사되고 트
랩 되고 그리고 밀폐되어, 융합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캐터링은 빔 에너지 투입 또는 
높은 에너지 이온의 손실로 신속하게 인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플라즈마 전류로 높은 속도에서 같은 방
향으로 순환하므로, 빔이 선회하면서 이온들 사이의 충돌이 이온빔의 분포 또는 평균속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핵 반응물은 바라는 에너지로 남고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밀폐되어 이온이 빔에서 
잃어버리기 전에 또는 그들의 온도가 유용한 온도로 떨어지기 전에 바라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다.

본 발명의 반응기의 정상 상태 작동의 한 예가 아래에 개시된다.  간단히 하기 위하여, 단순 모델을 길
이가 무한한 실린더형 반응챔버의 형상으로 사용하여 시스템이 일차원으로 취급될 수 있다.  모델에 있
어서 반경 r상에 있는 자기장과 전기장 그리고 입자의 위치의 일차원 그림이 z-축으로부터 연장되므로 
반응챔버의 긴 축의 좌표는 z-축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방위상 각도는 θ이다.

이온 빔은 급속히 전개되고 맥스웰 에너지 분포 안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분포 함수는 
아래와 같이 된다.

여기서 만약 <vθ> = -ωjr 이라면 분포는 경직성 회전자 분포이다(ω는 일반적으로 각속도이다).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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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온도 Te는 이온의 온도 Ti와 동일하지 않다.  입자 밀도 nj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Φ와  Aθ는  포텐셜이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E=-▽Φ  와  B=▽x(Aθθ)이다.   상기 

블라소프-맥스웰(Vlasov-Maxwell) 방정식의 평형 해는 아래의 (4)와 (5)를 동시에 풀어서 얻어진다.

뒤의 방정식은 단지 시스템의 전체적인 전하가 중성임을 가리킨다.  만약 입자의 밀도 nj가 r과 z에 의존

한다면, 수치적인 방법들이 시스템 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요구된다.  만약 nj가 단지 r에 의존한다면, 분

석적인 해가 얻어질 것이다.  방정식 (2)와 같은 분포 방정식을 위하여, 블라소프(Vlasov) 방정식은 운
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유체 방정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합계를 의미하는 Σi는 단지 전하 Zie의 이온을 넘는다.  전자에 대한 방정식 (5)는 이온 운동량 방정식

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Er에 대해서 풀 수 있다.  r에 대해서 미분 한 후에, 미분 방정식은 방정식(7)

과 ξ=r
2
/2에 의하여 밝혀진 ne를 가지는 밀도와만 관계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얻어진다.

방정식 (9)의 시스템의 정해는 Ai가 일정할 때 의 형태로 얻어진다.  두 개의 이온 종류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다.

평형유체방정식(6)은 유체의 속도 성분 Vz = 0이므로 토로이달 자기장 Bθ(r)=Bθo(ra/r)을 첨가함에 의하

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방정식(11)의 해는 방위상 자기장 성분 Bθ(r)에 공평하게 잘 적용된

다.  반응 용기의 경계에서, 중앙 토로이달 실린더 r=ra에서, 그리고 챔버 벽 r=rb에서 해는 플라즈마 순

환 반경의 제곱, 즉 r0
2
=1/2(r

2
a+r

2
b)을 제외하고 방정식 (11)과 같다;  이 경우에는 n(ra)=n(rb)은 적당

한 경계조건이다.  중앙 토로이달 코일이 무시할 수 있는 반경, 즉 ra→0인 이상적인 경우는 허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다. 

본 발명의 pB
11
 반응기에 있어서, 초기의 전자 밀도 neo은 2×10

15
cm

-3
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프로톤 :  (1) p       Z1 = 1      A1 = 4/9

보론 :    (2) B
11
      Z2 = 5      A2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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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가정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전자에 대하여 ωe=0이다.

11
B(p,3α) 반응에 있어서, 생산되는 정미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Qo = (M1 + M2 - 3Mα)c
2
 = 8.68 MeV

실험실 프레임(lab frame)에서 전체 반응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융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세 개의 α입자 사이에서 동일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반응은 주로 

순차적 붕괴, 즉 B
11
(p,α)→Be

8
과 Be

8
→2α에 의하여 진행된다.  에너지의 대부분은 두 번째 α입자에 있

다.  합리적인 가정은 2α입자가 대부분의 에너지를 가진다는 것이다.  계산의 대부분이 에너지가 α입
자 발생에 어떻게 분배되는 지에는 신경쓰지 않는다.  

반응기의 정상 상태 작동 동안에, 플라즈마 안의 프로톤, 보론 원자핵과 전자의 온도에 대응하는 온도 
T1, T2,와 Te는 융합 생성물로부터 그리고 방사선으로부터 에너지 전달에 의하여 결정된다.  본 발명에 

의한 반응기는 프로톤과 보론 원자핵에 대한 평형에서 초래되는 온도가 둘 다 약 70keV, 그리고 전자에 
대해서는 약 50keV가 되도록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의 평형 계산은 T1=T2=70keV와 Te=50keV의 

선택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본 발명은 100keV 이하의 다른 온도가 어떤 평형상태의 이온구
름에서 유지되도록 작동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에서 논의하였듯이, 이온의 온도는 단면적 공명의 이득
을 취할 수 있도록 100keV 이하로 지켜져야 한다.  더욱이, 전자가 융합 생성물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에서 추측된 데이터에 대해서, D = 2.55cm이다.  전자와 이온의 선 밀도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최대 밀도에서 순환하는 플라즈마 전류 층의 효과적인 두께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그리고 선 밀도는 다음과 같이 된다.

밀폐지역의 자기장은 방정식 (7)의 적분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여기서 

ro에서 자기장의 세기 Bo를 정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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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까지 이 방정식을 적분하고 방정식(7)을 이용하면, Bo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다.  그래서 경계조건 과 에서 자기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반응기의 이러한 평형상태에 대하여, 자기자체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상기 플라즈마 또는 이온전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그리고 프로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그리고 보론 원자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운동량 보존방정식(16)으로부터, 이온전류의 인덕턴스는 다음과 같다.

저장되는 이온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도 5,6 및 7을 참조하면, 상기 계산된 정상상태 작동 조건은 도 5에는 전자, 프로톤 및 보론 이온의 밀
도 윤곽을 표준 전자 밀도를 가지는 반응챔버의 축으로부터 반경거리의 함수로; 도 6에는 반응챔버의 축
으로부터 반경거리의 함수로서 킬로가우스의 자기장; 도 7에는 반응챔버의 축으로부터 반경거리의 함수
로서 킬로-스테볼트의 전기적 포텐셜들을 산출한다.  전자뿐만 아니라 핵 반응물은 선택된 입사 반경으
로 대부분이 잘 밀폐되어 남아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도 8에서 전형적인 입자의 궤도가 나타나 있다. 이온 빔의 입사는 거의 모든 연료 이온들이 vθ<0 를 가

지게 하며 이는 반자성 방향이 된다.  그러므로 이온의 경로는 빈 자기장 원주(null  magnetic  field 
circumference)를 향하여 곡선을 그리게 되고, 베타트론 궤도가 된다.  vθ>0 인 입자들은 빈 자기장 원

주로부터 멀어지는 곡선인 드리프트 궤도를 나타낸다.  자기장 Bz는 도 8의 밑의 윤곽으로 도시된다.

융합 생성물은 α입자들이다.  세 개 중의 두 개의 α입자가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갖는다.  그들은 
연료 이온과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감속되고 그래서 그들은 맥스웰 분포를 갖지 않는다.  α입자의 평균 

에너지는 로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간 안의 그들의 분포는 도 9에 나타난 연료 
이온을 넘어서 연장될 것이다.

만약 정상상태가 평형 변수로 유지된다면, 융합 동력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브렘스트랄룽 동력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Tc는 전자 볼트이고 <Z>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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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계산에 따라, 브렘스트랄룽 손실은 반응의 동력 출력과 비교하여 볼 때 작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본  발명의  시스템은  안정성을  나타낸다.   본  발명에서와  같이  큰  궤도  이온은  평균적인 
섭동(fluctuation)에 도움이 되므로 단지 자이로-반경보다 더 큰 파장의 섭동에 의하여 이송현상이 이루
어진다.  이것은 토카막 반응기에 비-단열적인 이온(non-adiabatic ions)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설명한
다.  모든 이온들이 필수적으로 비-단열적이 되는 본 발명의 플라즈마에서, 미세-불안정성은 중요하지 
않다.  긴 파장의 안정성은 요구되나, 전자기 유체역학(magnetohydrodynamic; MHD)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알펜파(Alfven waves)와 같은 전자기 유체역학적인 불안정성이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두 배의 파
장 불안정성은 필드역전 자기장 형상에 인식된다.:  4극자 감기로 제거되는 회전 킹크 모드; 및 유한한 
자이로반경으로 안정되는 틸트 모드.  양 모드들은 활성화된 입자에 의하여 안정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큰 궤도 축 포위 형상을 가지는 실험들이 필드역전 자기장을 가지고 그리고 필드역전 없
이 수행되었다.  양 쪽 경우 모두에서, 토로이달 자기장을 제공하는 중앙 컨덕터는 프리세션과 킹크 모
드의 안정화를 위해서 필수적이었다.  그러한 장은 여기서 논의되는 평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
러나 입자의 궤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므로 안정성에 영향을 끼친다.

감속과 확산을 평가하기 위한 입자 실험 방법은 포커-플랭크(Fokker-Plank) 충돌 연산자에 근거한다.  
하나의 입자가 뽑히고, 나머지는 맥스웰 분포를 가진다.

여기서 이고, 실험 입자는 i로 표시되고 그리고 합은 모든 형태의 전체적으로 장 
입자에 대해서이다.  각 형태의 장입자로부터 기여도를 분리하면 편리하다.  예를 들면 전자에 의한 에
너지 Wi의 입자 i의 큰 각도를 통하여 스캐터링 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그리고 는 전자에 기인하여 방정식 (32)에서 합의 항이 남아 있는 유일한 항임을 뜻한다.  항상 
만족되는 부등식들은 ve > v, vi 이고, v는 이온 실험 입자의 속도이다.  스캐터링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전자가 맥스웰 분포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다.  그것은 확산 시간 또는 감속 시간보다 상당히 짧
다.  그러므로 전자 분포 함수는 언제나 맥스웰 분포에 근접하여야 한다.  이온-이온 충돌 시간은 프로

톤에 대해서는 약 70 그리고 B
11
에 대해서는 약 3.4배로 다소 길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들은 또한 다른 

어떠한 충돌 시간 규모보다 훨씬 짧아서 분포함수는 평형으로 생각되는 경직 회전자 맥스웰 분포(rigid 
rotor Maxwell distribution)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스캐터링 항은 이온과 전자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종류의 이온들 사이에 있다.  이온-전자 

스캐터링은 거의 ve >> v로 계산된다. 여기서 v는 이온의 속도이고 이고, 여기서 Te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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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이다.  그러면

여기서 Wi는 이온의 운동 에너지이다.  또한 프로톤과 B
11 
사이의 충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서 

적절한 근사치는 v >> vi이다.

여기서 이다.

두 개의 동일한 이온이 충돌할 때, 매스(mass)의 중앙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확산은 일어나지 않는다.  
큰 각도 스캐터링 충돌 후에 다른 입자들에 대한 매스의 중앙의 평균 변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a1,  a2는  자이로-반경이다.   만약   이라면,  이다.   

 그리고 이므로 이다.   두  종류의 
스캐터링으로부터 확산계수를 계산하는 것은 예로서,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여기서 이다.  자이로-반경은 95kG의 자기장에 대하여 계산되며, 이는 

경계에서 여기에 기술된 자기장의 세기가 된다.  B
11
에 대하여 확산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는 호의적으로 하기 연소시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에 의한 이온의 감속 시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Te는 keV이다.

10.1MeV의 결합 에너지를 가지는 융합 생산물인 세 개의 α입자는 반응의 결과이다.  도 8과 같이 만약 
α입자가 반자성 방향(vθ < 0)으로 움직인다면 α입자는 베타트론 궤도에서 실행되고 또는 vθ > 0이라면 

드리프트 궤도에서 실행될 것이다.  반응 연료 입자의 매스 프레임의 중앙에서, α입자 속도 분포는 등
방성이 되어 α입자의 거의 반이 vθ > 0으로 연소된다.  도 4에 도시된 것과 같이 유한 자기장 형상에

서, 말단에서 반경 자기장이 있어야 한다.  만약 vθ < 0이라면, 로렌쯔 힘 이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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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vθ  >  0이면  초점이  흐려진다.   vθ  >  0인  입자는  즉시  밀폐를  이탈할  것이다.   더욱이 

인 입자는 자기장이 충분히 크지 않으므로 격납되지 못할 것이다.  α입자의 거의 
50%가 즉시 이탈하고 나머지는 충돌 시간 규모에서 이탈 할 것이다.  그래서 플라즈마의 전자와 이온을 
가열할 것이다.  더욱이 vθ > 0과 대응하는 각운동량을 즉시 잃어버리게 되므로, 나머지 α입자는 운동

량을 연료 이온으로 이송시킬 수 있고 이온-전자 충돌에 의하여 감속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만약 정상상태가 유지된다면, 융합 에너지의 거의 반이 블랭킷 등과 같은 것에서 유용한 에너지로 직접 
전환되는데 이용할 수 있는 α입자의 형태로 즉시 방출된다.  이것은 9.7kW/cm에 이른다.  α입자의 나
머지는 연료 이온과 전자를 가열하고 vθ > 0에 이를 때까지 스캐터링에 의하여 이탈한다.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료는 연속적으로 입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료이온이 소비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디스크 2πrdr에 대해서 적분한 후에,

반응기에서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사전류는 다음과 같다.

만약 연료가 디자인-에너지에서 입사된다면, 입사하기 위하여 관련된 동력은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이 에너지는 회복될 수 있으나 가속기가 50% 효율성 PI임을 고려하면 손실로 생각되어야 한다.

정상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초기의 평형이 충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B
11
 이온의 라이프타임은 1.42sec이다. 이 시간 동안 거의 확산이 있어야 한다.  확산 시간은 

1.25sec이며 이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킨다.

비슷하게 연료 이온 에너지는 많아야 1.42sec 동안의 100keV로 전자에 의한 감속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

뀌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 공명 값이 우세하지 않을 것이다.  고전적인 감속은 사실 너무 
빨리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1.42sec에 비교되는 기간 동안 짧은 펄스에 연료를 입사하여 보정된다; 
예를  들면  11.5A/cm의  1ms  펄스.   펄스  사이에서  전류가  붕괴될  때,  반경  전기장 

가 발생할 것이다.  L=17.3μH/cm이므로, 이것은 고전적인 하나의 입자 값에서
부터 최소한 1 자리수 크기로 감속율이 감소할 것이다.

융합 반응에 의하여 생산된 α입자의 밀도는 반응률과 α입자에 대한 스캐터링 시간에 의하여 결정된다.  
α입자가 스캐터링 되어 vθ>0이 될 때, α입자는 즉시 탈출할 것이다.  α입자의 1/2이 즉시 탈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상상태에서 

여기서 τF = 1.42sec 이고 다음 식은 큰 각도 스캐터링에 대한 시간이다.

<Wα>는 평균 α입자 에너지이다.  상기 입자는 감속에 의하여 확장되는 가정적으로 5MeV인 <Wα>를 가지

는 탄생시 분포를 갖는다.  이것에 근거한 상기 계산은 이러한 가정에 매우 민감한 것은 아니다.  즉, 
에너지가 동일하게 α입자 사이에서 나누어진다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g는 α입자 분포가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은 연료 분포를 넘어서 확장되기 때문에 필요한 보정인자이다.

전자와 이온 온도는 연료 이온과 전자로 융합 생성물의 에너지의 이송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온에서 전
자로의 동력이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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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등에 대한 표현은 방정식(29)와 (32)에서 오며 합에서 오직 전자항이 유지된다.  그 결과

여기서 tie에 대한 표현은 방정식 (44)에 의하여 주어지고

Te의 단위는 keV이다.  tie에 대한 표현은 인자 g에 의하여 방정식(46)에서처럼 수정된다.

온도 T1, T2 그리고 T3들은 다음의 방정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상상태에서 시간 도함수들은 0이 되고 그리고 상기 방정식의 결합은 

정상상태 동안 시간 미분은 사라지고 상기 방정식과 결합하여 

그래서 tα1 = 0.15 g sec 이고 tα2 = 0.533 g sec 이다.  상기 항 S12와 S21은 연료 이온 사이에서 에너지 

이송을 기술한:

방정식(60)에서 Nα는 D
2
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온의 온도에 의존한다.  PB는 비슷한 의존성을 가진다.  N

α는 tα1,tα2 그리고 tαe 와 같은 방법으로 인자 g에 의존하므로 그것은 없어진다.  전도 방정식으로부터 

PB는 로 표현될 수 있고 Te = 49.5keV에 대하여 풀어질 수 있다.

방정식(57), (58)로 돌아가서, 연료 이온의 온도는 계산할 수 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그 결과 가 된다. 

이러한 온도는 상기 계산을 위한 기본으로 추측되는 변수의 생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조정과 통제

가 p와 B
11
의 혼합을 변화시키므로써 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세 설명을 고려한 당업자들에 의하여 본 발명의 수많은 수정과 변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그러한 수정과 변형은 후술하는 청구항의 양태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명확히, 많은 본 발명의 수정과 변형은 상기의 가르침을 고려하여 가능하다.  그래서 부가청구항의 양태 
안에서 본 발명은 상기에서 특별히 설명한 것과는 다른 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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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른 반응물들의 원자핵들이 융합하여 유용한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반응 생성
물들을 만드는 필드역전 형상을 가지는 자기 밀폐형 융합 반응기로서, 주축을 정의하는 상기 융합 반응
기는 반응챔버, 상기 반응챔버 안의 최소한 일부에서 소정 세기의 실질적으로 일정한 일방향 자기장 및 
그 안으로 입사된 이온을 중성화하는 수단을 갖는 반응기에 있어서,

제1 속도에서 상기 주축에 대하여 제1의 소정 각도로 제1 소스 이온들을 수납하기 위한 수단; 및

제2 속도에서 상기 주축에 대하여 제2의 소정 각도로 이온들의 제2 소스를 수납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
며, 이온들의 상기 제1 및 제2 소스의 속도는 상대적 에너지가 이온들의 상기 제1 및 제2 소스의 단면적
의 공명을 위한 에너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도록 선택되는 특징으로 하는 자기 밀폐형 융합 반응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이온들의 상기 제1 소스는 보론인 융합 반응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이온들의 상기 제2 소스는 프로톤들인 융합 반응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소정 각도는 일반적으로 상기 주축에 직교하는 융합 반응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소정 각도는 일반적으로 상기 주축에 직교하는 융합 반응기.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속도는 약 0.4MeV인 융합 반응기.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이온들의 상기 제2 소스는 프로톤들이고 상기 제2 속도는 약 1MeV인 융합 반응기.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자기장은 실질적으로 상기 주축에 평행한 융합 반응기.

청구항 9 

필드역전 형상을 가지는 융합 반응기 안에서 원자핵들이 유용한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반응 생성물들을 만들기 위한 반응을 일으키기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 소정의 속도에서 이온들의 제1 소스를 제공하고;

(b) 제2 소정의 속도에서 이온들의 제2 소스를 제공하고;

상기 제1 및 제2 속도는 반응에 앞서 상기 이온들의 상대적인 속도가 상기 반응 단면적의 공명과 거의 
동일하도록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이온들의 상기 제1 소스는 보론인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이온들의 상기 제2 소스는 프로톤들인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이온들의 상기 제1 소정 속도는 약 0.4MeV이 되도록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소정 속도는 약 1.0MeV이 되도록 선택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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