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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난 수십 년간에 중성자빔 이용 기술은 원자력， 재료과학， 물리， 화학， 

생명공학， 지질， 고분자 퉁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물질의 구조 규명 및 신물질 

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소각 중성자 산란 (sma11 angle neutron 

scattering) 기술은 중합체 (polymers)， 기공 물질(porous media) , 세라믹， 금속 

재료 등과 같은 다양한 물질내에서 크기가 1-400nrn 정도의 미시구조를 조사 

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술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국내 유일의 중성자원 

(neutron source) ~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RANO)가 ‘95년 완공되 어 운영 

중에 있으며， 하나로에 준비된 7개의 수평공에는 상호 보완적인 중성자 분광 

장치 계획하에 일부 설치 완료되어 운영중이거나 설치(또는 계획)중에 있다. 

이 중 소각산란 중성 자 분광장치 (Sma11 Angle Neutron Spectrometer, SANS) 

는 최근에 국내의 원자로 재료， 고분자 퉁의 관련 분야에서 기대 연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95년부터 하나로 CN 수평공에 제작， 셜치중에 있으며， ’99년 

말경부터는 고분자 구조 규명， 합금내 석출물， 방사선 조사에 의한 void / 

c1uster 생성 및 거동 퉁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술 현황 분석 보고서는 이 하나로 SANS 장치가 본격적으로 가동 

되면 이용자들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SANS에 관한 개괄 

적인 원리， 미국 표준과학기술연구소(NIST) 8m SANS 장치를 기준으로 장치 

의 구성과 특성， 그리고 측정방법 및 데이터 후처리 과정 둥을 포함한 분석기 

술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재 개발중인 하나로 SANS 장치의 특성 및 개발 현 

황에 대해서 소개한다. 아울러 최근의 고분자 관련 연구 관섬 및 대상 물질에 

관한 연구 동향을 알아봄으로써 하나로 SANS 장치를 활용한 고분자 관련 

연구 분야에서의 연구의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연구개발의 방 

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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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지난 1995년 국내 유일의 고출력 중성자원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HANARO, 열출력 30MW)가 준공되어， ‘95년 2월 첫 임계에 도달한 후 영출 

력 시험， 단계적인 출력 운전 시험을 거쳐 현재 설계 출력의 80% 수준으로 

운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하나로의 중성자 뱀을 이용하여 원자력， 재료과 

학， 물리， 화학， 생명공학， 지질， 고분자 동의 광범위한 연구분야에서 기초 및 

용용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나로에 준비된 7개 수평공 

에 고분해능 분말 회절장치 (High Resolution Neutron Powder Diffractometer, 

HRPD) 및 중성자 투과 비파괴 검사장치 (Neutron Radiography Facility, 

NRF)는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고 4축 단결정 회절장치 (Four Circ1e 

Diffractometer, FCD)가 설치가 끝나가고 있으며， 고분자 및 재료의 방사선 조 

사 손상 연구를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는 소각산란 중성자 분광장치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SANS)가 설치 중에 었다. 또한 3축 중성자 분 

광장치 (Triple Axis Spectrometer, TAS) 및 중성 자 반사율 측정 장치 (Neutron 

Reflectometer, NR)의 설치도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높은 냉중 

성자속(cold neutron flux)을 실현하기 위한 냉중성자원 (cold neutron source) 

시설 개발도 진행중에 있다. 

그 중 SANS 장치는 고분자， 기공 물질(porous media) , 세라믹， 금속재료 

둥과 같은 다양한 물질내에서 크기가 1 - 400nm인 불균일성의 미시 구조를 

조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장치이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는 고분자 물질의 연구에 있어 매우 적합하다. 이들 장치의 

분석의 기본 원리는 각각 수소와 중수소가 중성자와 탄성산란을 할 때， 이들 

이 매우 판이한 상호작용을 함에 기인한다. x선 산란의 경우에는 전자 밀도 

의 차이에 의한 물질의 구조적인 정보를 얻으므로 원자량의 차이가 큰 원자들 

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산란효율이 작아지고 따라서 보통의 유기물 시료에 

대해서는 결정화가 일어나거나 해서 전자밀도의 구배가 존재치 않는 한 측정 

이 힘들다. 하지만 중성자 산란의 경우， 분자내에 있는 수소를 중수소로 치환 

함으로써 수소 치환 이전과 화학적으로 같은 성질의 물질이지만 표지된 분자 

가 중성자에 의해 구조의 측정이 가능해 지게 된다. 즉， 중수소로 표지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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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의 상태만을 이들과 혼합된 수소 분위기의 여타의 물질들로부터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연구가 가능해 져 

서 고분자 물질의 구조나 인접 구조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상태를 알아내는 데 

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왔다. 더구나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으므로 물질 

내로의 침투력이 높고， 또한 비파괴적인 장점이 있다. 

중성자 산란법은 고분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 

구로 자리잡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분자 분야의 경우， 197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고분자 과학 분야의 대학자인 Paul Flory의 가장 괄목할 업 

적들의 하나로 용매가 없는 bulk 상태에서 고분자 사슬의 열역학적인 상태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가 있는데0949년)， SANS에 의한 실험이 가능해 진 이후 

에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의 예측이 맞음이 확인이 되었다. 이는 

SANS의 고분자 과학에의 결정적인 기여의 예로 교과서적으로 거론이 된다. 

이후 용융 상태의 고분자 혼합물의 열역학이나 고분자 용액에서의 분자들간의 

상호작용과 사슬의 형태 (confonnation)에 관한 연구， 유변학(rheology ), 외력에 

의하여 신장된 고분자의 사슬구조， 고분자 웅집물 또는 결정의 구조， 계면활성 

제로 그 웅용성이 큰 블록 공중합체의 규칙-불규칙 전이， microemulsion, 

micelle이나 colloid의 구조， 고분자 전해질의 구조， 생체 거대분자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어 왔다. 또한 고분자 과학과 중성자 산란의 연계성은 최근 1991 

년에 P. G. de Gennes와 1994년 C. Schull과 B. Brockhouse의 노벨상 수상을 

통하여 널리 인식된 바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용되고있는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NIST) 소재의 SANS 시설을 예로 하여 중성자 소 

각산란에 관한 개괄적인 원리， 장치의 구성과 특성， 측정방법과 data 처리기술 

에 관하여 논의하고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CN 
수평공에 ‘95년부터 제작， 설치 중인 소각산란 중성자 분광장치의 개발 현황과 

장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아울러 최근까지의 고분자 관련 연구 

관섬분야 및 대상 물질의 동향 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고서 작성에서 2장은 경희대학교 검홍두교수， 3장은 원자력연구소의 

성백석 선임연구원， 4장은 홍익대학교 김유진교수가 주 집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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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소각산란 중성자 분광장치와 측정 

제 1 절 장치 개요 

일반적인 중성자 분광장치 (neutron spectrometer)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 

로 본 SANS 장치는 radiation source.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 그 결과 

를 얻기 위한 검지기로 구성되어 었다. 사용된 radiation source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와의 상호 작용은 산란되는 radiation에 의해 겸출되며 여기서 물질 

의 구조나 운동 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간단히 도식 

화하면 그림 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ParIk:I.빠m 
known wavelen핸1 

r~‘~ 
.‘빼빼redpartide 
• nt뻐 wava빼때tt1 
훌녕휠NIIgy 

‘/ 
m빼빼V빼빼 \ 

그림 1. 개략적인 중성자 산란의 개요 

사용되는 중성자원으로는 크게 원자로를 이용하여 얻는 연속적인 광원 

(continuous source)과 중금속에 가속된 전자를 충돌시켜 중성자를 펄스형으 

로 얻을 수 있는 광원(spallation sour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모두 광원 

으로 사용되기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적당한 매 

체를 이용하여 실험에 적당한 에너지를 갖도록 조절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에 

너지 분산이 일어난 중성자의 광원은 간단히 표현하면 레이저에서 나오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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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램프에서 나오는 광원의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 

다. 모든 산란 실험 (scattering experiment)과 마찬가지로 중성자 산란에 있어 

서도 산란되는 방향과 에너지가 정의되어야 하므로 단색광원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중성자는 업자라는 사실을 이용한 속도선별기 (velocity selector) Y. 
crystal을 이용하여 단색광원화한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에너지 

를 가진 중성자는 일부에 불과하여 많은 경우 중성자 산란에서는 산란 광의 

세기가 약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성자를 

극저옹에 통과시켜서 중성자의 속도분포 즉 에너지분포를 이동시켜 원하는 낮 

은 에너지를 가지는 중성자의 flux가 증가되도록 하는 냉중성자 발생 장치를 

부착시켜 효율을 올리고 있다. 원자로 내의 감속제의 온도는 중성자의 속도 

분포를 좌우하고 감속제로 물을 이용하는 경우 약 50 0C 정도에서 작동하고 있 

으므로 이 경우의 중성자 flux가 최고인 중성자 파장은 대략 1.4A에 해당한 

다. 이것은 고분자와 같은 거대분자의 연구에는 부적합함을 의미한다. 그림 2 

에 보인 것처럼 ILL에서 사용하는 H12 line의 beam tube에서의 경우， 약 5A 

로 파장을 증가시키면 중성자의 flux가 약 100배 이상 감소함을 볼 수 있으며 

그 이상의 파장에서는 더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 

하기 위해서 원자로 내부에 액체 수소 또는 중수소를 채운 약 25K의 극저온 

에 통과시키면 중심파장이 6A로 이동하게 되어 필요한 장파장의 중성자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로의 원자로봉 근처가 가장 중성자량이 가장 크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그 양은 줄어든다. 따라서， 가능하면 중생자 산란 장치를 

원자로 주변에 장치하는 편이 중성자속(neutron flux)변에서는 유리하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원자로 주변에 부착할 수 있는 기기는 그 공간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는 중성자 guide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방법으 

로 공간의 상대적 제약을 벗어나면서 중성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중성자 beam guide는 빛을 guide하는 것과 유사하다. 중성자도 빛과 마 

찬가지로 매질의 밀도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한다. 공기중에서의 굴절율은 1보다 약간 적은 값을 가지므로 그 

엄계각은 극히 적은 값(파장 lOA 중성자의 경우， 약 임계각 0.5도)을 가지며 

guide용으로 Ni -coated glass를 사용한다. 이 때에 재질 표면의 평편도가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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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프랑스 ILL의 여 러종류의 중성자 원의 파장에 따른 중성자강도 

중요하며 guide자체도 잘 정렬되어야하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곡면이 있는 

중성자 guide을 이용하면 아래 그램 3에 보인 것처럼 중성자 파장을 선별하는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4는 Grenoble 소재의 장치에서 중성자 

beam guide를 이용하여 그 효능을 증대시킨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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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성자 빔 가이드의 원리. 임계각 이상일때는 투과되어 나간다. 

또한 중성자 산란 장치에서 산란벡터를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사용되는 중성자의 드브로이 파장과 산란 각도가 잘 정의되어야 한다. 

파장은 앞서 언급한 속도 선별기로 단색광원화 할 수 있으며 산란각도는 사용 

되 는 중성 자의 beam size와 divergence가 크게 좌우한다. 광학에 서 사용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그림 5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2개 이상의 빔 조절막 

(diaphragm)을 이용하는 원리로부터 산란각도에 대한 정확도를 향상시킬수 었 

다. 그러나 그 디자인과 위치선정에 극히 유의 해야한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중성자원에서 beam tube에 의해 반사되어 오는 중성자는 2차 중성자 원으로 

작용하여 그림 5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각 분해능(angular 

resolution)을 크게 떨어뜨릴 수 었기 때문이다.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의 경우，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이 물질 

을 통해 나간다. 특히 중성자중 거의 감속되지 않고 나오는 일부 epithermal 

neuron과 원자로내 연쇄반웅중에 발생되는 감마선퉁은 중성자 검지기에 높은 

배경신호로 작용하고， 또한 실험자의 피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이를 

적절히 차폐하여야 한다. 보통 저속의 열 중성자의 경우， gadolinium(Gd), 

cadnium(Cd), boron이 포함된 재료로 이를 쉽게 차폐할 수 있는데， 보통 C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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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성자 산란기기에서의 collimator의 기능 

다. 감마선은 검지기의 배경신호로 함께 들어오지만 전자 구분기 (electronic 

discriminatior)로 중성자 신호와 분리된다. 

앞서 언급한 속도 선별기에 의하여 중성자의 파장의 선태하는 방법외에 

도 단결정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는 Bragg조건을 이용하여 파장과 격자 간 

격이 일치되는 조건에 있는 경우에 회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 그러나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장파장의 중성자를 마음대로 선태할 수 

없다는 점이며， 최장의 파장을 선태할 수 있는 pyrolytic graphite의 경우에도 

4.8A에 불과하다. 여기에 반해 중성자 속도 선별기에 의한 중성자의 파장 선 

택은 상대적으로 넓다. 그림 6은 속도 선별기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 

다. 첫 번째 gate를 통과한 중성자들은 두 번째 gate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속 

도가 두 번째 gate의 열려있는 시간에 맞게 도착해야하므로 두 gate의 phase 

와 회전 속도를 조절하여 원하는 파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helical slot 

형의 gate를 사용하면 그림 6에서 보인바와 같이 연속형으로 파장이 일정한 

중성자를 얻을 수 있다. 속도 선별기를 통과한 파장의 정확한 파장의 분석은 

보통 두 개의 chopper를 사용한 time-of-flight방법이나 격자 간격이 잘 알려 

진 재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소각 중성자 산란에서 사용되는 검출기는 측정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 

서 2차원의 면적 검출기를 주로 사용한다. 이는 cathode wire 형의 두 개의 

grid를 이용하여 중성자에 의해 발생되는 전하의 도착시간을 판독하여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주어진 counting time내에 동시에 도착하는 중성자가 없다면 중 

성자의 상대적인 세기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원자로의 시간에 따른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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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 기계적 속도 선별기의 원리. 위상 초퍼에 의해 1 

차 초퍼에 의해 선별된 중성자가 2차초퍼에 의해 선폭이 

조절된다. 

속의‘ 변화를 보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검지기도 필요하며 이러한 목적의 검출 

기는 보통 속도 선별기 후단에 배치되어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의 총량을 

모니터하며， 이를 이용하여 시료에서 산란된 중성자량을 표준화한다. 

개략적인 소각 중성자 장치를 구성하여 보면 대체로 그림 7과 같은 형 

태를 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냉)중성자 원으로부터 나온 중성자는 중 

π
 ω 



성자 guideY- 필터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감마선과 빠른 중성자를 제거하고 
chopper와 속도 선별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파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두 

개 이상의 slit을 이용하여 중성자를 시료에 집속( collirnation)하며， 면적 검출 

기를 사용하여 중성자의 각도에 따른 중성자 산란 강도를 측정하여 필요한 산 

란벡터에 대한 산란강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것으로부터 필요한 물리량을 

수집한다. 소각산란 중성자분광장치는 보통 표준 시료를 이용하여 장치 고유 

의 상수를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표준시료에는 주로 silica gel를 많이 사용하 

며 때로는 분자량이 잘 알려진 d-PS/PS나 d-PE/PE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런 

경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와는 달리 잘 알려진 단백질 물 

질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장기간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었다. 

ch며빼er 1 뼈뼈ty.elector 

detector 
front 찌fNi 

6qo • (2n/,\ H매띠 

그림 7. 전형적인 중성자 산란기기의 개략 구조 

제 2 절 NIST소재 SANS 장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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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NIST에는 냉각수와 반사체로 중수를 사용하는 열출력 

20MW의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원자로는 노심 부분에서 최대 

열중성자속 4 X 1014 ψcm2.sec이며， 원자로 열평형 상태의 온도를 약 350K이 

다. 또한 노심 중심부에 약 17cm 공간이 존재하는 분리형 핵연료를 사용하여 

각 수평공에서 나오는 감마선속 및 속중성자의 량을 다소 줄일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었다. 또한 1989년에 60m x 30m규모의 중성자 guide 홀과 7개의 직선 

형 중성자 guide 완성되었으며， 이들 guide 선단에는 액체수소로 냉각한 냉중 

성자원을 1995년에 설치 완료하였다. 이 중성자 guide중 NG-7, 3에는 2대의 

30m SANS 장치와 NG-1에는 1대의 8m SANS 장치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 

며， 이중 8m SANS 장치는 1987년에 설치된 D20 ice 냉중성자 원이 설치된 

CTE beam port에 직접 설치되었던 장치를 중성자 guide에 이동 설치한 것이 

며， 30m SANS 장치는 1-400nm 크기까지의 재료내 미시구조를 연구하기 위 

해 개발된 장치이다. 여기서는 이들 장치의 구성요소와 장치 특성을 소개하여 

앞으로 SANS 실험을 수행할 이용자들에게 SANS 장치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NIST 8m SANS 

미 국 상무성 소속의 NIST 8m SANS장치 는 주로 일 반 목적 의 장치 로서 

산란벡터의 영역을 가능한 넓게 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시료환경장치를 부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장치의 특성은 표 1에 주어져있으며 개략도 

는 그림 8에 주어져 있다. 주요 구성 요소는 앞 절에 언급한대로 25%의 분해 

능을 지닌 나선형 구조의 속도 선별기， 중성자 빔을 시료에 집속하기 위한 진 

공하에 있는 4.5m flight path, 시료로부터 3.5m 거리에 있는 검출기가 진공하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검출기는 300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산란 

각도를 넓일 수 있다. 

시료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6개의 시료가 동시에 장착될 수 있 

으며 그 외 특수한 목적의 시료환경(가압， 당김이나 shear 둥)이 펼요할 때에 

는 시료 chamber를 제거하고 그 위치에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성자는 64cm x 64cm 면적의 위치 감지형 면적 검출기를 사용하였다. 그리 

” “ 



고 낮은 산란 벡터가 요구될 때에는 범 가이드 부분에서 다단계 수렴형의 

pinhole형 집속기<Collimation)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창기에는 특별히 

고안된 7개 pl버101e방식을 채용하였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면 산란백터의 분해 

능은 3배 로 증가되 나 중성 자 속(neutron flux)은 손실 이 3배 이 상 되 나 시 료에 

서 산란된 중성자수는 7배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 NIST에서는 높은 분해능 

을 요구하는 실혐의 경우에 30m SANS을 사용하면 되므로 이 방식의 유용성 

이 없어져 사용하고 있지 않다. 

Sour야 alzc: 
Wavelenglh range: 
Wavelength rcsolUlion: 
Collimllion: 

Q ... : 

Q rangc: 
Sam찌@‘i야: 

Flux at ‘ample: 

'X' an 
0.48-2.0 nm (vclocity ‘clector) 
25% (fIxcd) 
Slngla pair of c1rcular irises 아 
7-channcl ∞nvcrgina bcam 
collim.tlon 
0.06 nm- I at 0.6 nm WI‘rclenglh 
0.03~ nm- l .tO.9 nmw‘vclcngth 
0.0310 '.0 nm- I 

0.4-2.0 em wilh p1nhole ∞IIIma!뼈 
I ‘5emwith ∞ftVCraina colllm.tlon 
1()J to S x I ()J nlem2.s depcndina 때 
‘IIt lÌZe Ind wavclcn‘.Ih. 

표 1. NIST 8M SANS기 기 의 특성 . 

2. NIST 30m SANS 

2개의 3야n SANS장치가 현재 가동중이며 이 장치들의 특성은 표 2에 

주어져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8m SANS와 다를 바가 없으나 넓은 영역의 산 

란벡터와 분해능을 얻기 위해서 중성자 산란 검출기가 레일위에 장착되어 있 

어 2m에서부터 16m까지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와 함께 필요한 분해능 

을 얻기 위해 pinhole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게 된 점 등과 같은 특정을 가지 

고 있다. 그림 9는 30m SANS의 개략도이며 그림 10은 시료위치에서의 중성 

자 세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장치의 경우 2개의 시료방이 있어 다양한 시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heating block, 순환형 온도 조절기로는 

-20도에서 200도까지의 온도 측정범위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목적의 시료환경 

장치이고， 그외 액체 헬륨을 이용한 cryostat로 30mK까지의 초저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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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8M SANS 기기의 단면도 

2000도까지 가능한 고온로， 그리고 액체나 고분자연구에 필요한 shear cell, 자 

기장 하에서의 시료환경장치 등과 같은 최첨단 연구에 적합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8m, 30m SANS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data acquisition, 

reduction, analysis package가 준비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기기장치를 제어 

하면서 동시에 실시간에서 실험 결과를 즉시에 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micro V ax4000는 기기 제어 및 data acquisition목적의 컴퓨터로 활용되고 있 

고， Mac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의 data image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 

인 분석은 PC나 Mac컴퓨터 또는 개별 환경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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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ize: 
Wavelength range: 
Wavelength resolulion: 
Q.Rango: 

Sample size: 
ExpeCled ßux at 뻐mple: 

.5 x .5 an 
0.4-2.0 nm (velocity sele여or) 
7%-회~(∞nlin뼈usly tunable) 
O.Ot~ nm- I (CHRNS.SANS) 
O.Ot-tOnm- ’ (NISTIBXXON/Univ. 
。f Minn. SANS) 
0.5-2.5 cm 
10' 10 10" 찌'cm2 .. depcndlng on 
slit size, wave’g빼배 •• nd lOurce 10 
11m짜 dlslll뼈 

표 2. NIST 30M SANS기기의 특성. 

NG-3 30 METER SANS INSTRUMENT 

ALTERNATE 
SAMPLE POSITION 

E Em 다번-SA밥E파렌얻~ POS1.SAI1PLE Fl.IC;I1T PATH 

13 11-i r 

그립 9. NIST 30M SANS 기기의 개략도. 

3. SANS 구성요소 및 그 특성 

가. 중성자 원 및 중성자 빔 가이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IST 연구용 원자로에는 1987년에 16리터 크 

기의 D20 ice{냉각온도 약 40K) 냉중성자원을 사용하였으나， 1995년 경에 다 

시 액체 수소를 이용한 새로운 냉중성자원(냉각 온도 약 30K)을 설치함으로써 

5-12 Å영역에서 이전에 비해 9 - 25배 정도 높은 중성자 flux를 얻게 되었 

다. NG-7, NG-3 guide에 두 개의 30m SANS가 연결되어 있고 NG-1에 8m 

SANS가 연결되어 있다. 중성자 guide의 범 단면적은 NG-7인 경우 50 x 

50rnm2
, NG-3인 경우 60 x 6Omm2 이며， 중성자 guide의 내부 표면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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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0m SANS와 8m SANS의 시료 위치에서 

의 중성자 세기. 

정교하게 연마한 실리콘 웨이퍼에 Ni않을 코팅하여， 중성자빔의 반사에 의한 

중성자 손실은 미터당 약 0.5% 정도 되게 하였다. 

나. 중성자 및 감마선 빔 펼터 

직선 빔 guide의 선택은 원자로 노섬에서 나오는 감마선과 속중성자를 

제거하기 위한 감마선 및 속 중성자의 펼터가 필요하다(그림 9 참조). 감마선 

펼터로는 보통 20cm 두께의 고순도 비스무스(99.999+% BD가 O.lmm크기 정 

도의 단결정 형태로 결정방향이 제멋 대로인 결정 형태의 재료를， 속중성자 

펼터로는 20cm두께의 진공 캐스트된 다결정형태의 베릴륨(Be)을 액체질소온 

도로 냉각하여 사용한다. 이들을 혼합하여 필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성자 

빔과 함께 나오는 감마선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며， 베릴륨 Bragg cut-off 

파장인 3.96A 이상의 파장을 가지는 중성자는 거의 통과되어 나온다.77K에서 

15cm Bi와 15cm Be를 사용하는 경 우에 중성 자 투과도는 10.0A 에 서 약 80%, 

15A에서 75%， 5A에서 70%이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 중성자 파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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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를 단색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앞절에서 

언급한 나선형 구조의 속도 선별기를 이용한다. NIST에서 사용하는 속도 선 

별기를 그림 11에 보여주었다. 전체 속도 선별기는 약간의 tilt각을 가지고 있 

어 선택되는 파장의 선폭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각도 변화를 약 3도 가량 줄 

수 있는데 중심파장에 대한 션폭변화가 L1 ;l /;l = 0.1 - 0.3 정도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파장의 선택을 위해 선별기의 회전수를 조정하여 시료에 입 

사하는 파장을 선택할 수 있다. 

1987년에 Rosta에 의해 설계되고 헝가리에서 제작된 multidisk형 속도 

선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장치는 베어링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지만 베어링을 교체하여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표 3은 헝가 

리에서 제작된 속도 선별기의 제원 및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1. 헝가리에서 제작된 속도 선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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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r Phvsica! Parameters 

Rotor length 
Disk diameter 
Pitch angle of helicaJ pathways, a, 
Disk sl어 빠ning angle, ~. (slot wi，뼈lIst빼바따) 
Neutron Absorber 
Rotation frequency 

Nominal Performance Chamcteris따s 

Transmission1of 앓lect해 wavel해gth， Âo. 
Beamsize 
Beam Divergence (disk slot widthlrotor length) 

420mm 
410mm 
17' 
2.25' 
g왜oli띠띠n oxide 
o to 6000 rpm 

75% 
50mmx50mm 
0.9' 

Rotor axis 다lt angles, ð. 
Resolution2, 뻐f4J 

-4'SßS4' 
(rotor tilt 뻐gle， Õ=O) 13 % 

1 ratio of slot width to slot spacing 
2 L\ '̂̂ o = (!i'띠1(1 + 0.1 41 ð(')) 

(rotor tilt 빼gle， &=+3') 9 % 
(rotor ti\t angle. &=-3') 23 % 

표 3. 헝가리에서 제작된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제원. 

속도 선별기 바로 뒤에는 낮은 효율(약 10-5)의 fission counter monitor 

가 달려있어서 선택된 중성자의 총 세기를 모니터하며， 실제 실험 중 중성자 

의 세기가 변화하더라도 이 값을 이용하여 시료에서 산란된 중성자를 표준화 

하면 그 결과는 중성자의 세기변화에 무관하게 된다. 

라. 중성자 빔 집속기 (neutron beam collimation) 

속도선 별 기 를 냐온 중성 자는 약 15m의 pre-sample flight path내 에 서 

원형의 aperture을 이용하여 시료에 집속화한다. 그림 12에 보여주는 바와 같 

이 107R 의 같은 구조로 된 1.5m길이의 부분들이 반복되어 구성되어 있고， 이 

들은 외부에서 스랩모터에 의해 이동 가능하게 되어 있다. 속도 선별기로부터 

8번째까지는 중성자 가이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중성자 빔 라인에 삽 

입함으로써 실제 중성자 원과 시료 위치까지의 거리를 4m에서 16m까지 1.5m 

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의해 빔의 분산정도와 시료에 도달하는 중 

성자 량을 조절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여기에 5cm 직경의 aperture가 삽입되 

어 중성자 빔의 도입부 크기를 정의해 주고 있으며 이는 6Li -carbonate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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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시 레진에 섞어 casting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중성자 빔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성자원 - 시료거리: 16m), 도입부 빔크기는 3.&m 

또는 2.2cm를 사용하는데， 시료에서의 aperture크기가 최종적으로 범 집속화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Transverse Cross Section of Presample Flight Path 

Lead Shield 
Neulron Guide 
(50 x 50 mm서 
Linear Ac\ualor 

Movable Collimalion 
Table 

Jmn~ 

그림 12. Pre-sample flight path의 단면도 및 장축 방향의 단면도. 

앞에서 언급한 aperture와는 별도로 각 부분마다 25mm 두께의 7% Li이 

포함된 폴리에틸렌이 중성자가 apertureY- 원치 않는 stray 중성자를 차폐할 

목적으로 삽입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는 약 3도 정도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어 가장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란이나 반사등을 최소 

화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들 재료는 유연성이 있는 6UF-고분자 복합체(70% 

~IF)에다가 그 뒷면에 O.l25mm의 Cd가 부착되어 있다. 이들 구조는 중성자 

포획에 의한 감마선이 발생되더라도 이가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 

치이다. 

참고로 이전에 사용하던 7 pinhole 방식의 aperture는 그림 13에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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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하나의 aperture된 것보다는 빔의 평행화정도가 좋지만 대신 중성자 

세기가 많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그림 13. 7 pinhole 방식 의 beam collimator의 apeπure. 

마. 시료대 및 시료환경 

30m SANS의 경우 그림 14에서와 같이 2개의 시료대를 가지고 있다. 

하냐는 부착형으로 컴퓨터로 조절되는 이동대가 있어 한번에 여러 개의 시료 

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형태이고， 다른 하냐는 60cm의 회전가능한 시 

료대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규모가 큰 초저온 장치， 전단력을 줄 수 있는 cell , 

자기장， 고온장치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시료 방 

은 가벼운 연결관이 있어 시료방을 진공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필 

요시에 공기나 다른 기체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공기 중 실 

험용의 시료방에서， 시료전단부는 사파이어로 후면은 실리콘을 사용한 창을 

가지고 있다. 

% 

ω
 



그림 14. 30m SANS 장치의 시료대. 

바. 시료후면 Flight Path와 검출기 운반체 

시료 후면 flight path는 1.7m직경의 실린더형의 진공 튜브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 9.5mm두께의 알미늄으로 되어 있으며 1.5m간격으로 보강 nng이 

들어가 있다. 이 내부는 O.5mm Cd를 이용한 lining과 그 위에 5cm 두께의 파 

라핀/borax(50/50) 이 충진되어 있다. 검출기 운반체는 레일 위에 장착되어 있 

어 스랩 모터에 위해 이동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시료와 검지기간의 거리는 

1.3m에서 13.2m까지 이동이 가능하여 산란벡터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그 

림 15는 flight path와 검출기 운반체를 보여주고 있다. 검출기 운반체는 횡축 

방향으로 약 20cm정도 이동을 할 수 있어 산란벡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검출기를 보호하기 위한 beam stop이 거리에 따라 5-10cm 크기에서 선 

택되어 사용된다. 그림 15의 중심부에 원형의 모양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beam stop이 다. 이 의 소재 로 boron carbidel Al 복합체 나 ~i/ silica glass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우수한 특성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26-



그림 15. 시료후면 flight path 및 검지기 운반체. 

사.2차원 위치감지형 검출기 

중성자 산란 장치에 사용하는 검출기는 두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8m SANS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Wlre형의 검지기로 ORDELA 사에서 

만든 것이고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았다. 30m SANS에 장착된 CERCA 검출 

기 (MWPC)는 프랑스의 Institute Laue Langevin에 서 (AIlemand(l975), 
Jacobe(l983)) 최근에 개발된 형인데 2개의 wire 대신 여러 가닥의 검출선을 

이용한 형태이다. 이 검지기의 특성은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MWPC는 두 개의 wire를 가진 형태인데 검출효율은 ORDELA형보다 

우수하나 지난 수년간 3개중의 2개가 2년 이내에 고장을 일으켰다고 알려져 

있다. 둘 중 하나는 검출기 바깥영역의 효율이 급격히 나빠지는 현상을 보였 

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으며 다른 하나는 겁지 Wlre가 

접지가 되어 버린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의 검지 

기 전자회로에도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산란광도가 한곳에 집중될 

때 실제 산란되는 위치가 이동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어 위치 검지기로 

의 기능을 상설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현재 고장이 수리되어 모두 

작동된다고 하지만 검지기의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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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8m SANS에서 사용하는 ORDELA 검출기는 현재까지 잘 운 

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점이라면 두 개의 wire만으로 위치를 파 

악하므로 상대적으로 dead time이 긴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실제 사용상 

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 Data Acquisition system 

MWPC는 12 bit 분해능으로 위치가 감지된 중성자의 세기를 CAMAC 

에 근거한 히스토그램 메모리에 저장되고 여러 개의 모률을 병행하여 사용하 

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한다. 이들 내용은 매 10초마다 주 컴퓨터로 이동 

되어 색상별 2차원 이미지로 도식된다. 매 측정 시간이 끝나면 결과는 컴퓨터 

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고 이때부터는 사용자가 온라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 

다. 앞서 언급한 속도선별기 뒤에 있는 총 중성자 모니터의 세기를 이용하여， 

시료， 중성자의 세기변화， 기기 구조 변화 둥을 rescale할 수 있다. 

기기와 데이터 수집은 컴퓨터 단말기에서 메뉴 방식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 의해 조작되며 간단한 사용설명이 스크린에 직접 나타나게 하여 편리함 

을 주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RS-232 통신선을 이용하여， 모터 제어， 움직일 

수 있는 빔 가이드의 이동， 속도 선별기의 속도제어， 온도조절 둥을 수행하도 

록 프로그램되어 있어 여러 종류의 실험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 

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6,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제 3 절 측정 및 data reduction 과정 

궁극적으로 원하는 data를 획득하고 이에 물질의 구조에 관한 이론을 적 

용하여 해석하기 위해서는 검출기에서 직접 측정되는 data에 포함되어 있는 

원치 않는 요인들에 대한 정교한 correction작업이 요구된다. 예컨데 각 부분 

의 검출기 소자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중성 

자 산란에서 꼭 펼요한 절대 산란강도를 얻기 위해서 검출기에서 얻은 data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검출기 소자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심해지며 말단부분의 기여를 보통 제거하여 없ifact에 의한 영향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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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or motion 
- Beamstop selection and 

positioning 
- Collimation selection 

그림 16. 데이터 수집용 컴퓨터 연결 및 각종 인터페이스 

이러한 과정은 프로그램화 할 수 있고 보통 실험시에 이에 대한 보정용 설험 

을 수행한다. 즉， Cd를 이용하여 background를 측정하고， 빈 cell을 이용하여 

이들 부분의 기여를 미리 알고 난 후에 실제 시료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보정 

이 이루어지도록 실험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고 난 후에야 정대치 

로 환산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검출기의 말단부분에서 얻은 결 

과를 제거하여 실제 필요한 산란벡터에 따른 중성자 산란강도의 결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를 ASCII code화하여 data file로 저장하여 

분석용 프로그램으로 그 결과를 해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도식화한 과정을 그 

림 18에서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중성자 절대 산란강도와 산란벡터의 data로부터 각 시료 

에 맞는 모델을 이용하여 fitting하고 그 결과로부터 소기의 연구 결과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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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의 흐름도. 

수 있다. 그러나， 모델은 시스템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험 대상에 따른 적절한 

이 론으로부터 이 를 구성 하여 fitting하여 야 한다. 

1.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 세기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의 세기는 기기의 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NIST의 30m SANS의 경우 빔 가이드， 파장， 선폭을 조정함에 따라 

약 10，000배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중성자의 세기는 보통 실린더형으로 

직경 25.4mm, 6기압 하의 3He 비례카운터와 전단의 원형 aperture를 이용하여 

측정 된 다. 이 경 우， 중성 자 세 기 에 따른 카운터 의 dead time correction이 무시 

될 수 있도록 조절하여 사용하며， aperture의 면적은 카운트 속도가 측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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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REDUCTION SCHEMATIC 
( WfTH PREDETERMINED DETECTOR CORRECT1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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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data reduction 방법 의 개 략도. 

한 범위 (5.000countlsec)에 들도록 기기 업구에 있는 attenuator를 조정하면서 

측정 함으로써 결 정 한다. 높은 counter rate를 주는 경 우 그 attenuation값을 다 

른 방법으로 측정하여 알고 있는 아크릴 수지판(보통 PMMA)에 대해 

aperture를 조정함으로써， 카운터가 측정가능한 범위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 NG-3의 중성자 세기가 NG-7의 세기보다 중성자 빔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약 10-15% 높으며， 빔 가이드를 사용하면 NG-3가 약 30%정도의 

세기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넓은 범 단면적을 갖는 가이드를 

사용하고 속도선별기와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이다. 

측정된 중성자 세기를 solid angle과 시료면적을 곱한 값과 산란벡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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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으로 표시한 그림을 그림 19에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와 프랑스의 ILL 

에 있는 Dll SANS와 비교한 값을 그림 19에서 회색으로 표시하여 비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ount rate는 파장의 선폭( ，ð;../;..) 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받 

는데， ILL의 경우 0.09, NIST의 경우 0.15 정도임을 감안하여 그림 19를 해석 

하여야 한다. 여기서 NIST의 산란벡터 Q의 범위가 넓은 것은 검출기를 약 

25cm정도 빔의 진행방향의 횡축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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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30m SANS기기의 여러 configuration과 산란벡터에 따른 

표준화된 검 출기 의 count rate. 

2. 시료투과도 측정 

시료의 중성자 투과도는 바탕신호(background)에 대한 시료의 산란효과 

를 보정하고 절대 미분 산란 단면적 (absolute differential scattering cross 

section)을 결정하는 데 펼요하다. NIST SANS기기는 두가지 방법으로 시료 

의 투과도를 측정할 수 있다. 검출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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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을 제거하고 직접 투과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그 중 하나인데， attenuator 

을 이용하여 검출기가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중성자를 통과시키도록 빔을 

약화시키고(보통 l 00countlsec 정도) 검출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넣을 때와 시 

료를 넣지 않았을 때 (empty beam)의 beam spot 영역만 적분한 값의 비로 투 

과도를 결정한다. 만약 시료를 담는 cell이 필요하다면 이 경우에는 시료가 담 

긴 cell과 시료가 없는 같은 cell을 이용하여 시료의 투과도를 측정할 수 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시료의 다중 산란이나 굴절에 의한 효과를 beam profile로 

부터 알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었다. 또 다른 방법은 주 검출기 운송체에 작 

은 검지기를 beam stop이 위치하는 곳에 착탈이 가능케 설치하여 이를 필요 

할 때만 사용하는 방법이다. 

3. 배경 신호 및 검출기 효율 보정 

면적 겸지기로부터 얻은 결과는 배경신호와 투과도를 고려한 아래와 같 

은 식에 의해 표현된다. 

/ T ~ +r \ 
Is(i,j) Os+c (i,j) - Ibg(i,j)) - (→람) O C< i ,j) - Ibg(i,j)) 

여기서 Is는 시료에 의한 net scattering intensity이고 Is+c는 시료가 담긴 cell 

을 포함하여 얻은 산란중성자 세기， Ic는 시료가 없이 cell만으로부터 또는 아 

무 것도 없이 얻은 값(empty beam run)을 의 미 한다. 그리 고 Ibg는 residua1 

intensity(dark current)를 의미하는데 완전히 중성자를 차단하고 측정한 결과 

를 의미하는 것이며， Ts+c와 Tc는 각각 시료와 cell의 투과도이다. 실제 시료 

cell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리상 L 의 측정이 필요한데， 이는 beam window, 

aperture edge, 공기와의 접촉되는 영역 둥에서 생길수 있는 parasitic 

scattering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식에 의한 보정을 하기 전에 실제 과 

정에서는 검지기의 dead time에 대한 보정과 중성자 총량에 대한 보정을 하여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각 픽젤에 대해 cos3( 8) 로 나누어 검출기의 평 

면구조에 대한 각도에 따른 solid angle 보정도 필요하다. 또한 검지기의 효율 

이 각 픽셀 당 약간씩 다르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퉁방 산란물질인 물 

을 이용하여 검출기 효율에 대한 보정도 필요하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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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대 세기 검정 

시료로부터 얻은 산란 세기인 Is(Q)는 매초 픽셀당 차운트 수로 표현할 

있으며 인 macroscopic cross section dL/dQ 과 아래와 같이 연관 지을수 있 

다. 

Is(Q) = φs As ds T s+c 짧 L1Qdêd 

여기서 Q=(4 π/ì.)sin(B/2)이며 φs는 시료에서의 flux, As는 시료 면적， ds는 

시료 두께 êd는 절대 검출기 효율， 그리고 L1Qd는 solid angle을 나타낸다. 

시료의 절대 cross section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같은 조건하에서 표준(std 

아래첨자 표시) 시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한 기기 요소 

(instrumental factor)를 없 애 야 한다. 

강잘 1표와 브뾰프딱브ξ띤엑 
dQ 1 양d(O) ds T s+c dQ 

보통 표준 시료는 강한 정방향 산란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하며 이 

결과로부터 쉽게 Guinier법칙을 이용하여 산란 벡터가 0일 때의 세기를 구해 

낸다. 일 반적 으로 표준시 료의 cross section이 알려 져 있다고 가정 할 수는 없 

으나 기기 요소와 함께 측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 검지기에 대한 

solid angle만 계산하면 절대강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오차는 약 5-10%정도이내로 결정된다. 

여러 가지 표준시료는 강도와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물로부터 나오는 isotropic incoherent scattering은 절 대 산란 강도를 검 

정하는 물질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는 2차 표준시료로 간주된다. 따라서 물의 

cross section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1차 시료를 이용하여 이를 정확히 검정 

하여야 한다. 또한 lmm 물 cell에 의한 산란을 이용하여 다중 산란과 비탄성 

산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검정과 파장 의존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점 

은 Wignall 과 Bates(1987)에 의해 잘 설명되어져 있다. 

5. 기기 분해능 함수 

실제 측정된 소각 산란 장치의 산란벡터 의존도를 분석 이론과 비교할 

때에는 데이터에 기기의 분해능 함수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분해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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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R(Q-Qo)는 산란벡터 Q에서 산란된 중성자가 검지기의 nominal 산란벡터 

Q。에서 검지될 확률로 생각할 수 있다.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신호는 시료에 

의한 산란 cross section과 데이터에 smeanng 효과 또는 변형시킬 수 있는 

분해능 함수의 convolution으로 표현된다. 일반적으로 pinhole형 aperture를 사 

용하고 area 검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bivariate Gaussian 분해능 함수 

(Pederson, Posselt & Mortensen , 1990)로 근사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pinhole collimation을 사용하고 비 대 칭 적 인 collimation을 사용한 경 우에 도 유 

사한 방법으로 근사할 수 있으며， 비대칭적으로 얻은 SANS결과도 이러한 분 

석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Pedersen, Posselt & 
Mortensen, 1990; Barker & Peders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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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하나로 SANS 장치 특생 및 개 발 현황 

제 1 절 개요 

하나로(HANARO. 열출력 30MW)에는 CN 수평실험관의 그 선단(nose) 

에 CNS 수직공(내경 16Omm4J)가 준비되어 장차 액체 수소(Liquid Hydrogen) 

로 냉각하는 냉중성자원을 설치하고. 3 - 4개의 중성자 유도관(neutron 

guide)을 이용하여 냉중성자를 냉중성자 실험통(Cold Neutron Lab.)에 유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 국내의 원자로 재료， 고분자 둥의 관련 분야에서 

소각산란 실험에 대한 기대 연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95년부터 CN 수평공 

에 물질내의 불균일성 크기가 1 - l00nm인 미시구조를 조사할 수 있는 

SANS 장치를 제작， 설치중에 있으며， ’99년 말경부터는 고분자의 구조 규명， 

합금의 석출， 방사선 조사에 의한 voicV cluster 생성 및 거동 둥의 연구를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로 홀에 설치되는 이 8.5m SANS 장치는 냉중성자원을 설치하기 전 

까지는 원자로 열평형 상태의 반사체 온도 308K의 Maxwell 중성자속 분포에 

서 냉중성자(E < 5.2meV)를 이용하며 후일 냉중성자원과 중성자 유도관이 
설치되면 이를 냉중성자 실험동에 이동 설치할 수 있도록 주요 핵심부품플은 

최상의 성능을 갖는 장치로 구성하고 또한 시료와 검출기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진공의 시료후 flight path의 길이는 하나로 홀의 최대 공간을 활용하 

여 최대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원자로 노심에서 직접 나오는 속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한 background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속중성자 및 감마선 필터로는 액체 질소로 냉각하는 Bi 

단결정 및 Be 다결정과 중성자 굴곡기 (neutron bender)를 사용한다. 

2) 중성 자 단색 화 장치 로는 높은 투과율( > 80%)를 갖고 파장(4A - 20 

A)과 분해능( L1A/A - 10-20%)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선형의 중성자 속도 

선별기 (neutron velocity selector)를 선택하였다. 

3) 중성자 검출기로는 고분해능이 5mm인 넓은 감광면적 (64야nm x 

640mm)과 높은 중성자 계수율을 가지는 2차원 위치 민감형 비례계수기 

(two-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proportiona1 counter)를 선정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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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공 chamber내에서 측정 목적에 따라 시료와 겸출기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넓은 Q-영역의 실험을 위해 이 진공 chamber를 300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4) 또한 2차원 중성자 겸출기와 별도로 시료에서 1m 떨어진 거리에 1차 

원 위치 민감형 겸출기를 설치하여 보다 넓은 Q-영역의 산란 실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치의 측정 Q-영역은 0.06nm-1 
- 8nm-1로서 물질내의 불균일성 크 

기가 1 - 100nm인 미시구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SANS 장치의 

일반적인 특성을 표 4에 요약하였으며， 그렴 20에는 SANS 장치의 개략도를 

보였다. 

1 ‘ 

Ac도드二득숙---~-Ii끼 j 

η ?‘1돈는드는도느누二L→ ←「끼 
~~--→=----.--: 

，.，，:，，7r:그二누그 

yε : 

Fig.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at CN Beam Port 

그림 20. 하나로 SANS 장치의 개략도 

제 2 절 하나로 SANS 장치의 구성요소 및 특성 

1. 중성자원 

하나로의 CN 수평공 선단(60mmW x 15OmmH)은 CNS 수직공(내경 : 

160mm!þ, 1 ，200mmH)의 노심 중심에서 100mm 하단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원
 



표 4. HANARO SANS Characteristics 

o Source : HANARO α애 beam port without cold neutron source 

o Gamma/Fast Neutron Filter : 

- Liquid Nitrogen cooled Bi/Be filter 

- V-Bender supermirror 

o Mono해romator mechanical velocity selector with variable speed 

- wavelength range variable O.4nm to 0.8nm 

L1A - resolution: 10% for AI'I (FWHM) 

o Source-to-sample distance 4.25m 

o Samle-to-Detector distance 1.5 to 4.25m continuously variable 

o Collimation Circlular pinhole collimation 

o Sample size 0.5 to 2.0cm diameter 

o Q-ranl!e : 0.06 to 8 nm-1 

o Detector : 

- 65 x 65cm2 He3 position sensitive propotional counter with 0.5cm2 resolution 

- one-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detector(60cm long x 300 pixels) 

with 2mm resolution, ORDELA 1600N 

o Ancillary 

- automatic multi-specimen sample changer 

- cooling써eating stage ( -40oC to 100oC) 

- cryostat /electromatnetics / furnace (up to 1,500oC) 

o Calculated flux at sample 
Qmin(nm-1

) 

0.06 

0.1 

1.0 

Is(n/sec) 

7.0 X 104 

4.0 X 105 

1.2 x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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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 수직공에는 H20가 채워져 있다. 이 경우에 원자로 열평형 상태의 노심 

온도가 308K 이고 출력이 30MW일 때， 노불리 계산 결과는 CN 수평공 선단 

에서의 열중성자속은 5.6 X 1013 ψcm2.sec로 평가되었으며， 원자로 출력 

17MW일 때 CN 수평공 선단에서 5,460mm 떨어진 위치， 즉 중성자 속도 선 

별기 Cneutron velocity selector)의 입구에서 Au foil에 의해 측정된 열중성자속 

은 약 6.5 X 108 ψcm2.sec로서， 하나로 출력을 30MW로 환산 하면 CN 선단 

에서 열중성자 속은 7.7x 1013 ψcm2.sec 정도로 계산값보다 약간 큰 값을 얻 

었다. 또한 이 CNS 수직공에 H20 대선에 Be, D20, Graphite 둥의 반사체를 

채우면 5meV 이하의 냉중성자는 2배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D20 또 

는 Graphite의 반사체를 장전할 예정이다. 

또한 CN 수평공의 내부에 설치된 길이가 2，00Omm인 Inpile plug의 빔 

개구는 수렴 (convergence)형태로 제작 설치되어， CN 선단의 60mm x 60mm 

면적에서 나오는 모든 중성자들만이 선단에서 15.8m 떨어진 중성자 검출기에 

집속하도록 하여 검출기에 불펼요한 중성자의 기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2. 중성자 및 감마선 필터 

원자로 노심에서 직접 나오는 불필요한 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한 검출 

기의 background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성자 및 감마선 필터가 필요하다. 중 

성자 필터로는 Bragg cut-off 파장이 3.96A 인 Be 다결정 (99.5% Be)을 사용하 

였으며， 63.5mmlþ x 50mm Be block을 5개 쌓아 필터 길이가 25cm가 되도록 

하였다. chopper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측정된 5cm-Be의 투과율은 파장 4A 

- 6A에서 약 75%이다. 또한 감마선 펼터로는 20cm Bi 단결정을 이용하였으 

며， 이것은 외경이 63.5mmlþ이고 길이가 200mm안 Al 관에 길이가 185mm인 

육각 모양의 Bi 단결정을 6개를 쌓고 그 주변에 Bi 다결정을 충진하였다. 이 

20cm-Bi 필터의 투과율은 약 4.5A에서 대략 50% 정도로 측정되었다. 이들 

두 필터 조합하여 액체 질소로 냉각하면서 chopper에 의해 투과율을 측정하여 

그림 21에 보였다. 그 결과 파장4A - 5.5A 영역에서 필터를 액체질소로 냉 

각하면 냉각하기 전보다 투과율이 약 4배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 

성자/ 속도 선별기 뒤에 유리에 NνTi 코팅을 한 400mm의 supermirror들을 

V-형태로 2.340를 틀어지게 만들어 중성자 빔의 방향을 바꾸도록하는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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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콕기 (neutron bender)를 사용함으로써 시 료 위 치 를 CN 수평 공의 직 선 빔 중 

심에서 약 18cm정도 벗어나게 하여 불필요한 중성자 및 감마선의 영향을 최 

소화하였다. 

3. 중성자 단색화 장치 

소각산란 실험에서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를 단색화하는 방법은 파장 

과 파장 분해능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중성자 반사율이 매우 높은 PG와 같은 단결정을 이용한다. 또한 SANS 장치 

의 분해능은 매우 낮은 Q-영역에서는 주로 장치의 기하학적 분해능이 우선하 

며， 높은 Q-영역에서는 파장의 분해능이 우선한다. 그러나 고분해능 실험을 

위해서는 펼연적으로 중성자 강도의 감소가 따르며， 낮은 파장 분해능을 사용 

함으로써 이를 보완하며， 최근에는 높은 투과율을 갖고 쉽게 파장과 파장분해 

능 선택이 용이한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로 SANS 장치의 중성자 단색화 장치도 높은 투과율( > 80%)를 갖 

5 

-ζ-2h 18m 용과 

-::- 4h 정 ~I 

-‘-6h 50m 정과 

-‘-19h 50m ~괴 
__ 34h 정과 

(힐은예서 Bo톨 ,-" ’잉룰예에 다를 시간예 따를 비교) 

4 

3 

” t 

드
 m 
잉
 

o 
4.0 4.5 5.0 5.5 

wavelength(A) 

그림 21. 18.5cm-Bi 단결정 및 25cm-Be 다결정 필터의 액체질수 냉각에 따른 

냉중성자속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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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상세 사양 및 제윈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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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파장(4Å - 20Å)과 분해능( L1À/À - 10-20%)을 쉽 게 변화시 킬 수 있고， 

O.4mm두께의 72개 브레이드(blade)에 lOBoron 중성자 흡수막을 코팅하여 회전 

체에 나선형으로 만든 독일 Domier 사의 고회전 (max. 28,300 rpm)의 중성자 

속도‘선별기를 선택하였으며， 상세한 제원 및 특성은 표 5에 요약하였다. 또한 

이 속도 선별기는 PC로 제어할 수 있으며 운전시 선별기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별기의 회전속도， 온도， 전류， 진동， 진공 등을 체크하여 RS232C 인 

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주 컴퓨터로 정보를 보내 제어하는 검출계 (Monitoring 

system)를 가지 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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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성 자 빔 collimation 

SANS 장치의 기하학적 분해능은 시료전 비행경로(pre-sample f1ight 

path)길이， 빔입구 및 출구의 크기에 의존함으로 다양한 실험조건에 따라 바행 

경로의 길이 및 빔 크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료전 벼행 

경로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길이는 고정하고， 단지 빔 크기만을 변화시킬 

하였다. 이것은 그림 22에 보인 것과 같이 내경이 각각 100mmiþ와 

170mmiþ인 이중관 사이에 중성자 차폐체인 B4C 분말을 채워 3개 연결하고， 

뒤에 진공 gate 및 길이 선택용 진공관을 연결하는 총 길이 3，965mm되는 

출구에 는 3mm Quartz window를 만들어 

거‘ 。J r;: 료즈., λλj二 「

그 

t:!l 
^ 입구 진공관 진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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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중 진공도 

진공관 사이의 연결부위에는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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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산란을 방지할 목적의 Boron-PE/Cd 으로 만들어진 빔 개구를 설치하 

며고， 관 내부에는 Gd203를 페인트하였다. 진공관의 입구 및 출구에는 소각산 

란 실험 목적에 따라 범 크기를 바꿀 수 있게 하였으며， 최소 빔 divergence 

는 0.003 rad 이 다. 

5. 시료대 및 시료환경장치 

시료대는 저온， 고온， 전자석 둥 다양한 시료환경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은 기본구조를 갖는다. 시료대를 설치할 원자로 바닥부터 빔 중 

섬선까지의 높이는 약 1,100mm 로서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원자로 바닥부터 

1) 바닥 고정판(base plate) 및 원통형 프레임( 직경 6OOmmiþ)을 범 중 

섬에서 700mm 아래에 설치하여 높이 조정 및 범 중심을 정렬한다. 

2) 시료위치 좌우 조정용 x-축 이동 테이블 : 수동식， stroke ::!:: 

llOmm, 하중 1.5톤 

3) 시료후 비행경로에 연결되는 자유회전 모률 

4) 수동 조정이 가능한 시료높이 고정 테이블 

5) 자동 제 어 가능 한 Magnetl sample 테 이 블 

6) 2축 goniometer( ::!:: 200
) 둥등 

또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료환경 

장치들이 구비되어야 하며 1차적으로 고분자 연구 및 상온 실험을 위한 

- computer control1ed sample changers 

1) 7 position sample changer for room temperature 

2) 7 position cooling/heating stage( -400C - lOOoC, 정 밀도 O.loC) 

등의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료환경장치를 추가 

로 구비할 예정이다. 

- horizontal electromagnet 

- Shear cel1 device 

, - Cryostats / Fumace 

- Pressure cell(up to 1 kbar) with temperature control( up to 2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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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료후 비행경로(post-sample flight path) 및 중성자 검출기 

시료후 비행경로는 요구되는 실험조건에 따라 시료와 검출기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기에 의한 중성자의 감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공중에서 중성자 검출기를 레일 위에서 step motor에 구동될 것이다. 또한 

이 진공 chamber는 검출기의 냉각방식， 구동 제어방식， 데이터 습득 방식 둥 

에 따라 다양한 cable이 외부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1차적으로 중성자 검 

출기의 상세 제원 및 사양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는 이 진공 

chamber에 의한 개념 설계가 수행중이며， 아울러 분해능이 5mm x 5mm이고 

넓은 감광면적 (640mm x 64Omm)과 높은 중성자 계수율을 갖는 2차원 위치 

민 감형 검 출기 (two-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detector) 에 대 한 국외 구매 

표 6.2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의 사양 

- Active area : 65cm x 65cm sQuare with 128 x 128 cells or 65cm dia circular with truncated 
corners 

- Pixel size : 5mm x 5mm 
- Detection depth : about 30mm 
- Detection gas : He-3 + Quenching gas (CF4 or C3Hs) 

The gas compositio미pressure together with electrodes, detector depth 
and window designs are to be optimized so as to ensure related 
counting characteristics. 

- Max. gas pressure not to exceed 300KPa 
- Detection efficiency: 80% lor 5A , 65% lor 3A 
- Count-rate. 106 neutrons/sec overall lor the digital data pr。∞ssing mode, or 105 

neutrons/sec with 10% coincidence loss lor the multiplexing mode. 

- Spatial resolution about 5mm x 5mm being incorporated with the signal processing to 
discriminate multiple events between adjacent wires or to eliminate 
spurious noise pulses. 

- Pulse-height resolution : sum-pulse height distributions 01 better than 5% FWHM on 
thermalized Am-Be neutrons 

- Detection unilormity : :t 2.0% integral; :t 10% differential 
- Gamma sensitivity : cf) Quenching gas in Detection gas 
- Detection stability better than 0.1% on unilorm Ilux 01 neutron such as thermalized Am-Be 

neutrons 
- Background noise : less than 1 count / cell I hour 01 non-beam background, namely due t。

radioactivities 01 environmental / detector materials and electronic noise 
- Buffer chamber He-4 lilled buffer chamber covering the entrance window is required t。

Improve the unilormity 01 counting depth and to ensure salety operation 
in a vacuum Ilight path. 
This chamber is to be designed, however, not to increase signilicant 
parastic neutron scattering Irom its entrance window. 

- Test pressure : at 50% excess 01 the Iilled gas pressure 
- Gas purilication 
- Cooling : air or tap water cooling 
- OveraH dimension/weight : 
- External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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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검출기에 대한 상세 사양을 표 6에 요약하였다. 

이 시료후 비행경로와 2차원 위치 민감형 중성자 검출기는 후일 냉중성 

자원과 중성자 유도관이 설치되면 냉중성자 실험동에 이동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는 3 - 4 개의 작은 진공 chamber를 flange로 연결하여 시료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1.5m - 4.5m에서 이동할 수 있게 시료후 비행경로를 설계되 

었고， 후일 중간에 진공 chamber들을 추가로 연결하여 검출기의 이동거리를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이 진공 chamber의 내부표면에 Boron rubber/Cd 등의 

차폐체를 부착하며， 넓은 Q-영역의 실험을 위해 이 진공 chamber를 300 회전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제 3 절 하나로 SANS 장치의 분해능 및 시료에서의 중성자속 평가 

1. SANS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구조 

SANS 장치 설계의 중요한 인자는 허용되는 원자로 공간과 빔포트의 

유효 범단면적에서 얻을 수 있는 기하학적 분해능과 검출기 계수율을 절충하 

여 장치의 최적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다. SANS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구조 
는 일반적으로 시료에서 산란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그 기하학적 최적구 

조가 달라지며， 대부분 SANS 실험에서의 산란은 단지 산란각과 방위각 
(azimuthal angle)에 의존함으로 시료 전후의 비 행경로가 같다(Ll == L2)고 알 

려져 있으나， 일정한 분해능을 유지하는 임의의 측정 영역에서는 장치의 총 

비행경로(μ = Ll + L2)는 제한하지 않고， 단지 범포트의 유효 빔을 가능한 최 

대한 사용함으로써 검출기의 계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장치 

의 최적구조는 Ll 추 L2 의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하나로 CN 선단의 열중성 자 속은 ￠o = 5.6 x 1013(n cm 2 sec 1) 

로 가정하여， CN 수평관 주변의 제한된 공간(약 13.5m)에서 얻을 수 있는 기 

하학적 분해능과 임의의 실험 분해능에서의 기하학적 최적구조를 계산하여 하 

나로 SANS 장치의 최적구조를 정하였다. 즉， SANS 장치를 구성요소인 빔 

shutter, 단색화장치， 중성자 집속기， 중성자 검출기， 빔차폐 등의 제원을 고려 

하고， 또한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속은 Is 는 1Q4(nlcm2.sec) , 최소 산란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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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in 드 O.OO5A-1 인 구속 조건을 고려하여 중성자 총 비행경로 길이， 장치 분 

해능， 시료 입사 빔·강도 및 집속기의 빔·단면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서 

SANS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 구조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구조에서의 평가된 

8.5m SANS 장치의 분해능 및 시료위치에서의 중성자속은 표 7에 요약하였으 

며， 향후 CNS 수직공에 D20 또는 graphite를 충진할 예정이며， 중성자 범 

collimator를 설치한 후에 시료위치에서의 절대속을 측정하여， SANS 장치의 

성능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Table 7. The Q range(with the beam centered on the detector), resolution, and 

Dl D2 
(mm) (mm) 

32 16 

32 16 

24 12 

16 8 

neutron flux and current at the sample for the several configurations 

of HANARO SANS instrument with area detector of resolution 

Llo = 5mm . 

Ll L2 i À range 
OQ at 

Neutron 
Q rangea

) 
(m) (m)! (A) 

minimum Neutron flux 
(A-1) Q(A- 1) (n/cm2sec) 

current 

(n/sec) 

4.25 2.0 4.5-7.5! 0.011 - 0.21 0.0033 1.1 --"6.3x lO!J 2.3-12.0x lO!J 

4.25 4.25! 4.5-7.0! 0.0078- 0.10 0.0025 1.1 -63.0x lO!J 2.3-12.0x lO!J 

4.25 4.25 i 4.5-7.0 i 0.0060- 0.10 0.0019 6.6-35.0x104 7.5-40 x104 

4.25 4.25 i 4.5-7.0 i 0.0044- 0.10 0.0015 2.9-15 x104 1.4 -8.0x104 

a) Estimated at detector resolution Llo = 5mm 

2. 표준시료에 의한 중성자 산란강도 평가 

중성자를 중성자 속도 선별기에 의해 단색화된 중성자를 시료에 입사시 

켰을 때， 시료에 의해 산란된 중성자들이 검출기에 검출될 산란강도 I(Q)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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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 ifJ(n/cm2.sec) Asds 꿇(Q) T s éd 뼈 t 

ifJ = 앓2(뿐)4 e굉2 쁨 T NVS TBeBi π(활 )2 

여 기 서 ø flux on the sample 

As sample area 

ds sample thickness 

T s measured sample transmission 

L1.Q solid angle substended by one pixel of detector 

(= 2 Jt R lld !l2 2) 

ê detector efficiency 

t effective counting time 

이며， 표 7에 주어진 시료에서의 중성자속 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장치 

계수를 사용하였다. 

- CN 수평공 선단 중성자속 !Po = 9.0 x 1013(nv) 

- SANS 장치 길 이 Ll = L2 = 4,25Omm, 

- 중성자 속도 션별기 (NVS)의 투과율 T nvs = 0.8 , 

파장분해 능(di\/À) = 0.1 

- 액체질소 냉각 [25cm-Be + 20cm-BiJ 필터의 투과율 : TBeBi = 0.5 

또한 2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의 물리적 사양은 

- resolution 128 x 128 pixels (5mm x 5rnm) : lld = 0.5 cm, 

- 효율 ê = 80% at 5Â 

- 계수 능력 105 n/sec for 10% coincidence(106 n/sec overall) 

이므로， 이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중성자의 총수가 10,000 n/sec 이상되면， 검 

출의‘ 오차가 커짐을 알수 있으며， 총계수율의 초과시에는 attenuator를 이용하 

여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의 세기를 조절하여야 한다. 

동방성 산란강도를 갖는 다음의 NIST 표준 시료에 대한 계수율을 평가하 

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계산에서는 파장 5A일 때 시료위치에서 

중성자속 !P = 1.0 x 105(nv) , 시료와 검출기 간 거리 4，25아nm 및 Beam 

Aperture size : D1 = 16mm, D2 = 8rnm, 검출기의 분해능 5mm x 5rnm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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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area 64cm x 64cm 로 하였 다. 

등방성 산란을 갖는 시료의 산란 함수는 

뽕(0) [-.3(sin QR- QRmsQI/? ]2 
ωι (QR) .l 

표준시료에 대한 산란함수를 그림 23에 

P( Q) 

보였다. 로 주어지며， 아래의 

1. PartiaIly deuterated polyisoprene Xo 0.5, MW = 70K, ds = 1.0mm 

뚫 (0) = 없 cm1, Rg = 76A, 측정 Q-range - 0.3(A -1) : 0.01 

11. PartiaIly deuterated polystyrene Xo 0.5, MW = 200K, ds = l.53mm 

뚫(0) = 220 cm기 Rg = 1뼈， 측정 Q-range : 0.005 - 0.3(A -1) 

검출기에 의해 검출되는 퉁방성 산란 강도/sec 는 

1. 0x10 5(n/v) π(0 .4αn)20.1αn 0.8 0.6~켈(Q)~πR값F dQ \~I 4, 250mm I(Q) 

빔 중심에서 반경방향의 거리를 나타내며， 

투과율은 시료에 의한 multiple 산란이 존재 

로 주어지며， 여기서 R은 검출기의 

dR = (3/2rl/2~D이다. 또한 시료의 

NIST Standard Sample 

-0- #1 , Pa끼ially deuter.ted poly.tyrene, Radiua of gyrat‘。n =64A, 1(0) ... 76 em ‘ 
-경- l1li2 , Pa끼i에yde띠erated polyatyrene, Radiua of gyration a11QA, 1(0)" 220 cm ’ 

250 

멸 200 

150 

100 

50 

mi 
I 

그
 。
u

o 

0.14 0.12 0.10 0.08 0.06 0.04 0.02 0.00 

Q(1/A) 

그림 23. NIST 표준시료의 산란강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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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60%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검출기에 의한 총 계수율은 검출기의 

전 면적에 대해서 적분해야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준시 료 1 : 213 neutrons/sec 

- 표준시 료 II: 354 neutrons /sec 

그러나 각 실험의 통계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NIST의 예를 들면 

한시료 측정당 검출기의 총 계수율을 2 X 104 
- 1 X 107 neutrons 내에서 측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낮은 값의 한계는 산란강도가 검출기의 중심에 집중 

되어 있어 데이터 해석시 약 수%의 오차를 나타내며， 높은 값의 한계는 산란 

강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검출기의 전 영역에 걸쳐 해석해야 되는 경우라 

한다. 또한 산란 강도가 둥방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noise level이 1% 이하 

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통 1 x 106 neutrons 되도록 측정하라고 시험자에 

게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noise level을 1%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시료 

I 은 1 X 106 
/ 213 - 4,700 sec(약 78분)의 측정시간이 요구되며，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Q영역에서 SANS 장치의 기하학적 구조， 즉 범 aperture 크 

기， 거리 둥을 변화시켜 시료 업사 중성자속을 10 배 증가시키면 측정시간을 

약 470 sec(약 8분 소요)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표준시료 II의 경우에도 

1 X 106 
/ 354 - 2,800 sec(약 47분) 측정 시간이 소요되나， 중성자 속을 5배 

중가시키면 약 560 sec(약 9.3분 소요)로 단축사킬 수 있다. 

그러나 시료 입사 중성자 속은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고， 측정하고자 하 

는 시료의 불균일성의 크기에 따라 측정 Q-영역이 정해지고， 장치의 기하학적 

구조도 정해져 시료입사 중성자속도 정해진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실험을 

위해서는 시료환경수， 시료수， 계수통계오차 범위를 할당된 빔 실험 시간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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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관섬분야 및 대상물질 Survey 

SANS관련 연구에 관해 지난 수년간 update해온 자료들과 다양한 문헌 

들을 바탕으로 고분자관련 연구대상물질들과 연구관심분야를 조사하였으며， 

최근 3년간에 다양한 연구대상물질들에 대하여 보고된 대표적인 연구내용들을 

중심으로 연구 경향이 파악되도록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연구대삿 볼침틀 (Solution & Me1t). 

1. 일반 단일중합체. 

2. 중합체들의 혼합물. 

3. Block copolymer 및 grafted copolymer. 

4. 액 정 고분자 (Liquid Crystal Polymer). 

5. 가교구조 고분자 (Polymer Network). 

6. Colloidal particles, Emulsion, 및 Precipitates. 

7. 용액상태의 고분자， Polyelectrolyte, 및 Ionomer. 

8. Porous media, 박막 및 기 타연구. 

위 불침툴음 대삭으로 하 여구꽉섞 문제를 

1. Chain conformation 및 dimension. 

2. Crysta1line structure. 

3. Micelles, 및 Lamellae structure. 

4. Swelling 문제. 

5. Aggregation 및 Adsorption 문제. 

6. 분자간의 Interaction 측정. 

4. Deformation 및 Shear stress의 영 향. 

7. 합력의 영향. 

8. Diffusion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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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 단일중합체 

무정형 (amorphous) 고분자를 포함한 다양한 중합체들에 대해서 chain 

conforrnation과 dimention{radius of gyration)을 온도의 함수로 측정 하는 둥의 고분자 

의 기본적인 구조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전형적인 연구가 8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보 

고되고 있다. 

1) Authors: L.]. Fetters, W.W. Graessley , R. Krishnamoorti, D.]. Lohse. 

Title: Melt Chain Dimensions of Poly<Ethylene-1-Butene) Copolymers via 

Small-Angle Neutron - Scattering 

(MACROMOLECULES 1997, Vol 30, Iss 17, p. 4973-4977) 

Fetters 등은 SANS를 이용하여 poly(ethylene-1-butene) 랜덤공중합체의 ethyl 

가지의 함량과 온도 변화에 따른 radius of gyration과 온도 계수 

x= dlnC∞/dT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thyl 가지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characteristic ratio C∞는 감소하였다. SANS로부터 얻어진 사슬 크기는 8-용매에 

서 얻어진 결과보다 약간 큰 값을 가졌고， κ값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RIS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2) Authors: P. Hickl, M. Ballauff, U. Scherf, K. Mullen, P. Linder 

Tit1e: Characterization of a Ladder Polymer by Small-Angle X - Ray and 

Neutron-Scattering 

(MACROMOLECULES 1997, Vol 30, Iss 2, p. 273-279) 

Hickl 둥은 희석 용액에서 리본 형태의 고분자의 conforrnation을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SANS와 SAXS를 이용하여 repeating unit의 제한된 dimension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3) Authors: D.]. Ward, G.R. Mitchell 

Tit1e: Model1ing the Structure of a Polymer Glass Poly(methyl methacrylate) 

Through Neutron Scattering Experiments. 

(PHYSICA SCRIPTA , 1995. Vol. T57, p. 153-160) 

사슬들 간의 상호관계로 말미암아 복잡한 고체 상태의 PMMA 고분자의 국분적 

인 구조Oocal conforrnation)를 넓은 Q 범위에서 중성자 산란 실험으로 측정하고， 

그 data를 여 러가지 computer generated modelling을 사용하여 분석 함으로써， 

structural parameter를 구해 냈다. 

4) 기타 특기할 논문들; 

1. C. Hayes, et al., Relaxation Dynamics in Bimodal Polystyrene Melts: A 

Fourier-Transforrn Infrared Dichroism and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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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Macromolecules, 1996. 29: p. 5036. 

2. M. Gehlsen, et al.,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Poly(Vinylcyclohexane) 

Derivatives. j. of Polymer Science B: Polymer Physics, 1995. 33: p. 1527. 

3. T. Hashimoto, et al., Synthesis and SANS Characterization of Poly(vinyl 

methyl ether) -block-polystyrene. Macromolecules, 1997. 30: p. 6819. 

4. A.T. Boothroyd, A.R. Rennie, and G.D. Wignal1, Temperature coefficients for 

the chain dimensions of polystyrene and polymethylmethacrylate. ]. Chem 

PhyS. , 1993. 99: p. 9135. 

제 2 절 중합체들의 혼합물. 

상용성이 있는 고분자 혼합물에 대하여 random phase 가정을 적용하여 각 chain 

의 dimention과 Flory상호작용계수( x )를 측정하는 연구， 또는 이들의 상분리과정을 
추적하는 연구등이 8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polyolefin 혼 

합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나 SANS에 압력을 가하는 accessory를 부가장 

치하여 상용성을 측정하는 연구등이 특기할 만 하다. 

1) Authors: G.C. Reichaπ， W.W. Graessley , R.A. Register, R. Krishnamoorti, D.J 

Lohse 

Title: Measurement of Therrnodynamic Interactions in Temary Polymer Blends 

by Smal1-Angle Neutron - Scattering 

(MACROMOLECULES 1997, Vol 30, Iss 11 , p. 3363-3368) 

Reichart 등은 head-to-tail PP와 head-to-head PP, 50%의 3,4 결합을 함유하고 

있는 포화 polyisoprene의 삼중 혼합물의 상호작용계수를 각 성분의 이중 혼합물 

의 SANS 측정으로부터 구하였다. 삼중 혼합물의 측정값은 다성분 random phase 

가정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2) Authors: G.C. Reichart, W.W Graessley , R.A. Register, R. Krishnamoorti, D.j. 

Lohse 

Title: Anomalous Attractive Interactions in Polypropylene Blends 

(MACROMOLECULES 1997, Vol 30, Iss 10, p. 3036-3041) 

Reichart 등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p이y이efin들의 혼합물임에도 몇 가지 

PP 혼합물의 SANS 데이터로부터 Flory-Huggins 상호작용계수 X가 음의 값을 

가짐을 보고하였다. 이는 혼합물의 농도 요동 (concentration fluctuation)이 상당 

히 억제되어 각 성분간에 net attraction이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 때 PP 혼합물의 

온도 의존성은 polyisobutylene (PIB) 혼합물에서처럼 LCST 거동을 보였으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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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온도는 훨씬 더 높았다. 하지만 다른 PP 혼합물에서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 

았다. 

3) Authors: R.G. Al없no， W.W. Graessley, R. Krishnamoorti, D.]. Lohse, ].D 

Londono, L. Mandelkem, F.C. Stehling, G.D. Wignall 

Title: Small-Angle Neutron-Scattering Investigations of Melt Miscibility and 

Phase Segregation in Blends of Linear and Branched Polyethylenes as a 

Function of the Branch Content 

(MACROMOLECULES 1997, Vol 30, p. 561-566) 

Alamo 둥은 SANS를 이용하여 linear PK와 branched PE 혼합물에서 상분리가 

일어나기 위한 branch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Branch의 양이 적을 때에는 균일상 

이 관찰되 었으나， branch 양이 backbone 탄소 100개 당 8개 이 상이 되 자 상분리 가 

관찰되었다. 분자량이 매우 클 때에는 또한 isotope 효과에 의해 상분리가 관찰되 

기도 하였다‘ 

4) Authors: P.A. Weimann. T.D. ]ones, M.A. Hillmyer. F.S. Bates. ].0. Londono. 

Y. Melnichenko, G.D. Wignall. K. Almdal 

Title: Phase-Behavior of Isotactic Polypropylene-Poly(Ethylene/Ethylethylene) 

Random Copolymer Blends 

(MACROMOLECULES 1997, Vol 30, Iss 12. p. 3650-3657) 

Weimann 등은 is야actic PP와 중수로로 치환된 poly(ethylene/ethylethylene) 

(PEE) random 공중합체의 혼합물의 상거동을 SANS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는데， 

PEE random 공중합체의 EE 양이 감소함에 따라 i-PP와의 miscibility가 감소하 

여 결국 섞이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5) Authors: H. Frielinghaus. D. Schwahn, K. Mortensen. L. Wí1lner. K. Almdal 

Title: Pressure and Temperature Effects in Homopolymer Blends and Diblock 

Copolymers 

(PHYSICA B 1997, Vol 234, Iss ]UN. p. 260-262) 

Frielinghaus 둥은 SANS를 통해 단일중합체 혼합물과 이중블록공중합체에서의 

열적 농도 요동을 여러 압력과 온도에서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단일 

중합체 혼합물의 경우 높은 압력에서는 압축성 (compressibility) 또는 packing의 

우세한 효과 때문에 Flory-Huggins parameter의 엔트로피 기여도가 감소하여 결 

국 상경 계 (phase boundary)가 더 높은 온도로 이 롱하고 Ginzburg parameter는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블록공중합체의 경우에는 그런 거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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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uthors: E.K. Hobbie, G. Merkle, B.]. Bauer, C.C. Han 

Title: Spinodal Decomposition in Hydrogen-Bonded Polymer Blends 

(MODERN PHYSICS LE1TERS B 1996, Vol 10, Iss 25, p. 1219-1226) 

Hobbie 등은 polystyrene과 poly(butylmethacrylate)의 혼합물에서의 스피노달 상 

분리 (spinodal decomposition)7t 임 계 점 근처 에 서 굉 장히 느려 짐 을 time-resolved 

SANS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들은 실험치를 평균장 (mean-field) 모델로 해석하 

여 농도 요동에 대한 energetic barrier를 예측하였다. 

7) Authors: D. Schwahn, S. ]anssen, G. Muller, T. Springer, H. Eckerlebe, ]. 

Rieger 

Title: Early States of Spinodal Decomposition in Polymer Blends Studied with 

Sans 

(PHYSICA B 1995, Vol 213, Iss AUG, p. 688-690) 

Schwahn 등은 time-resolved SANS를 이용하여 단일중합체 혼합물의 초기단계 

에서의 스피노달 상분리 실험을 하였다. 이들은 실험 결과를 Cahn-Hil1iard-Cook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는데， non-local Onsager 계수와 non -exponentia1 관계 

가 관찰되었다. 

8) 기타 특기할 논문들; 

1. B. Hommouda, N.P. Balsara, and A.A. Lefebvre,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from Pressurized Polyethylbutylene / Polymethybutylene Blends. 

Macromolecules, 1997. 30: p. 5572. 

2. R. Krishnamoorti , et al., Pure Component Properties and Mixing Behavior in 

Polyolefin Blends. Macromolecules , 1996. 29: p. 367. 

3. R. Krishnamoorti, et al., Structural Origin of Thermodynamic Interactions in 

Blends of Saturated Hydrocarbon Polymers. Macromolecules , 1994. 27: p. 

3073. 

4. W.W. Graessley, et al., Regular and Irregular Mixing in Blends of Saturated 

Hydrocarbon Polymers. Macromolecules , 1995. 28: p. 1260. 

5. S. Choi, X. Liu, and R.M. Briber,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of 

Polymer Blends of Polyvinylmethylether at Dilute Concentration in 

Deuterated Polystyrene. ]. Polym Sci. , Polym Phys. Ed. , 1998. 36: p. 1. 

6. ].D. Londono, and G.D. Wignall, The Flory-Huggins Interaction Parameter in 

Blends of Polystyrene and Poly(p-Methylstyrene) by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Macromolecules, 1997. 30: p.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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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P. Russell, R.P. Hjelm, and P.A. Seeger,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Interaction Parameter of Polystyrene and Poly(methyl methacrylate). 

Macromolecules, 1990. 23: p. 890. 

8. G. Beaucage, and R.S. Stein, Tacticity Effects on Polymer Blend Miscibility. 

111. Neutron Scattering Analysis. Macromolecules, 1993. 26: p. 1617. 

9. R.N. Thudium, and C.C. Han, Microstructure Effect on the Phase Behavior 

of Blends of Deuterated Polybutadiene and 암otonated Polyisoprene. 

Macromolecules, 1996. 29: p. 2143. 

10. S. S하mrai， et al.,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and Light Scattering 

Study on the Miscibility of Poly(styrene-ran-butadiene)!Polybutadiene 

Blends. Maσomolecules， 1991. 24: p. 4844. 

11. Balsara, N.P. , C. Lin, and B. Hammouda, Early Stages of Nucleation and 

Growth in a Polymer Blend. Phys. Rev. Lett. , 1996. 77: p. 3847. 

12. G.D. Wign머1， et al.,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Investigation of 

Liquid-Liquid Phase Separation in Heterogeneous Linear Low-Density 

Polyethylene. Macromolecules, 1996. 29: p. 5332. 

제 3 절 블록공중합체 및 graft 공중합체. 

두가지나 세가지의 블록으로 구성된 공중합체， 또는 고분자의 말단에 기능성 화 

학구조를 가지도록 한 graft 공중합체의 melt를 대상으로 이들자신이나 이들을 포함 

하는 혼합물들의 열역학적인 상태， 그리고 Micelle이나 Lamellae 구조와 같은 미세상 

구조의 형성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룬다. 특히 최근에는 단축 신장변형을 시키면 

서 산란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 압력의 영향연구둥이 특기할 만 하다. 

1) Authors: R. Schnell, M, Stamm 

TitIe: The Self-Organization of Diblock Copolymers at Polymer Blend 

Interfaces 

(PHYSICA B 1997, Vol 234, Iss ]UN, p. 247-249) 

Schnell 동은 P(S-b-PMS) 이중블록공중합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polyparamethylstyrene(PMS)/polystyrene(PS)의 앓은 bilayer 필름의 계면을 

neutron reflectivity (NR)와 SANS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분자량이 큰 혼합물에 

서는 이중블록공중합체가 존재할 경우 이중블록공중합체는 계면에 위치하여 

interface width를 증가시 킨 반면， 분자량이 작아서 혼합물이 거 의 miscible해 질 

경우에는 이중블록공중합체의 계면으로의 segregation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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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uthors: A.I. N삶atani ， F.A. Morrison, ].F. Douglas, ].W. Mays, C.L.. Jackson, 

M. Muthukumar 

Title: The Influence of Shear on the Ordering Temperature of a Triblock 

Copolymer Melt 

(jOURNAL OF CHEMICAL PHYSICS 1996, Vol 104, Iss 4, p. 1589-1599) 

Nakatani 등은 in-situ SANS를 이용하여 shear에 따른 SBS 삼중블록공중합체의 

질서-무질서 전이 (order-disorder transition; ODT) 온도의 변화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그들은 Couette geometry shear cell에서 얻어진 SANS 결과로부터 산란 

거동이 shear rate에 의존한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또한 질서-무질서 전이의 

shear rate 의폰성을 이중블록공중합체의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3) Authors: N. Mischenko, K. Reynders, K. Mortensen, N. Overberg , H. Reynaers 

Title: Butterfly-Like Pattems of Triblock Copolymer Gels as Observed by 

Small-Angle Neutron-Scattering 

(jOURNAL OF POLYMER SCIENCE PART B-POLYMER PHYSICS 

1996, Vol 34, Iss 16, p. 2739-2745) 

Mischenko 동은 삼중블록공중합체의 물리적 젤을 150-1000%까지 신장시켰을 때 

나타나는 “나비” 패턴을 신장 방향에 수직의 SANS scattering-free strip을 이용 

하여 살펴보았다. 그들은 이 현상이 겔 내의 물리적 가교구조의 클러스터 성질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장에 의해 양끝 블록의 가교구조의 연결점에 해당하 

는 양쪽 끝 블록들이 신장에 수직인 방향으로 서로 더 가까워져 결국 총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4) Authors: C. L. Jackson, F.A. Morrison, A.I. N삶atani， ].W. Mays, M. 

Muthukumar, K.A. Bames, C.C. Han 

Title: Shear-Induced Changes in the Order-Disorder Transition-Temperature 

and the Morphology of a Triblock Copolymer 

(ACS SYMPOSIUM SERIES 1995, Vol 597, p. 233-245) 

Authors: A.I. N밟atani ， F.A. Morrison, C.L. Jackson, ].F. Douglas, ].W. Mays, 

M. Muthukumar, C.C. Han 

Title: Shear-Induced Changes in the Order-Disorder Transition-Temperature 

and the Morphology of a Triblock Copolymer 

(jOURNAL OF MACROMOLECULAR SCIENCE-PHYSICS 1996, Vol B35, 

Iss 3-4, p. 489-503) 

또한 Nakatani 등은 PS가 중수소로 치환된 실린더 미세상을 가지는 SBS 삼중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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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공중합체에 대하여 shear rate에 따른 질서-무질서 전이와 미세상 모폴로지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온도에 의존하는 두 가지의 특성 shear rate rl와 r2 

가 존재함을 밝혔는데， 여기서 Yl은 ordered state에서 disordered state으로의 전 

이 가 일 어 나는 shear rate이 고 Y2는 disordered state에 서 또 다른 모폴로지 를 가 

지는 ordered state로 가는데 필요한 shear rate이다. 그들은 SANS와 TEM으로 

부터 새로운 미세상 모폴로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5) Authors: Y. Matsushita, M. Nomura, ]. Watanabe, Y. Mogi, 1. Noda, M. lmai 

Title: Alternating Lamellar Structure of Triblock Copolymers of the ABA 

Type 

(MACROMOLECULES 1995, Vol 28, Iss 18, p. 6007-6013) 

Matsushita 둥은 SANS를 통해 poly(2 - vinylpyridine - b - styrene - b - 2 -

viny lpyridine) 삼중블록공중합체의 라멜라 미세상을 연구하였는데， 가운데 블록의 

고분자가 라멜라 계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신장되어 있는 반면， 라멜라 계면에 수 

평인 방향으로는 수축되어 결국 가운데 블록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unperturbed 상태와 똑같은 값을 가짐을 보였고， 가운데 블록의 조성을 증가시킴 

에 따라 그 변형 정도가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5) Authors:]. Penfold, E. Staples, 1. Tucker, A. Creeth , ]. Hines, L. Thompson, 

P. Cummins, R.K. Thomas, N. Warren 

Title: The Composition of Mixed Surfactants and Cationic Polymer/Surfactant 

Mixtures Adsorbed at the Air-W ater-Interface 

(COLLOIDS AND SURFACES A - PHYSICOCH EMICAL AND 

ENGINEERING ASPECTS 1997, Vol 128, Iss 1-3, p. 107-117) 

Penfold 등은 NR과 SANS를 이용하여 공기-물 계면에 흡착된 고분자/surfactant 

혼합물의 미셀 (micelle) 또는 미셀 복합체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6) Authors: H. Pospisil, M. Steinhart, ]. Plestil 

Title: Sans Studies of Solubilization by Micelles 

(PHYSICA B 1997, Vol 234, Iss JUN, p. 266-267) 

Pospisil 등은 Na counterion으로 중화도 (neutalization)를 달리 하면서 

poly(methyl methacηlate)-block-poly(acrylic acid) 이중블록공중합체 수용액에서 

의 미셀 구조와 solubilization을 SANS 데이터로부터 연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time-resolved SANS를 이용하여 미 셀 core에 의 한 혐수성 화합물의 

solubilization 동력학을 연구하였다.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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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uthors: JP. Gaspard, S. Creutz, P. Bouchat, R. ]erome, M.C. Stuart 

Title: Organization and Shape of Micellar Solutions of Block-Copolymers 

(PHYSICA B 1997, Vol 234, Iss ]UN, p. 268-270) 

Gaspard 등은 수용액 상에서의 polymethacrylic acid sodium salt와 스티렌 유도 

체의 이중블록공중합체의 미셀 거동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혐수성 (hydrophobiC> 

부분이 짧은 블록공중합체의 경우에는 미셀 core 크기가 star-like 모델로부터 구 

한 이론값과 잘 일치하였으나， 혐수성 부분이 긴 경우에는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8) Authors: S. Koizumi, H. Hasegawa, T. Hashimoto 

Title: Spatial-Distribution of Homopolymers in Block-Copolymer Microdomains 

as Observed by a Combined Sans and Saxs Method 

(MACROMOLECULES 1994, Vol 27, Iss 26, p. 7893-7906) 

Authors: T. Hashimoto, S. Koizumi, H. Hasegewa 

Title: Interfaces in Block Copolymer!Homopolymer Mixtures Fonning Dry 

Brushes 

(PHYSICA B 1995, Vol 213, Iss AUG, pp 676-681) 

Hashimoto와 공동연구자틀은 위의 두 논문에서 라멜라 미세상을 가지는 PS-PI 

블록공중합체와 중수소로 치환된 PS 단일중합체 혼합물에서 각각의 고분자의 분 

포와 미세상 모폴로지를 SAXS와 SANS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PS 단일중 

합체의 분자량이 PS-PI 블록공중합체의 PS 블록의 분자량과 비슷한 것을 사용하 

였는데， SANS로부터 중수소로 치환된 PS가 PS 라멜라 미 세상의 가운데에 국한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SAXS로부터 얻어진 PI 라멜라 미세상의 두께가 

PS 단일중합체의 부피분율에 무관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9) Authors: K. Almdal, K. Mortensen , A.J Ryan, F.S. Bates 

Title: Order, Disorder, and Composition Fluctuation Effects in Low 

Molar-Mass Hydrocarbon-Poly (Dimethylsiloxarie) Diblock Copolymers 

(MACROMOLECULES 1996, Vol 29, Iss 18, p. 5940-5947) 

Almdal 등 은 2가지 의 저 분자 량 poly(isoprene-block-dimethylsiloxane) (PI - P은) 와 

2가지 의 저 분자량 poly(ethylene-alt-propylene-block-dimethylsiloxane) (PEP

PDMS)의 온도에 따른 미세상의 변화와 질서-무질서 전이， 그리고 농도 요동 효 

과를 유변학적 측정과 SANS, SAXS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O.65인 

PEP-PDMS 블록공중합체의 경우 온도를 올림에 따라 lamellae, modified layer, 

bicontinuous, disorder가 순서 대로 나타났고， f=0.49인 PEP-PDMS 블록공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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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disordered state에서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 농도 요동 효과가 지배적으 

로 나타났다. 

10) Authors: D. Schwahn, H. Frielinghaus, K. Mortensen, K. Almdal 

Title: Temperature and Pressure-Dependence of the Order-Parameter 

Fluctuations, Confonnational Compressibility, and the Phase-Diagram of the 

PEP-PDMS Diblock Copolymer 

(PHYSICAL REVIEW LE7TERS 1996, Vol 77, Iss 15, p. 3153-3156) 

Schwahn 등은 poly(ethylene-propylene)-poly(dimethylsiloxane) (PEP-PDMS) 이 

중블록공중합체의 structure factor의 온도와 압력 의존도를 SANS를 통해 구해보 

았는데， confonnational compressibility7} 질서-무질서 전이 지점에서 상당히 큰 

최대값을 보였다. 또한 압력을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phase boundary가 증가하 

다가 다시 감소하는 특이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평균장 가정의 경계를 나타내 

는 Ginzburg parameter는 압력 에 큰 영 향을 받지 않음을 보였다. 

11) Authors: J. Rosedale, F.S. Bates, K. Almdal, K. Mortensen, G.D. Wignall 

Title: Order and Disorder in Symmetrical Diblock Copolymer Melts 

(MACROMOLECULES 1995, Vol 28, Iss 5, p. 1429-1443) 

Rosedale 둥은 부분적으로 중수소로 치환된 polyethylene-poly(ethylethylene) 

(PE-PEE)와 poly(ethylene-propylene) -poly( ethylethylene) (PEP-PEE) , 

polyethylene-poly (ethylene-propylene) (PE-PEP) 이중블록공중합체의 질서-무 

질서 전이를 SANS를 통해 살펴보았다. 낮은 온도에서 라벨라 미세상을 가지던 

샘플이 ODT 온도가 가까워점에 따라 higher order의 SANS 피크가 사라지고 첫 

번째 피크가 감소하여 결국 disordered state로 바뀌었다. 또한， SANS와 유변 실 

험으로부터 각 시스템의 질서-무질서 전이 온도 이상에서 농도요동 효과가 상당 

히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농도 요동의 온도 범위는 농도 요동 이 

론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중합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졌다. 이들은 또한 SANS를 

이용하여 disordered state 내에서 coil의 dimension의 stretching이 달라지는 

crossover를 살펴 보았다. 

12) 거타 특기할 논문들; 

1. S. Forster, E. Wenz, and P. Lindner, Density Profile of Spherical Polymer 

Brushes. Physical Review Letters, 1996. 77: p. 95. 

2. H.S. ]eon, J.H. Lee, and N.P. Balsara, Intramolecular and Intennolecular 

Signatures of Incipient Ordering in a Multicomponent Polymer Blend. 

Physical Review Letters, 1997. 79: p. 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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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cclain, et al., Design of Nonionic Surfactants for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Science , 1996. 274. 

4. ].S. Pedersen and M.C. Gerstenberg, Scattering Form Factor of Block 

Copolymer Micelles. Macromolecules, 1996. 29: p. 1363. 

제 4 절 액정고분자 (Liquid Crγstal Polymer; LCP). 

분자구조적으로 방향성을 지니는 액정 고분자화합물을 대상으로 그 구조를 연구 

하였다. 상변이에 따른， 또는 자기장을 결거나 기계적인 deformation을 주어서 배향을 

변화시키며 (in situ로) 이의 구조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1) Authors: I.W. Hamley, ].P.A. Fairclough, S.M. King , ].S. Pedersen, R.M. 

Richardson, C.T. Imrie, A.A. Craig 

TitIe: A Small-Angle Neutron-Scattering Study of the Conformation of a 

Side-Chain Liquid-Crystal Poly(Methacrylate) in the Smectic-C Phase 

(LIQUID CRYSTALS 1997, Vol 22, Iss 6, p. 679-684) 

Hamley 둥은 곁가지 액정고분자인 poly[ω-(4’ -methoxybipheny 1-4 -yloxy )butyl 

methacrylateJ의 smectic C상과 nematic 상에 서 의 주사슬의 conformation을 연 구 

하였다. 그들은 중수소로 치환된 주사슬과 그렇지 않은 분자들의 혼합물의 SANS 

데이터로부터 Guinier 플롯을 작성하여 그로부터 director에 각각 수평， 수직인 방 

향의 radius of gyration을 온도의 함수로 구하였다. 이들의 결과에 의하면 radius 

of gyration이 smectic 상에 걸쳐서는 변하지 않으며， 수직 방향이 수평 방향보다 

약 60% 더 큰 값을 가졌다. 

2) Authors: S. Lecommandoux, M.F. Achard, F. Hardouin, A. Brulet, ].A. Cotton 

TitIe: Are Nematic Side-on Polymers Totally Extended - A Sans Study 

(LIQUID CRYSTALS 1997, Vol 22, Iss 5, p. 549-555) 

Lecommandoux 둥은 ‘side-on fixed f LCP의 nematic 상에서 관찰되는 주사슬 

conformation의 prolate anisotropy는 main chain LCP만큼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는데， 이들은 main chain LCP에서와 마찬가지로 실련더의 form factor를 사 

용하여 SANS 실험 데이터를 잘 모델링할 수 있으며， backbone은 길고 매우 앓 

은 막대로 볼 수 있음을 보였다. 

3) Authors: S. Lecommandoux, L. Noirez, M.F. Achard, A. Brulet, ].P. Cotton, F. 

Hardouin 

Title: Backbone Conformation Study on Side-on Fixed Liquid-Crysta1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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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 B 1997, Vol 234, Iss JUN, p. 250-251) 

Lecommandoux 등은 또 다른 논문에서 chain anisotropy는 열역학적， 구조적， 화 

학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4) Authors: F. Hardouin, G. Sigaud, M.F. Achard, A. Brulet, 1.P. Cotton, D.Y. 

Yoon, V. Percec, M. Kawasumi 

Title: Sans Study of a Semiflexible Main-Chain Liquid-Cηstalline Polyether 

(MACROMOLECULES 1995, Vol 28, Iss 16, p. 5427-5433) 

Hardouin 둥은 SANS와 중성자 회절， X-ray 회절을 이용하여 main-chain 

semiflexible polyether (TPB- lO)의 nematic 상을 연구하였다. 중수소로 치환된 

고분자와 그렇지 않은 고분자의 혼합물에 강한 자기장을 걸어 배향을 시킨 다음 

고분자 사슬의 conformation을 SANS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는데， main chain이 두 

개의 confined and extended wires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hairpin defect를 형성 

하는 실린더 모넬로 잘 fitting되었다. 

5) 기타 특기할 논문들; 

1. L. Noirez and A. Lapp, Shear Flow Induced Transition from 

Liquid-Crγstalline to Polymer Behavior in Side-Chain Liquid Crγstal 

Polymers. Physical Review Letters, 1997. 78: p. 70. 

2. L. Noirez and A. Lapp, Steady-state shear experiments on a side-chain 

liquid-crastal polymers: Determination of the polymer conformation and 

liquid-cηstal structure. Physical Review E , 1996. 53: p. 6115. 

제 5 절 고분자 가교구조 (Polymer Network). 

고무물질， 열경화성수지， 그리고 IPN(interpenetrating network)구조물과 같은 소 

재들은 고분자들 간에 화학 결합이 형성된 가교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자 구 

조를 자세히 이해하고， 또 가교구조의 정도나 상태의 변화에 따른 물리적， 기계적인 

성질의 변화를 이렇게 해서 형성된 분자들의 복합체구조에 연계해서 이해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산업적인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이어 왔다. SANS를 활용하여 

struèture factor를 이용한 분석으로부터 conformation둥과 같은 이들의 구조를 근원적 

으로 밝히는 연구， 기계적인 deformation으로부터 주어진 str머n에 의한 구조변화연구， 

혼합물로 이루어진 가교구조물의 연구， 그물구조내로 용매의 침투를 연구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Authors: W. Pyckhouthintzen, S. Westermann, V. Urban, D. Richter, E. 

Stra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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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ans Investigations of Topological Constraints and Microscopic 

Deforrnation in Polymer Networks 

(PHYSICA B 1997, Vol 234, Iss jUN, p. 236-239) 

Pyckhouthintzen 등은 strain 하에 서 crosslinked 고무 내 의 가교 사슬의 미 세 변 

형을 SANS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는데 tube constraint가 가교 구조의 고무 탄성 

(rubber elasticity)에 기여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2) Authors: S. Westerrnann, M. Kreitschmann, W. Pyckhouthintzen, D. Richter, E. 

Straube 

Title: Strain Amplification Effects in Polymer Networks 

(PHYSICA B 1997, Vol 234, Iss jUN, p. 306-307) 

단단하고 변형 불가능한 filler 입자의 존재가 strain 하에서 crosslinked 고무 내의 

가교 사슬의 미세 변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SANS를 통해 살펴보았다. 

SAXS로부터는 fiIIer 입자의 affine displacement가 strain의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SANS로부터는 filled elastomer에서의 matrix overstrain에 대한 직 

접적이고 미시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었다. 

3) Authors: N.S. Murthy 

TitIe: FibrilIar Structure and Its Relevance to Diffusion, Shrinkage, and 

Relaxation Processes in Nylon Fibers 

(TEXTILE RESEARCH ]OURNAL 1997, Vol 67, Iss 7, p. 511-52이 

Murthy는 SANS를 이 용하여 drawn and annealed nylon 6 섬유의 interlamellar 

와 interfibrillar 영역에서의 용매 D20 분자의 확산 (diffusion)을 연구하였다. 그는 

서로 연결된 interfibrillar 채널 (void와 대부분의 배향된 무정형 혹은 비결정성 사 

슬 segment)과 interlamellar 채널 (주로 미배향된 무정형 혹은 비결정성 사슬 

segment)의 network을 통해 확산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채 

널들은 drawing과 가열 조건에 다르게 반응함을 알아내 었다. 

4) 기타 특기할 논문들; 

1. R.M. Briber, X. Liu, and B.j. Bauer, The Collapse of Free Polymer Chains 

in a Network. Science , 1995. 268: p. 395. 

2. S. Westerrnann , et 머.， SANS Investigations of Topological Constraints in 

Networks Made from Triblock Copolymers. Macromolecules, 1996. 29: p. 

6165. 

3. R.W. Richards,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from interpenetrating 

networks. Makromol. Chem Macromol. Symp. , 1990. 40: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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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Bettachy, et al., Scattered intensity by a cross-linked polymer blend. 

Macromol. Theory Simu l., 1995. 4: p. 67. 

5. A.N. Falcao, J,S. Pedersen, and K. Mortensen, Neutron scattering 

experiments on swollen, uniaxially stretched polymer networks. ] ournal of 

Molecular Structure, 1996. 383: p. 69. 

제 6 절 Colloidal particles, Emulsion, Precipitates. 

고분자가 포함된 분산상의 물질들은 수성 페인트나 접착제， 코팅재료둥으로 일상 

생활에도 그 활용성이 다양하다 Colloid와 고분자의 혼합물에서 고분자가 colloidal 

particle에 홉착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에 각각 particle들의 미세구조나 이들의 

packing 상태에 관한 연구， 그리고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film 형성의 기제를 이해하 

기 위한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친수성과 소수성 화합물이 적절한 계면활성제와 함께 

bicontinuous한 microemulsion을 이룰때의 구조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1) Authors: X. Ye, P. Tong, L.J, Fetters 

Tit1e: Neutron-Scattering Study of Colloidal Interactions in an Adsorbing 

Polymer Solution 

(MACROMOLECULES 1997, Vol 30, p. 4103-4111) 

Authors: X. Ye, T. Narayanan, P. Tong , ].S. Huang 

Title: Neutron-Scattering Study of Depletion Interactions in a Colloidal 

Polymer Mixture 

(PHYSICAL REVIEW LETTERS 1996, Vol 76, p. 4640-4643) 

Ye 퉁은 용액내에서 기능성 말단기가 있는 고분자와 colloidal particle이 공존케 

하여 colloidal particle들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문제 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고분자는 용액내에 녹아 있거나 colloidal particle들의 표면에 홉착되었는데， 용액 

에 남아있는 고분자는 colloidal paπicle들 간에 인력의 공백이 생기게 하였다. 

2) 기타 특기할 논문들; 

1. X. Ye, T. Narayanan, and P. Tong , Neutron Scattering Study of Depletion 

‘ Interactions in a Colloid-Polymer Mixture. Physical Review Letters, 1996. 

76: p. 4640. 

2. R. Muller-Mall, Polymer Despersions-Nanoparticles for Everybody. 

Macromo l. Symp. , 1995. 10ü: p. 159. 

3. J,M. Gladman, et al., The Structure of Surface-Adsorbed Surfactants as 

Determined by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Physica Scripta. , 1995. 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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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46. 

4. T. Cosgrove, P.C. Griffiths, and P.M. Lloyd, Polymer Adsorption. The 

Effect of the Relative Sizes of Polymer and Particle. Langmuir, 1995. 11: p. 

1457. 

5. L.E. Dewalt, H.D. Ou-Yang , and V.L. Dimonie, Competition Between 

Micellization and Adsorption of Diblock Copolymers in a Colloidal System. 

Journal 01 Applied Polymer Science, 1995. 58: p. 265. 

6. M. Kawaguchi, et al., Effects of Polymer Adsorption on Structures and 

Rheology of Colloidal Silica Suspensions. Langmuir, 1995. 11: p. 4323. 

7. R.H. Ottewill, S.]. Cole, and ].A. Waters, Characterization of Particle 

Morphology by Scattering Techniques. Macromol. Symp. , 1995. 92: p. 97. 

8. D.D. Lee, et al., Bulk and surface correlations in a micronnulsion. Physical 

Review E , 1995. 52: p. R29. 

제 7 절 용액상태의 고분자， Polyelectrolyte, Ionomer. 

용매내에 있는 다양한 고분자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고분자 과학에 하나의 큰 분 

야로 자리잡아 온지 역사가 깊다. 단일고분자나 공중합체가 용액내에서 용해되어 있 

거나 aggregate를 이루는 구조， 특히 이온성을 지니는 고분자 사슬이 용액에 용해되 

어 있는 물질의 경우 그 상엽적인 응용성으로 말미암아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고분자의 반복단위 (monomer)들마다 이 온 그룹이 있는 경 우에 이 를 polyelectrolyte라 

하고， 고분자 사슬 하나 당 제한된 개수의 이온 그룹이 있는 경우 (통상 15 mol % 

이내 ionomer라 한다. 용매의 능력에 따라 이들이 녹을 수 있는 정도가 결정되는데， 

극성 용매 내에서는 이들 이온 그룹들 간에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는 반면에 비극 

성 용매 내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이온들 간에 인력이 작용하여 고분자들이 뭉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Ionomer의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에 따라 “polymeric micelles"구 

조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각각 극성， 비극성 용매의 경우에 이러한 이온 그룹이 고 

분자의 구조나 성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흥미 있는 연구과제들이라 할 수 

있다. 

1) Authors: C.H. Wu, T.B. Liu, B.]. Chu, D.K. Schneider, V. Graziano 

Title: Characterization of the PEO-PPO-PEO Triblock Copolymer and Its 

Application as a Separation Medium in Capillmγ Electrophoresis 

(MACROMOLECULES 1997, Vol 30, Iss 16, p. 4574-4잃3) 

Wu 등은 electrophoresis 버퍼 용액 내에서의 PEO-PPO-PEO 블록공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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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ronic F127)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SANS와 SAXS 등 여러 실험 방법 

을 이용하여 F127이 농도가 낮을 때에는 미셀을 형성하였으나， 농도가 높아지자 

미셀이 서로 뭉쳐서 PPO 부분이 face-centered cubic 격자를 가지는 gel 같은 형 

태를 형성함을 밝혀내었다. 이들은 또한 gel 영역에서는 aggregation 수가 온도나 

농도 변화에 무관한 결과를 얻었다. 

2) Authors: G. Gebel, B. Loppinet, H. Hara, E. Hirasawa 

TitIe: Small-Angle Neutron-Scattering Study of Polyethylene-Co-Methacrylate 

Ionomer Aqueous Solutions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B 1997, Vol 101 , Iss 20, p. 

3980-3987) 

Gebel 등은 SANS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중화된 polyethylene-co-methacrylic 

acid ionomer가 수용액 상에서 실린더 혹은 prolate ellipsoid 형태의 매우 큰 콜로 

이드 입자들을 형성하며， 입자들의 크기는 분자량이나 농도보다는 이온 함량 

(ionic content)에 크게 의존함을 밝혀내었다. 

3) Authors: B. Grassl, A. Mathis, M. Rawiso, ].C. Galin 

Title: Segmented Poly(Tetramethylene Oxide) Zwitterionomers and Their 

Homologous Ionenes .3. Structural Study Through Saxs and Sans 

Measurements 

(MACROMOLECULES 1997, Vol 30, Iss 7, p. 2075-20없) 

Grassl 등은 SAXS와 SANS를 이용하여 ammonioalkanesulfonate 혹은 

alkoxydicyanoehtenolate 형 태 의 segmented poly(tetramethylene oxide) (PTMO) 

zwitterionomer의 bulk 구조를 살펴보았다. 두 시스템 모두에서 PTMO matrix로 

부터 극성 unit이 분리되어 뚜렷한 계변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long range order 

는 bifunctional junction올 함유하고 있는 zwitterion에서만 관찰되었는데， 짧은 

PTMO segment의 경 우 lamellar 구조를， 긴 PTMO segment의 경 우 hexagonal 

구조를 가졌다. 또한 이들은 PTMO segment의 선택적 용매인 THF에 의한 

ammonioalkanesulfonate zwitterionomer의 swelling을 조사하였는데， long range 

order가 사라지면서 물리적 겔을 형성함을 관찰하였다. 

4) Authors: F. Lalloret, P. Maroy, D. Hourdet, R. Audebert 

Title: Reversible Thermoassociation of Water-Soluble Polymers 

(REVUE DE L INSTITUT FRANCAIS DU PETROLE 1997, Vol 52, Iss 2, 

p. 117-128) 

Lalloret 등은 친수성 backbone에 Lower Critical Solution Temperature (L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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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비수용성이 되는 side ch려n을 붙인 "therrnoassociative" 수용성 고분자 

의 거동을 유변학적인 측정법과 SANS를 통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therrnoassociative" 수용성 고분자의 회석 용액은 용도가 올라감에 따라 가역 적 

인 thickening 성질을 보이고 side chain의 LCST 가까이에서는 임계값에 도달하 

게 되는 특이한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polyethylene oxide (PEG)를 LCST graft 

로 하는 2-acηlamide 2-methyl propane sulfonic acid (AMPS) 공중합체를 합성 

하여 grafting ratio Y- backbone의 분자량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l). 

5) 기타 특기할 논문들; 

1. M.D. Dadmun, et 머.，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of Poly(r-benzyl 

L-gluyamate) in Deuterated Benzyl Alcohol. Macromolecules , 1996. 29: p. 

207. 

2. G. Wu, B. Chu, and D.K. Schneider, SANS Study of the Micellar Structure 

of PEO!PPO!PEO Aqueous Solution. ]. Phys. Chem , 1995. 99: p. 5094. 

3. G. Gebel and B. Loppinet, Colloidal Structure of lonomer Solutions in Polar 

Solvents. Journal 01 Molecular Structure, 1996. 383: p. 43. 

4. L. Dai and ]. White, lodine-Induced Uncoiling of Polyisoprene Random Coils 

in Solution. European Polymer Journal, 1994. 30: p. 1443. 

5. S. Forster and M. Schmidt, polyelectrolytes in Solution. Advances in 

Polymer Science, 1995. 120: p. 51. 

6. K. Nishida, K. Kaji, and T. Kanaya, Charge-Density Dependence of 

Correlation length Due to Electrostatic Repulsion in Polyelectrolyte Solutions. 

Macromolecules , 1995. 28: p. 2472. 

7. M. Milas, et al., Small-Angle Neutro-Scattering from Polyelectrolyte 

Solutions-From Disordered to Ordered Xanthan Chain Conforrnation. 

Macromolecules , 1995. 28: p. 3119. 

8. R. Borsali, M. Rinaudo, and Noirez-L, Light-Scattering and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from Polyelectrolyte Solution-The Succinoglycan. 

Macromolecules , 1995. 28: p. 1085. 

제 8 절 Porous media, 박막 및 기타연구. 
위의 전형적이고 다양한 예들 이외에도 SANS를 이용하여 소재 내에 존재하는 

void들의 구조를 연구하거나， 박막을 Neutron Reflectivityy- X -ray scattering 방법과 

병행해서 수행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박막들을 수천회 stacking하여 sample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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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측정하거나， 최근에는 1。이1m정도 두께의 sample에 대해 beam aperture를 열어 

의미있는 SANS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bulk sample에서 얻는 

scattering data와 비교함으로써 2차원적인 구조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막상태에 

서 열처리를 하거나 잡아당기며 분자 구조의 변화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1) Authors: D.W.M. Marr, M. Wartenberg , K.B. Schwartz , M.M. Agamalian, G.D. 

Wignall 

Tit1e: Void Morphology in Polyethylene Carbon-Black Composites 

(MACROMOLECULES 1997, Vol 30, Iss 7, p. 2120-2124) 

Marr 둥은 SANS를 이용하여 PE/carbon black 복합소재의 가공 중에 생기는 

void의 크기와 양을 결정하였다. 이 때 그들은 void 모폴로지를 구하기 위해 

particulate 강화 복합소재에 사용되는 미셰 크헥 (microcrack) 결정의 삼상 모델 

을 사용하였다. 

2) Authors: K. Shuto, Y. Oishi, T. Kajiyama, C.C. Han 

Tit1e: Aggregation Structure of a Two-Dimensional Ultrathin Polystytene Film 

Prepared by the Water Casting Method. 

(MACROMOLECULES, 1993. Vol 26, p. 6589-6594) 

Bulk 상태에서 단일고분자(polystyrene) chain의 dimension보다 앓은 박막올 수면 

위에서 형성시킨 다음 이를 수천회 반복해서 쌓아올린 sample을 만들어， 그 구조 

를 SANS , SAXS, 그리고 WAXS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고분자의 radius of 

gyration이 막 표변에 평행한 방향으로 더 길며 chain당의 겉보기 부피가 bulk에 

서보다 작은 사실로부터 사슬들이 덜 entangle 되어 있고， 또 분자들이 덜 

packing되어 있음이 관찰되었다. 

3) Authors: T.P. Russel1, P. Lambooy, ].G. Barker, P. Gal1agher, S.K. Satija, G.]. 

Kel1ogg, M. Mayes 

Tit1e: Smal1 Angle Neutron Scattering Studies on Untrathin Films 

(MACROMOLECULES 1995, Vol 28, p. 787-789) 

SANS에 의한 측정을 위해서는 고분자 시료의 두께가 약 1mm정도가 되도록 하 

지만， Russel1 둥은 두께가 약 100nm정도 밖에 안되는 고분자 박막 sample에 대 

하여 beam의 aperture를 넓힘으로써 성공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었다. 이 때 

scattering vector range는 제한되었지만， resolution에는 손실이 없도록 할 수 있 

었으며 S/N비를 5배정도 높힐 수 있었다. 

4) 기타 특기할 논문들; 

1. K. Shuto, et a1., Preparation of 2-Dimensional Ultra Thin Polystyren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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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ater Casting Method. Polymer Journal, 1993. 25: p. 291. 

2. M. Sugiyama and Y. Maeda,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Study of 

Annealed and Stretched PVA-Films. Jounal of the Physi∞1 Society qf 

Japan , 1995. 64: p. 1002. 

3. J. Penfold, et al., The composition of mixed surfactants and cationic 

polymer/surfactant mixtures adsorbed at the air-water interface. Colloids 

and Surfaces , 1997. 128: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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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여러 가지 고분자물질의 구조에 관한 근본적인 면모를 밝히는 것은 이로 

부터 발현되는 불리적， 화학적， 기계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며， 물 

질의 구조-성질의 관계 규명， 신소재 개발이나 나아가 표준화나 품질 향상의 

문제와 같은 산업 현장에서의 웅용기술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고분 

자불질에 연관된 원천기술의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펼요 

하다 하겠으며， 세계적으로 20개소가 넘은 기관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SANS에 의한 연구는 대학이나 산업체의 비전문가에게도 널리 상용화되어가 

고 있다. 세계 10위권 규모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 

재의 하나로가 연구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가동， 운영되기 시작한 점은 포항 

방사광 가속기의 운영과 아울러 우리 나라의 기초과학 및 이와 관련된 웅용기 

술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과학 기술계의 경사라고 할 수 있다. 

소각산란 중성자 분광장치는 중성자원과 함께 중성자 유도관(guide) ， Be 

펼터， 파장을 선택하기 위한 속도 선별기 (velocity selector) , 1/2차 콜리메이터， 

시료대 장치， 검출기로 이루어진다. 중성자속이 낮기 때문에 이를 늘리기 위해 

산란을 일으키는 부피 역시 커야 하고 따라서 그 장치가 방대하며， 하나 하나 

의 장치가 정교한 설치 기법과 보정을 요한다. 이와 더불어서 관련된 펼요한 

시료환경장치 및 측정 데이터의 처리 방법， 해석 기법 등에 관한 연구가 동시 

에 수행되어야 기기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힐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이용자 그룹의 확보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총체적인 운영방안 

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 활발히 운용되고 있는 포항가속기연구소의 방사광 

소각산란 X선 분광장치 (SAXS)로 부터 구하는 정보와 상호 보완적이거나 기 

존에 측정이 불가능했던 구조적인 정보를 본 SANS로부터 얻어낼 수 있어 국 

내에서 깊은 학술적， 기술적인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그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경우 매우 소중한 연구 재원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앞으로 SANS 장치가 완성된 후에 하 

나로 SANS 장치를 이용할 사용자에게 SANS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또한 고분자 연구자들에게는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도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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