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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중성자빔이용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중성자는 물질의 정적, 동적 미시구조 연구에 유력한 산란 특성으로 

기초 물성 연구에서 첨단 신소재 개발 등의 재료과학 연구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현재 해외 여러 연구소에서는 중성자 법을 강조한 냉‧열 중

성자원을 갖춘 고출력 연구로를 운 하거나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

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노심 주위에 중수 

감속재를 설치한 고성능의 30 MW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를 건조 운

하고 있다. 하나로는 1995년 2월 첫 임계를 달성한 이래 단계적인 출력 

운전 시험을 거쳐 현재는 설계출력의 80% 수준에서 매주 3일간 정기적

으로 운전하고 있다.

하나로의 수평 실험공에서 얻어지는 중성자 빔을 이용하는 기술개발

은 기술적, 경제산업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성자를 이용한 기초 물성연구를 통하여 

신소재 특성 평가 및 개발, 고분자 및 생체구조 연구 등을 수행함으로

서 고부가가치의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중성자투과 비파괴검사

에 의해서는 고방사능 핵연료 및 원자로 부품 검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

성을 향상시키고, 산업용 복합 구조재, 우주항공 부품, 화공품, 방위산

업 부품 등의 검사로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중성자 빔 이용시설로서 하나로 이용 극대화

를 통한 국가원자력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원자력의 국

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과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하나로 수평공에 서로 상보적인 중

성자 빔 이용 시설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재료 평가 기술을 축적함

으로써 금속 및 합금, 자성체, 고기능 세라믹, 생체 고분자, 중합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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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구조/기능 재료의 구조해석 및 상전이 연구 등의 기초 물성연

구를 수행하는 한편, 금속재료의 기계적/물리적 성질에 대한 이방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집합조직, 재료 수명에 관련된 잔류응력 측정 및 방

사선 조사손상 연구 등과 같은 공학적인 연구도 수행할 수 있는 범 국

가적 시설로서의 개발 작업을 수행하 다. 또한 일부 시설은 설치 및 

특성 시험을 마치고 자체 연구와 더불어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개

방하여 공동 이용을 시작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고분해능 중성자분말회절장치(HRPD) 개발 및 이용

2. 잔류응력 측정장치 개발 및 성능시험

3. 4축 단결정 회절장치(FCD)의 개발 및 이용

4. 중성자 래디오그라피(NR) 기술 개발

5. 중성자 소각산란 분광장치(SANS) 개발

6. ST3 수평실험공 준비

7. 냉중성자원 설계 개념 정립과 개념 설계

8. 분광장치 주요 부품과 시료환경장치 개발

9. 중성자 분광기술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1. 고분해능 중성자분말회절장치 개발 및 이용

1994년부터 2년 반에 걸친 제작 후에 1996년 후반부터 ST2 수평 실험

공에 설치하기 시작한 본 장치의 설치 및 성능 시험이 계속되었다. 기계

적인 성능 시험과 전자제어 구동시험을 수행한 결과, 정 도 및 안정도가 

우수함을 확인하 다. 이어서 중성자를 이용하여 Ge(331), Ge(335) 및 

Cu(220) 중성자 단색기 정렬 시험을 수행하므로서, 단색화 빔을 이용한 

종합적 성능시험에 착수하게 되었다. SRM-Si, Ni, Al2O3 및 YIG 분말을 이

용한 중성자 파장 교정, 분해능 특성 측정, 회절상 형태 등 종합 시험을 

수행하여 분해능(최소 반치폭 : 0.3o), 신호대 배경계수비(Signal to 

background ratio, Ni에서 약 60), 중성자속(30MW에서 2x10
6/cm2-sec) 등

에서 세계 수준급의 장비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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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치 개발과 아울러 이용연구 고도화를 위한 시료 용기 등 보조도

구 및 각종 시료환경장치 개발이 병행되었다. 보조도구로서는 바나듐 및 

TiZr 시료 용기, 시료 회전대를 개발하 다. 시료환경장치로서는 10K-상

온 범위의 저온장치, 온도 범위가 10K-상온이고 자장이 0-1T인 자기장/저

온 장치 및  상온-1300K 온도 범위의 고온 진공로를 개발하 다. 또한, 

회절실험용 시료의 열처리 및 개스 제거를 위한 최고온도 1500K의 고온 

진공로를 제작하 다.

1998년 1월부터는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개방하여 이용 실험을 

시작하 으며, 1999년 12월말까지 산업계 23건, 학계 140건, 연구계 180

건의 측정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 주요 실험 대상은 핵연료 재료, 원자로 

구조재, 거대자기저항 시료 등 자성재료, 유전체, 형광체, 2차 전지재료, 

강판 및 알루미늄 등 산업용 금속재료들이며, 이들 재료에 대한 구조해

석, 상전이, 정량 상분석 등이 수행되었다.

  2. 잔류응력 측정장치 개발 및 성능시험

HRPD를 공업용 재료의 잔류응력 측정에 이용하기 위한 부가장치 및 측

정/분석 기술 개발을 수행하 다. 시료 내부를 잘게 스캔하기 위한 빔 슬

릿 시스템과 HRPD의 다중검출기를 교체하여 사용할 일차원 위치민감형 검

출기 장치를 개발하 다. 이후 북미/유럽 Round Robin 시료(알미늄 Ring 

& Plug와 SiC 복합 분말시료)를 이용한 성능 평가 시험을 수행하 으며, 

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AECL(카나다) 및 JAERI(일본)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본 장치의 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입증하 다.

  3. 4축 단결정 회절장치의 개발 및 이용

ST2 수평 실험공의 중성자 빔 일부를 HRPD와 공유하는 본 장치의 제

작, 설치 및 성능 시험이 수행되었다. Euler Cradle을 장착한 시료대, 중

성자 검출기 및 계측제어 장치의 제작/설치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Ge 단색화 결정 설치와 정렬을 끝내고, 금박 및 

image plate를 이용한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 속 세기 및 분포 측정,  

Ni 분말시료를 이용한 중성자 파장 교정 등을 수행하 다. 이후 단결정 

표준시료 KCl 및 KDP를 이용한 시료 방위 설정 정 도, 대표적인 반사면

에 대한 회절피크 측정 및 방위설정 matrix 계산, 측정 피크의 반치폭에 

의한 장치 분해능 특성 평가 등 종합 성능 시험을 수행하 다.

본 장치는 단결정 재료의 구조해석 뿐 아니라, 산업재료의 집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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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에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술 개발도 수행하

다. 서울 연구로 2호기에서 이미 집합조직을 측정 및 분석한 바 있는 

Zircaloy-4 판재 시료에 대해 집합조직을 측정한 결과, 서울연구로 2호기

에서 시간 제약으로(저출력) 1/4-상한 구역만을 장시간을 소요하여 측정

할 수 있었던데 반하여 하나로의 고중성자속으로 인해 분해능 개선과 아

울러 1/4-4/4상한 전 구역을 20배 이상 단시간에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1999년 후반부터는 시험과 이용 실험을 병행하 으며, Chrysoberyl, 

ZrO2, KDP 등의 단결정 구조 해석과 열연/압연 강판, 알루미늄 판재 등의 

집합조직 측정을 위해 산업계 6건, 학계 6건, 연구계 4건의 이용이 있었

다. 

  4.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 개발

전 단계에서 설치와 기본 성능시험을 마친 본 장치에 대한 정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또한 이용기술 개발로서 필름에 의한 직접법 및 전환

막에 의한 간접법의 촬  및 현상 기술, 마이크로 래디오그라피에 의한 

탄소강내 붕소 분포 측정기술, 그리고 화상 수집/처리 프로그램 개발 등 

중성자 화상처리 기초 기술개발을 수행하 다.

본 장치의 활용 빈도는 아직 높지 않은 편이나, 방위산업, 항공산업, 

주물산업, 복합구조재, 중금속 용기 검사 및 원자력 관련 학생 교육 등 

산업계 10건, 학계 12건, 연구계 18건의 이용이 있었다.

  5. 중성자 소각산란 분광장치 개발

CN 수평공에 설치하는 본 장치의 상세 설계, 주요부품 개발, 시험 및 

설치, 빔 특성 시험 등을 수행하 다.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빔 

셔터, 콜리메타, 단색화장치 등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한 제작이 이루어졌

다. 빔 특성 평가로서는 CNS 수직공내 중성자 특성 핵계산, 이중 PG(002) 

결정법 및 TOF법을 이용한 CN 수평공 중성자 빔의 파장 분포 측정, Be/Bi 

필터 투과 중성자의 중성자 파장 분포 및 투과도 측정 등을 수행하 다. 

또한, 직사빔에서의 배경산란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중성자 V-bender의 

입사/반사 빔간 각도 벌어짐 특성 및 투과도 측정도 이루어졌다.

본 장치의 검출기 장치로서 2D-PSD 장치의 검출기 본체와 계측 시스템

을 미국 Ordela사에 발주하여 개발하 고, 이를 설치할 개형 진공 용기를 

설계, 제작하여 진공도 및 검출기 이송대 등 내부에 설치할 기계적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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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

고분자 분야의 이용을 조속히 촉진하기 위해 시료 고정대와 고온 시료

환경장치를 개발하는 한편, 검출기의 효율 보정, q-range 교정 등에 필요

한 절차, 표준시료에 관한 정보 및 교정 기술을 습득하 다. 또한, 

2D-PSD를 설치하기 전에 1D-PSD를 이용하여 장치 전반의 설계 변수값을 

평가하고, 측정, 해석 절차를 습득하기 위해 1D-PSD 장치를 개발하여 실

험을 수행하고, 자료 해석 절차 및 S/W 이용 기술 등을 습득하 다.

  6. ST3 수평 실험공 준비

ST3 수평 실험공에는 다음 단계에 계면과 박막재료 연구를 위한 중성

자반사율 측정장치(Reflectometer)를 설치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이 수행되었다. 회전 셔터/콜리메터 구동부의 정비, 카드뮴 도금 강

판 콜리메터의 설치, 주변 바닥 편평도 측정 등 ST3 수평공 관련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개발할 장치에 대한 예비 작업으로서 하나로 중성자반

사율 측정장치의 개념 검토, 부품시험 장치를 겸할 중분해능 회절장치 개

념 설계와 평가 등을 하 다. 

  7. 냉중성자원 설계 개념 정립과 개념 설계

차후에 CNS 수직공에 설치할 냉중성자원에 대한 개념 설계와 안전 규

제 요건, 운전 조건 및 유지 보수 조건 등 설계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

  8. 분광장치 주요 부품과 시료환경장치 개발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이용 단계에 들어간 분광장치들을 이용한 

연구 분야 확대와 고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부품 및 시료환경장

치 개발을 수행하 다.

가. 중성자 단색화 결정 개발과 평가 - PG 및 Ge 단결정 특성 평가

나. 고분해능 콜리메타 개발 - 카드뮴 도금 강판 콜리메터 개발

다. HRPD 저온 시료환경장치 개발 - 최저 온도 10K의 CCR cold head

라. HRPD 고온 시료환경장치 개발 - 최고 온도 1,300K의 고온 진공로

마. 시료 열처리용 고온 진공로 개발 

    - 최고온도 1,800K, 진공도 2x10-6torr의 고온 진공로

바. 자기장-저온 시료환경장치 개발 - 최대 자장 1T의 전자석 및 

                       최저온도 10K의 Closed Cycle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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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SANS 고분자용 시료환경장치 개발 - 온도 역 상온-150
o
C

아. 중성자 1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 개발 

    - 검출 역 200x100(효율>60%), 120x100mm
2
, (효율>50% @1.8A)

  9. 중성자 분광기술 개발

중성자 분광실험에 의한 연구 역을 확대하고, 장치 개발, 운 과 이

용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분광기술 개발을 병행하 다. 

가.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에 의한 정량 상분석 기술

나. 집합조직 측정 및 해석 기술 개발 

다. 집합조직을 가진 다결정 재료의 Rietveld 해석 

   라. 집합조직을 갖는 공업재료의 결정 구조 해석 및 정량 상분석 

       기술 개발 

마. 단결정 측정/해석 기술 개발

바.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법 개발 

사. 자성체 구조 해석 기술개발

아. 중성자 소각산란에 의한 미시구조 해석 기술 개발

자. 중성자조사 Auto-radiography 

차. 중성자 supermirror 이용기술 개발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주 연구개발 결과는 HRPD, FCD, NRF, SANS 등 중성자 분광장치와 이들

을 활용하기 위한 분광기술이다. 이들 중성자 분광장치들은 국내 유일의 

중성자원인 하나로에 설치되어 국내 물리, 화학, 금속, 세라믹스, 고분

자, 광물, 기계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초과학과 공학적 응용 연구에 이용

될 수 있으며 원자력 관련 이용에서도 중성자 산란에 의한 재료 물성 평

가 및 설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들 장치는 포항 방사광 가속기 시

설과 함께 국가 주요 연구 기반을 이루며 앞으로 이용 기술 발전, 국내 

이용자 증가와 경험 축적 등 기반 확대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

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중성자 분광기술의 고도화,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기 개발한 분광장치들의 활용한 연구개발에 주력하며 SANS 및 PNS, REF 

등 계획된 분광장치들의 개발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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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성자 분광장치와 실험 설비 설계, 제작과 설치, 특성 평가 기술 

확보에 따라 향후 타 분광장치 개발에 보다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접근

할 수 있다.

2. 분광장치 주요 부품 개발과 국산화 그리고 국제적인 연구소들과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다.

3.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 회절장치 및 중성자 4축 단결정 회절장치를 

이용하여 원자로 재료 및 신소재의 정적/동적 미시구조 연구를 통한 데이

터를 생산하는 한편, 집합조직/잔류응력 측정 및 해석으로 재료 물성 평

가와 개선, 설계자료 생산에 활용한다.

4.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개발에 따라 금속조직 및 방사선 조사손상 연

구, 자성체 및 나노 입자 등 금속과 세라믹스, 중합체의 구조 및 거동 연

구, 생체거대분자 구명 연구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5.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를 이용하여 원자력, 항공/우주/방위산

업, 기타 일반 산업체의 복합구조재 등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특수 

부품에 대한 중성자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 산업적 파급효과, 안전성 향

상,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미시래디오그라피 기술을 탄소강 등 금

속재질 개선에 활용한다. 

6. 중성자 빔 이용 연구 활성화 및 고도화에 따라 산‧학‧연 이용자 요

구에 부응하는 중성자 이용 프로그램 및 이용기술 개발에 활용하여 기초 

및 응용과학의 기반 구축을 공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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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Neutron Beam Application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With materials of ever-increasing complexity becoming key 

elements of the technologies underpinning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ere is an ongoing need for tools that reveal the 

microscopic origins of physical, chemical, electrical, magnetic, 

metallurg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Neutron scattering is one 

such powerful tool for the study of structure and dynamics of 

materials. Neutrons are well suited to these purposes for several 

reasons owing to its unique scattering characteristics. Neutrons 

have, therefore, contributed to wide research fields of materials 

properties and to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High flux 

research reactors equipped with heavy facilities for neutron 

experiments have been constructed and planned in several advanced 

countries to enhance neutron scattering research capability.

 KAERI constructed the 30MW research reactor, HANARO, with heavy 

water moderator having various design features for nuclear power 

development and utilization. It reached its first criticality in 

February, 1995 and it has been operated by three days a week around 

80% of its full power level for last 2 years.

Technology development for neutron beam utilization at HANARO has 

a great importance in technical, industrial and social aspects. As 

for basic studies, neutron scattering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s among chemical composition, structures and dynamics, 

and physical behaviour on hard and soft matters. And so it gives 

many critical information and contributes to 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 The neutron radiography is useful for non-destr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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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of radioactive nuclear fuels and components, and it, therefore, 

contribute to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The technique 

could be also well used to non-destructive inspections of industrial 

composite materials, space and air industry components, and the 

defence industry. This work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domestic nuclear researches and development and to form a 

national research facility as an unique neutron source.

This project consists of design, fabrication and operation of 

neutron beam facilities and development of neutron scattering 

techniques for the materials research. These techniques can be 

applied to wide research areas such as the structure analysis and 

phase transition of metals and alloys, magnetic materials, fine 

ceramics, bio-materials and polymers, etc. Also, these can be 

applied to the engineering researches such as evaluation of 

texture, residual stress and radiation damage. The installation 

and the performance tests of some facilities have been finished in 

this period and those are opened to the external users from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high resolution neutron 

powder diffractometer

2. Development and performance test of the residual stress 

measurement facility

3.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four circle neutron 

diffractometer

4. Development of neutron radiography techniques

5. Development of the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6. Preparation of ST3 horizontal beam port

7. Summary of conceptual design of HANARO cold neutron source 

8. Development of main components for neutron spectrometer and 

sample environments

9. Development of neutron scatter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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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high resolution neutron powder 

diffractometer (HRPD)

After the fabrication of HRPD for 2.5 years since mid 1994, the 

installation had been done at the ST2 beam port from 1996 to the end 

of 1997. Its performance test had been carried out just after 

installation. The mechanical performance and control driving test 

showed that HRPD had excellent precision and stability. After the 

alignment test of Ge(331), Ge(335) and Cu(220) monochromators with 

neutron beam, full performance test using monochromatic neutron beam 

was started such as wavelength calibration, intensity and resolution 

characteristics by diffraction of SRM-Si, Ni, Al2O3 and YIG powders. 

It was shown that resolution (minimum FWHM : 0.3°), Signal to 

background ratio (60 in Ni) and neutron flux at the sample position  

(2x106/cm2-sec at 30 MW) are very excellent, and it could be regarded 

as a highly competitive neutron diffractometer in the world. 

Several supplementary tools and sample environments were 

developed togeth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HRPD rapidly. The 

sample cans made of Vanadium and TiZr alloy, and the sample rotator 

were developed. A low temperature sample environment down to 10K 

using a cold head of Gifford-Mcmahon type closed-cycle refrigerator, 

a cryogenic/magnetic field environment down to 10K / up to 1T and a 

vacuum furnace up to 1,300K were fabricated. And another vacuum 

furnace up to 1,500K was made for heat treatment and degassing of 

specimens. THe HRPD has been opened to the external users from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ince January 1998 

and the number of experiments during 1998-1999 were 23 from 

industries, 140 from universities and 180 from research institutes, 

respectively. The samples were nuclear fuel materials, structural 

materials of reactor, wide oxide compounds, magnetic materials such 

as colossal magneto-resistance materials, dielectric and fluor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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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industrial application such as steel and aluminum 

alloy, and rechargeable battery materials.

2. Development of the residual stress measurement facility

In order to measure the residual stress of engineering materials 

at the HRPD, the optional devices, tools and techniques for 

measurement and analysis were developed. That is, 1D-PSD(Position 

Sensitive Detector) unit to be used in place of multi detector in 

HRPD and beam slit system for fine scanning of gauge volume in 

specimen were developed. The performance test was carried out using 

the Round Robin specimen(Al ring & plug and SiC composite powder 

specimen). Comparing with AECL(Canada) and JAERI(Japan) data, 

procedure and its measuring capability was quite comparable to them. 

3.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four circle neutron 

diffractometer (FCD)

The fabrication,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the FCD 

which shares the ST2 beam port with the HRPD has been done. The 

sample table with an Eulerian cradle, detector unit and counting & 

control system were developed and installed. Also, the instrument 

control program for single crystal and texture measurement was 

developed and tested. After installation of the Ge monochromator, 

neutron flux distribution at the sample position was evaluated by Au 

wire activation and image plate. The wavelength calibration was made  

by Ni powder. By diffraction measurements of KCl and KDP(KH2PO4) 

single crystals, precision of the sample alignment was determined. 

Also, the procedure and control test such as diffraction peak from  

representative reflection planes, computation of the orientation  

matrix and evaluation of resolution were carried out. FCD can be 

used for the texture measurement of engineering materials as well as 

single crystal study. 

Zircaloy-4 sheet sample whose texture was measured at TRIGA 

MARK-III reactor was measured again by the FCD. Comparing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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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old data, the resolution is much better, and full 1/4∼4/4 

phases can be measured in a very short time (approximately 20 times 

faster) due to the high flux of the HANARO. FCD has been opened to 

the external users since second half of 1999. Structure analyses of 

Chrysoberyl, ZrO2 and KDP single crystals and texture measurement of 

hot/cold rolled steel plate and Al alloy sheet were carried out. The 

number of experiments was 6 from industries, 6 from universities and 

4 from research institutes. 

4.  Development of neutron radiography techniques

In the previous phase, the installation and basic performance 

test of the NRF had been done already. The full performance test of 

the NRF was carried out in present phase. The techniques of direct 

method by film and indirect method by transfer screen were well 

established, and boron distribution measurement in carbon steel by 

neutron induced auto-radiography wwas developed, too. Also, a 

prototype for neutron image processing such as collecting and 

processing S/W of image data were developed.

 The facility has been used in the non-destructive test for 

defence, space and air industry components and general industrial 

materials. Also, the students training from 5 universities related 

to nuclear engineering was provided annually. The number of 

experiments was 10 from industries, 12 from universities and 18 from 

research institutes. 

5. Development of the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Detailed design,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most of main 

instrument components to be installed at CN(cold neutron) beam port, 

and characterization of the flux distribution of the port were 

carried out. Nuclear calculations for various configuration of the 

CNS vertical hole, measurement of neutron wavelength distribution at 

CN port by double PG(002) crystals method and T-O-F method has been 

measured. The evaluation of the neutron energy distribu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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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properties of the Be/Bi filters was made. In order to 

reduce the background and stray scattering from the direct beam, 

transmission and angular separation between incident and reflected 

neutron beam of the V-bender were measured.

Detector part and counting system of 2D-PSD were developed by the 

company, Ordela(USA). The large vacuum chamber, which will contain 

the detector was designed, fabricated and fully tested. 

A sample holder and high temperature heater block were developed 

for polymer applications. Procedures of detector efficiency 

correction, q-range correction, and information and techniques on 

standard samples has been established. The procedures of measurement 

and analysis, and related S/W for the 1-D PSD system  were acquired.

6. Preparation of ST3 horizontal beam tube

Since the installation of neutron reflectometer (REF) for the 

measurement of characterization on thin film is scheduled in the 

next phase of this project, various preparatory works has been 

underway. Maintenance of the inpile section of the port such as the  

rotating shutter collimator, installation of collimator with cadmium 

plated steel sheets and mapping of ST3 ground flatness, etc. were 

done. As a preliminary planning for the facility, concept of the REF 

and medium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were reviewed.

7.  Conceptual design of HANARO cold neutron source 

For the sake of conceptual design of the cold neutron source to 

be installed at CNS vertical hole in future, design demands related 

to the safety guards, operation condition and maintenance were 

examined.

8. Main parts of neutron spectrometers and development of sample 

environment

In order to enhance research capabilities using the developed 

experimental facilities, the following parts and sampl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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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developed.

a.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neutron crystal monochromator - 

evaluation of characteristics of PG(pyrolitic graphite) and 

Ge single crystals

b. development of high resolution collimators - collimator with 

cadmium plated steel sheets

c. development of low temperature sample environment facility 

for HRPD - closed-cycle refrigerator type cold head to 10 K 

d.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sample environment for HRPD - 

vacuum furnace up to 1,300 K

e. development of magnetic field / low temperature sample 

environment - electromagnet up to 1T and CCR to 10 K

f. polymer sample heater block for SANS up to 150 ℃

g. development of 1-dimensional neutron position sensitive 

detector - detection area 200×100 and 120×100 mm
2, 

efficiency > 60 % (at 1.8 Å)

9. Development of neutron scattering techniques

In order to enhance research areas by neutron scattering and to 

deepen techniques for instrumen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facilities, following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a. quantitative phase analysis using the high resolution neutron 

powder diffraction

b. texture measurement and analysis techniques

c. Rietveld analysis for powder diffraction

d. crystal structure and quantitative phase analysis techniques 

of industrial materials with texture

e. single crystallography by the FCD

f. neutron time of flight technique

g. structure analysis of magnetic materials

h. structure analysis using the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i. neutron-induced auto-radiography

j. development of utilization techniques of neutron super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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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Utilization pla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s

Ma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s are neutron spectrometers 

such as HRPD, FCD, NRF and SANS and the utilization techniques of 

them. These facilities were installed at HANARO which is the only 

national neutron source, and those can be applied to the research of 

basic science to applied works such as physics, chemistry,  material 

science, mineralogy and machinery.  

These facilities will be one of major national research 

infrastructure with the Pohang light source and the utilization of 

them would be strongly enhanced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users  

and accumulation of neutron scattering experiences.

In the next phase, research and development using the developed 

facilities should be more activated by advanced neutron scattering 

techniques and competitive experiments. Also, the development and 

the utilization of neutron spectrometers such as SANS, PNS and REF 

would be progressed evenly.

1. Techniques such as the design,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of 

neutron spectrometer and experimental equipment, and performance 

test were developed. New spectrometer could be, therefore, developed 

with effective and inexpensive way.

2. Through the in-house development of main parts of neutron 

spectrometers and the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institutes 

based on established techniques, more advanced techniques could be 

developed. Some techniques such as 1-D PSD could be commercialized 

by careful estimation and proving of durability.

3. HRPD and FCD could b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data for 

reactor and advanced materials through the static and dynamic study 

of microscopic structures. Those can be applied to the improvement, 

design data produc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aterial properties,  

by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exture and residu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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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y developing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research basi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metal structure, radiation damage, 

magnetic materials, nano particles, ceramics, polymer structure and 

dynamics, and study of biological huge molecules will be prepared.

5. By doing non-destructive examination for materials of reactor, 

aerospace and defence industries using the NRF, it contributes to 

the industrial pervasive effect, enhancement of safety and 

development of defence industry. Micro-radiography technique will be 

applied to the improvement of  metal properties such as carbon 

steel.

6. Basis of basic and applied science will be solidified by 

developing neutron beam utilization programs accepting the demands 

of users from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utiliz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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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중성자가 국에서 Chadwick에 의해 1932년 발견되고 1940년대 초에 

미국에서 최초의 원자로가 가동된 이래 중성자 빔 이용연구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물리학 분야에서만 수행되었다. 중성자 산란 연구는 초기부터 

보다 성능이 개선된 즉, 높은 중성자 속을 생산하는 원자로의 개발과 이

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분광장치 개발, 개발된 장치에 의한 새로운 연

구 역의 확대가 반복적으로 선순환하는 발전 과정을 밟아왔다. 이러한 

축적을 바탕으로 1970년대 중반 그레노블 ILL에서 냉중성자원과 중성자 

유도관, hot source 등 혁신적인 설비를 갖춘 중성자 빔 이용연구 전용의 

HFR 연구로가 가동되면서 분광장치에서도 혁신적인 기술적 발전과 광범위

한 이용 기술의 개발, 연구소 내부의 제한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잠재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이용 체제 구축 등에 따라 물리, 화학, 

금속과 세라믹스, 고분자와 생물학, 산업적 이용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특히 1980년대가 되면서 원자로에 의한 중성자속의 개선에 한계가 오면서 

분광장치의 설계와 효율적 이용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주어졌고, 이는 

연구 역과 연구자의 저변 확충에 더욱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현재는 

선진국은 사용 가능한 중성자 시간(beam time)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원자로의 노후화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

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 미국과 일본에서는 고에너지의 

대전류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파쇄 중성자원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중성자는 물성 연구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여러 

특성들은 연구 분야와 접근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단독적으로 또는 서

로 결합되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중성자 산란 기법의 기초가 된다. 

-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투과 능력이 높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시료환경장치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등 in-situ 연구가 가능하다.

- 중성자의 산란 단면적은 원자번호와 무관하고 주기율표 상의 대부분

의 원소에서 비슷한 크기 정도를 갖는다. 따라서 X-선과 달리 중원소 환

경하의 경원소들에 높은 민감도를 가지며, 같은 원자번호의 동위원소들이

나 인접한 원소들도 구별하기 쉽다.

- 동위원소간 산란단면적의 차이 중에서도 중요한 원소인 수소와 중수

소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커서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수소 문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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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생물학 등의 연구에서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 높은 중성자 속을 얻을 수 있는 파장과 에너지가 물질의 구조와 운

동 역과 일치하여 0.1A-10μm 의 크기와 μeV-eV 역의 에너지 범위의 

연구를 대상에 따라 다양한 분광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중성자는 자기 능률을 갖고 있어 자성 연구의 직접적인 도구(probe)

로서 중성자 발견 초기부터 전통적으로 자성 상호작용과 구조 연구의 강

력한 수단이 되었다. 또한 이를 이용한 편극 중성자를 사용하여 자성-비

자성 산란단면적의 분리, 높은 민감도의 자성 연구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고 또한 국내 원자력 산업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도 열출력 30MW의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를 

건조하게 되었다. 중성자빔이용연구 과제에서는 중장기 계획 사업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의해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중성자 빔 이용 장치를 설치

하기 위한 ST1-4 수평실험공의 회전 셔터/콜리메터의 제작과 설치, 

ST1-2, CN 및 NR 수평공 중성자 특성 측정, HRPD/FCD/PNS/SANS/NRF 설치

용 하부구조와 dance floor 등 바닥공사와 같은 원자로 주변의 설비 준비

를 수행하 다. 또한 이 기간중에 중성자 투과 비파괴 검사장치(NRF)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한편,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HRPD) 및 중성자 

4축 단결정 회절장치(FCD)의 상세 설계 및 주요부 제작을 진행하 다. 또

한 비파괴 검사를 위한 직접법 및 간접법 등의 NR 기술, 중성자 회절을 

재료 구조 연구에 적용하기 위한 Rietveld 해석법 등의 측정 및 해석 기

술 개발을 병행하 다.

1997년 중장기 계획 사업의 기획과 1998년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재평

가에 따른 기획 결과, 2006년 말 3단계 종료 시점의 과제 최종 목표는 다

음과 같다.

1. 상호 보완적인 중성자 빔 실험장치와 분광기술의 개발 및 이용으

로서 하나로 6개 수평공에 중성자 분광장치 개발과 이용

가.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 회절장치(HRPD)

나.  4축 단결정 회절장치(FCD)

다.  중성자 투과 비파괴 검사장치(NRF)

라.  중성자 소각산란 분광장치(S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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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편극 중성자 분광장치(PNS)

바.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

사.  3축 중성자 분광장치(TAS) 

2. 중성자 빔 이용 재료 물성 평가 및 설계자료 생산

가.  중성자 산란에 의한 재료 결정구조, 정량상분석, 집합조직/잔류응력 측정, 

자성체 구조와 상전이 연구 등 재료물성 평가 자료

나.  소각산란에 의한 재료내 미시구조 측정 및 해석 기술 자료

다.  중성자 투과 비파괴 검사기술 이용 원자력/방산/항공 산업과 일반 산업 부

품 검사

3.    고도 중성자 투과 비파괴 검사 기술개발

가.  미시 래디오그라피(auto-radiography) 기술개발

나.  중성자 토모그라피와 실시간 비파괴 검사 기술개발

4.     냉중성자 실험시설 건조 계획 수립

이러한 최종 목표에 따라 당해 단계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 목표를 제

안하고, 수행하 다.

1. 중성자 빔 실험장치 운 /이용 기술개발 ; HRPD, FCD, NRF, SANS 

개발, 운 과 이용 기술 개발

2. 외부 이용자 지원 기반 구축 ; 기기 이용 체제, 현장 교육과 외부 

이용자 지원, 공동/협동 실험과 연구

3. HRPD/FCD 설치 완료 후 이용 착수와 SANS 설치

가. HRPD, FCD 설치, 부분별 구동 시험, 장기 종합 성능시험 완료 

후 일상 이용

나. SANS 주요 부품과 차폐체 설치와 부분별 구동 시험 

다. HRPD

    (1) 44, 65, 90, 120도의 4개 단색화 결정 회절각

(파장 0.98 - 2.5A, Qmax 약 11.1A
-1
),

    (2) collimation 1차 (6'/10'/20'/40'), 2차 (30'/open), 3차

(10'), 32 He-3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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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료위치 중성자 속 2.5x10
6
 n/cm

2
-sec 이상, 측정 분해

능 δd/d - 2x10-3 

라. FCD

    (1) 45도 단색화결정 회절각, Ge(331)에 의한 0.980A

    (2) collimation (20', 30', 50')-55'-(18', 60'), 단일 He-3 

검출기

    (3) 시료 위치 중성자 속 6.6x10
5
 n/cm

2
-sec 이상

    (4) 대형 정  Euler cradle에 의한 대형 시료, 시료환경장치 

설치가능

마. SANS

    (1) 액체질소 냉각에 의한 Bi, Be filter, 중성자 속도 선별

기(4-8A,  δλ/λ-10%)

    (2) pin-hole collimator, 128x128 pixels (5mmx5mm 공간 분

해능) 2차원 위치 검출기

    (3) 시료 크기 5-20mm, Q 범위 0.06-8 nm-1, Qmin 1.0nm
-1 에서

중성자 속 3x105 n/cm2-sec

4. 분광장치 주요 부품 및 시료환경장치 개발

가. 중성자 단색화 결정 개발과 특성 평가 기술 개발

나. 고분해능 collimator와 정  이송 구동 장치 개발

다. HRPD용 저온 시료환경장치(10-300K)

라. HRPD/SANS용 자기장-저온 시료환경장치(0-1.2T/10-300K)

마. HRPD용 고온 시료환경장치(300-1300K)

바. SANS용 polymer 시료환경장치

사. 1차원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5. 중성자분광기술 개발 : 재료구조 해석, 집합조직/잔류응력 측정 및 

해석, 자성체 구조해석, 고분자 구조해석

6. 산업체 중성자 비파괴 검사기술(NR) 이용 확대, 기술고도화

   가. 기 개발 기술의 적용 확대와 미시 래디오그라피에 의한 철강 

산업에의 이용

나. 중성자 실시간 래디오그라피를 위한 성능 평가용 상처리 장

치 기본 모델 개발

7. 냉중성자원 설계 개념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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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표는 충실히 달성하 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결

과는 제 3장에 자세히 기술하 다. 

이번 단계에서부터 중성자 분광장치 이용이 시작되므로서 중성자를 이

용한 물성 기초연구, 신소재 특성 평가, 고분자 및 생물학 분야의 연구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 첨단연구 및 신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중성자를 이용한 물성 연구를 통하여 신소재개발, 

생체 구조연구 등의 고부가가치 연구 개발과 중성자투과 비파괴 검사에 

의한 고방사능 핵연료 및 원자로 부품 검사로 원자력산업 안전성을 향상

하고, 산업용 복합구조재, 우주항공부품, 화공품, 방위산업 부품 등의 비

파괴검사로 관련 산업 생산성을 높힐 수 있게 되었다. 

중성자 빔 이용 연구는 직접적인 산업적 활용에도 의미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기초, 응용 연구에 강력한 수단이며, 국내 유일의 시설로서 분야

간 연계성이 다양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개발된 중성자 분광장치

들은 국가적 연구시설로서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개방하여 공동 이용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도 이루어 질 것이다. 

재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HRPD와 FCD를 이용한 결정 구조해석, 상

전이와 집합조직, 잔류응력 측정, 자성체 구조연구에 주력하며 현재의 활

용도를 우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례 웍샵, 훈련과정, 우수연구사례 홍보를 지속하며, 국외 선진연구소의 

고급 이용자들과의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우수한 연구에는 고급 시료환

경장치의 구비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다음 단계에서 FCD, SANS 분

야의 장치를 위주로 개발할 것이다. 

중성자소각산란장치(SANS)의 주요 본체가 제작되었으므로 다음 단계에

서 성능 시험을 거쳐 본격 이용에 들어가게 되면 금속과 세라믹스의 미시

구조연구와 중합체의 구조와 거동연구를 수행하며, 생체 거대분자 구조연

구의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성능 시험 시점까지 내부 인력의 집중 

투입, 위탁과제와 함께 국내 고분자 연구자들에 대한 사전 준비와 홍보, 

이용 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며 자체적으로는 금속과 세라믹스 등 hard 

matter를 연구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포항방사광의 SAXS 장치

와 연계하여 연구 기반과 체계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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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원자로 중성자 빔을 이용하는 연구는 핵물리와 응집물리학의 아주 제

한된 분야에서의 연구 수단으로만 이용되어 왔으나, 1970년 중반 이후 양

질의 중성자장을 얻을 수 있는 연구로의 건조, 혁신적인 중성자 분광기술

의 발전, 냉중성자 이용의 급증 등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응집 물리

학 및 재료 연구에 강력한 수단으로 발전하여 왔다.

대표적인 경우로 물성 연구 및 중성자 분광연구를 위해 원자로실과 냉

중성자 이용동에 걸쳐 수십대의 중성자 분광장치를 설치, 이용하고 있는 

유럽공동연구소 ILL의 HFR를 비롯해서 프랑스 LLB의 ORPHEE, 덴마크 RISO 

DR-3, 미국 NIST의 NBSR, 카나다 CRL의 NRU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아세아 

지역에서는 일본 JAERI의 JRR-3M, 인도 BARC의 DHRUVA를 비롯해서 호주 

ANSTO의 HIFAR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JAERI의 JRR-3M에는 수평 실험공에 

7대, 5개의 냉/열중성자 유도관에 19대의 고성능 중성자 분광장치를 설치

하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BATAN의 GAS-30에도 분말 

회절장치, 3축 분광장치, 소각산란 분광장치 등 여러 중성자 빔 실험장비

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다.

구미와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랜 기술 개발과 이용 연구의 역사가 

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산학연의 중성자 산란 이용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방사광 이용과 함께 연구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중성자 빔 이용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연구 수요의 급증에 비해 현재도 이용 가능한 시간(beam 

time)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고중성자속 연구로

(high flux reactor)의 노후화와 폐쇄, 새로운 원자로 건설의 어려움 때

문에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독일, 호주, 중국 등에

서는 중성자 산란을 주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로 건설을, 미국과 일

본, 구라파에서는 양성자 가속기를 이용한 파쇄 중성자원(spallation 

neutron source)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속기 연구자들을 중심으

로 이러한 추세에 맞춘 연구가 시동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15년 이

상 원자로 중성자 빔이 중성자 분광기술 분야의 주된 수단일 것은 의심할 

수 없다. 한국은 고중성자 속의 열출력 30MW의 하나로를 개발, 운 함으

로써 중성자 빔을 이용한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의 기반을 갖추

게 되었다.

장치 개발 면에서는 효율적인 고성능 냉중성자원과 중성자 거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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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mirror & guide)에 대한 개발과 대면적 위치민감형 검출장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전용장치, 편극중성자 이용과 소각산란 기술, 파쇄 중성자원

용 비행시간 측정법(TOF)을 기본으로 한 에너지-운동량 범위 확대, 미소 

시료량 이용 가능 등 고성능 중성자 분광장치 개발이 활발하다. 

이용 연구 면에서는 전통적인 회절과 소각산란, 비탄성산란, 편극 중

성자산란, 산만 산란 등 분광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교한 장치와 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냉중성자는 기술 선진국 중심으로 이

제는 필수적인 중성자원으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연구 대상 분야와 실험 

장치, 분광기술도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냉중성자를 이용한 연구는 재료

공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유전공학 등에서 기존 열중성자로서 수행한 

연구범위를 넓히고 고도의 기술 개발 여지가 매우 광범위하다.

하나로가 가동되기 이전에는 서울에서 운 되어 오던 연구로 2호기

(TRIGA-MARK III)의 중성자 빔을 이용하여 금속 재료의 집합조직-이방성 

상관관계 연구  및 중성자 투과  비파괴 검사  기술에  의한  핵연료와 

방위산업 부품 검사 등의 극히 제한된 연구만이 수행 가능하 다. 고중성

자속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건조에 맞추어 여기에 중성자 분광  장치를 

설치하여 이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설계/제작/설치/

시험/운  등의 경험을 보유한 전문 연구인력의 태부족과 국내 관련 기반

기술 구축 미흡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원자력 연

구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지원으로 이제는 최소 임계 수준의 기반은 갖

추어 가고 있다. 

중성자 비파괴 검사 기술의 경우에는 연구로2호와 하나로에서 직접법 

및 간접법에 의한 중성자 투과 비파괴 검사법은 확립되어 있으나, 중성자 

TV 화상처리 기술의 미비로 실시간 검사에는 아직 취약성이 있다.

이번 단계에서 개발을 완료하여 이용중이거나, 개발 진행중인 실험 설

비 중심으로 국내외 기술 수준을 아래 표에 비교하 으며, 이어서 각 분

야별 국내 기술 현황과 가능한 부분의 비교를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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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국내 기술수준 국외 기술수준

중성자분말회

절장치

(HRPD)

  장치 성능은 중성자속 10
6
, 분해

능 10-3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이나 

시료환경장치 구비와 이용 기술 및 

우수한 이용 실적 등은 장치 가동 

초기로서 상대적으로 낮다.

  고중성자속 연구로를 운 하는 선진

연구소에 약 10여기 운 중이다. 시료

대  위치에서 중성자속 105-107, 분해

능 10
-3
-10

-4
 수준으로서 4K 이하의 극

저온, 2000도 이상의 고온, 고압 및 고

자장 시료환경장치 등 다수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다.

4축 단결정 

회절장치

(FCD)

  기본 구조와 성능은 국제 수준이

나 단색화 결정이 다양하지 못하여 

아직 파장 변경이 쉽지 않고, 현재 

이용 기술 정착단계이다. 다음 단계

에서 시료환경장치 개발과 이용, 분

광기술의 정착이 이루어질 전망이

다.

  선진 연구소에서는 전통적인 4축 단

결정 회절장치에 더하여 2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장치나 Image Plate를 이

용한 고성능 장치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저온 및 고온, 자기장 시료환경

장치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중성자 

소각산란 

분광장치 

(SANS)

  냉중성자원이 없이 액체 질소 냉

각 filter를 이용한 장치로서 8m 기

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장치

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기술을 

갖추면 연구 수요의 80% 정도는 수

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선진 연구소에서는 전통적인 수준에

서 냉중성자를 이용한 30m급 SANS 

장치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합

체 분야에서의 산업적 이용이 활발하

다. 또한 금속과 세라믹 등 hard 

matter에 대한 연구가 발전, 지속되고 

있다.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

  NRF는 중성자 강도 및 분해능 특

성이 세계 일류급이며, 필름법에 의

한 이용은 활발하다. 중성자 TV 및 

미시 래디오그라피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원자력, 항공, 방위 산업체 부품 검

사 등에 이용중이며, 실시간 화상처리 

기술에 의해 유동 현상 연구 등도 활

발히 시도하고 있다. 

1. 중성자 회절 분야

고분해능 중성자 회절은 중성자 소각산란과 함께 수많은 중성자 산란 

장치들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장치로 인정되고 있다. 장치 구성 원리는 널

리 알려진 Bragg 법칙에 따른 것이나 전세계적으로 10여기가 운 되는 현

재 장치 성능이나 수준은 높은 중성자 속과 함께 기계적인 면에서나 중성

자 계측 등 각 요소의 기술적 한계에 도전하는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고, 

운 과 이용 기술도 전문적인 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원자로 중성자원

에서의 HRPD로는 미국 NIST에 1기, 일본 JRR-3에 2기, 호주 1기, 유럽에 

6-7기 정도만이 있으며 하나로 HRPD는 이들 장치와 비교할 때 중성자 속

과 분해능, 사용 가능 파장과 회절상의 질 등 전체적으로 세계적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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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으나 고온/저온/자기장 등 각종 시료환경장치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분석 기술과 이용 실적에서도 장치가 국내에서 가능해진 

초기여서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며 국외에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부 

이용자들은 곧 우수한 결과들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고분해능 중성자 분광장치(HRPD)와 4축 단결정 회절장치(FCD)는 이번 

단계에서 장치 개발이 완료되어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방하 으며 

이를 통해 하나로 중성자 빔 이용의 본격적인 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HRPD는 장치 성능 사양이나 구조, 성능 시험 결과 등을 볼 때 세계 수준

의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단계 종료 시점에 이용 단계에 착수한 FCD는 

전통적인 구조의 회절장치로서 우수한 성능의 장치이다. 그러나 단색화 

결정, 중성자 계측, 분광기술, 시료환경장치 등 주요 부분에서 다음 단계

에서 지속적인 개발과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국제적인 수준의 장치와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 이용에 들어가면서 중성자 회절에 특수한 시료 용기, 시료환경장

치의 개발도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V, TiZr 시료 용기는 연구소 레이저 

연구 그룹인 양자광학기술개발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체 개발하여 지

속적인 이용과 양질의 데이터 획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료환경장치는 

국내에서 액체 헬륨 이용이 어렵고 고가임을 감안하여 10K 수준의 저온과 

1300K까지의 고온 시료환경장치는 성공적으로 개발, 이용되고 있으며 자

기장/저온 시료환경장치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개발 과정에서 확보된 기

술을 바탕으로 향후 FCD, SANS 등의 시료환경장치들도 많은 부분을 자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분광기술 분야에서는 장치 원리와 구조에 대한 기술, 장기간에 걸친 

성능 시험과 교정, 개선에 따른 기술적 지식과 경험의 확보가 주된 일이

었으며, 단계 후반부터 재료 연구에 대한 비중을 높일 수 있었다. 분말과 

단결정 회절과 기본적인 분석, Rietveld 분석 기술의 심화, 다상 시료에 

대한 정량 상분석(quantitative multi-phase analysis), 구조 상전이, 자

성체 구조 연구 등이 주로 수행되었으며, FCD의 주요 산업적 이용분야인 

집합조직의 측정과 해석 기술이 정립되었다. 또한 잔류응력 측정 장치의 

개발과 측정 및 해석 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전용장치 개발을 위한 주요 

기술을 확보하고, HRPD를 이용한 측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장치 운  경험의 축적과 분광기술의 확보에 맞추어 국내 산학연 연구

자들에게 장치를 개방하여 공동 이용, 이용 기술 보급과 협력 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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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재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취약한 저변과 한정된 인력의 연구소 사정을 고려하

면 이러한 기조를 지속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에는 다음 단계에서도 커다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전반적으로 중성

자 회절 분야는 기반 구축과 장치 본체에서는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 다

고 할 수 있으나 이용기술과 수준, 시료환경장치, 국내외 연구자들과의 

원활한 공동 이용 체제 등에서는 아직 미흡하다. 이들은 다음 단계에서 

많은 부분을 해소하여 국제적 수준의 이용 연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중성자 래디오그라피 분야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분야에서는 1997년까지 설치와 주요 시험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이번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장치 성능 시험, 안정적인 이용 

체제 구축과 시설 정비, auto-radiography 기술의 정착과 실시간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에 대한 시험적 연구개발과 외부 이용자에 대한 홍보와 지원 

등이 수행되었다.

직접법과 간접법에 의한 사진법에서는 장치 성능이나 이용기술 개발에

서 모두 국제적인 수준이지만 국내 산업 구조상 이용 실적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 이용 외에는 대학과 방위산업 분야, turbine 

blade, Al 주물 등 주조 산업에서 간헐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단계에서는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의 특수한 응용으로서 고체 

비적 검출기(Solid State Nuclear Track Detector)를 이용하여 물질내 붕

소, 핵분열 물질 검출을 할 수 있는 중성자 유도 auto-radiography를 서

울 연구로 2호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로의 양질의 높은 중성자 속

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 

포항 제철 기술연구소, 소내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과 협력하여 철강내 

붕소의 정성적 분포 측정 연구를 마치고, 정량적 측정에 대한 연구를 시

도하고 있다. 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은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과 연계하여 

지속하려고 하며, 내부적으로는 핵연료 등 핵물질에 대한 연구를 다음 단

계에서 시도하려고 한다. 정성적 분포 측정과 분석은 국제적 수준으로 안

정적이며 국내 철강산업에 앞으로 널리 이용되리라 기대된다.

실시간 중성자 래디오그라피는 타당성 검증과 기초 기술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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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장치를 구성하고, 장치 각 구성 요소들의 성능 기여도, 주요 기술적 

장애를 이해하고 경험 축적 등을 목표로 시도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

으나 다음 단계에서 중성자 토모그라피, 실시간 상화 등을 목표로 한 

개발이 수행될 것이다.

3. 중성자 소각산란 분야

이번 단계에서 장치 개발과 관련하여 설계와 제작을 포함한 가장 많은 

일이 수행된 분야이다. 장치를 설치할 CN 수평공 내부 in-pile plug와 

beam shutter를 설치한 후 수직공 반사체 후보들에 대한 평가, 중성자 스

펙트럼 측정, 평가 및 관련 기술의 개발, 중성자/감마선 필터 제작과 특

성 평가, 중성자 속도 선별기 등 단색화 부분에 대한 대부분의 제작과 시

험, 평가를 종료하 다. SANS 장치에 대한 개념 설계, 상세 설계, 1차원 

PSD를 이용한 장치 변수 검증, 빔 콜리메타와 시료대 부분, 대형 2차원 

PSD의 조달과 이를 설치할 진공 용기와 기계적 구조물들, 데이터 해석 코

드들의 정비와 분석 기술 습득 등이 이루어졌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부분별 현장 설치와 통합, 장치 전체의 설치와 장

치 제어시스템의 설치, 구동 시험을 거쳐 종합적인 장치 성능 평가를 수

행할 계획이다. 하나로 SANS 장치는 설계 시점에서부터 당분간은 액체 질

소 냉각 필터에 의한 분광장치를 제작하지만 앞으로 냉중성자원(cold 

neutron source)을 설치하여 냉중성자 실험동(cold neutron laboratory)

으로 장치 전체를 이전하여 설치할 때를 대비하여 주요 부품들의 사양을 

결정하 다. 

또한 현재의 액체질소 냉각형 필터를 사용하는 장치 구성에서도 1차원 

PSD 시험에 의한 초기 결과에 의하면 하나로의 양질의 높은 중성자 속에 

의해 우수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국외 장치들과 비교해도 연

구 수요의 대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일부 특수 실험이나 장파장에서 높

은 중성자 속이 요구되는 실험은 하나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선진 연구

소와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장치 효용과 이용도 관점에서도 충분

히 타당하다 판단된다. 또한 향후 고가의 냉중성자 원이 설치될 때를 대

비해도 SANS 기술과 경험 축적, 내부 연구 및 국내 연구자들의 이용 연구 

지원, 인력 양성 등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일

본, 호주, 인도네시아에 이어 본격적인 SANS 장치를 가동하게 되면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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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협력 연구에도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

해서는 조속한 장치 안정화, 내부 전문 인력의 보강과 연구 능력 강화, 

방사광 소각산란 분광장치(SAXS) 장치와도 연계하여 국내 연구들과의 협

력체제 구축 등 많은 일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4. ST3 수평공 준비와 냉중성자 설계 개념 정리

단계 3차 년도인 1999년부터 다음 단계를 대비한 준비와 이번 단계에 

본 과제에 통합된 냉중성자원 개발 과제의 마무리 작업으로 수행되었다. 

1997년 중장기 기획 시점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발전된 분야로서 

기초 연구와 함께 산업적 이용이 큰 ‘반사율 측정과 해석’ 분야를 새롭게 

반 하여 2000년부터의 장치 개발을 대비하여 기술 현황과 개념 설계, 기

술적 요구 사항 조사 등을 수행하 다. 

그 동안의 중성자 분광장치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

으로 개념 설계와 차폐체 구조 및 간섭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

까지 검토되었으며, 다음 단계에서 상세 설계와 차폐체와 주요 부품 제

작, 일부 장치 설치까지의 본격적인 장치 개발이 수행될 것이다. 냉중성

자 설계 개념 정립은 기존 수행된 결과를 기본으로 물리적 분석 사항 정

리, 설계 요구사항과 향후 계획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 다.

반사율 장치는 향후 고체-고체, 고체-기체, 고체-액체, 액체-기체 등 

다양한 계면 현상과 자성구조와 현상, 나노 입자구조 특성평가 등 중성자 

소각산란 분광장치와 함께 주요한 재료 특성 평가 장치가 될 것이다. 현

재 국내에는 중성자에 의한 기술은 전무한 실정으로 국제적인 주목과 활

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들 분야에 기여할 것이다.

5.분광장치 주요 부품과 시료환경장치 개발

당해 단계에서 중성자 분광장치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적 장애와 경험 

부족에 기인한 어려움 아래서도 많은 시도를 했고, 또한 나름대로 중요한 

결과들과 기술 축적을 기할 수 있었다. 국내 중성자 빔 이용 연구 기반이 

척박한 현실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했으나 이

들 시도들은 장기적으로 중성자 분광기술의 자립에 기본적 요소가 되는 

것들이므로 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노력과 시도를 할 계획이다. 주요한 결과들만 간략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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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단색화 결정 평가는 중성자 분광장치의 핵심 요소인 단색화 결

정(monochromator)들인 모자익 결정(mosaic crystal)의 질과 성능을 평가

하는 것으로서 이번 단계에서 pyrolytic graphite(PG) 단결정과 Si, Ge 

단결정들에 적용하면서 기술을 개발하 다. 아직까지 중성자 부품 시험 

전용 장치(test station)가 없어 시험을 위한 장치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

으나 TOF 장치, 회절 고니오미터 장치들을 이용 rocking 커브, 반사능 측

정, 모자익 분산값 측정과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 ST1 수평공에 

PNS 장치를 개발하면서 부수 장치로서 시험 전용 장치를 구성하여 단색화 

결정의 평가에 활용할 것이다. 어느 연구소라도 중성자 실험실을 유지 발

전시키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들로서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분해능 콜리메타(collimator) 제작 기술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간헐

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번 단계에서 카드뮴 도금 강판을 이용하여 성능과 

특히 칫수에서 재현성있는 콜리메타 제작 기술을 개발하려고 시도하 으

나 아직 안정되지 못한 수준이다.

Gifford-McMahon식의 CCR(closed-cycle refrigerator) cold head를 이

용한 10-300K 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온 시료환경장치를 HRPD를 주 

이용장치로 하여 개발하 다. 관련 개조와 바나듐 시료용기, 헬륨 개스 

봉입형 알미늄 시료용기 통 등 관련 부품들도 개발하여 우수한 성능에 견

고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장치로서 HRPD 이용도 제고에 큰 기여를 하 다. 

개발 경험과 기술은 타 분광장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앞으로 FCD, 

SANS, PNS 장치들의 저온 시료환경장치 개발에 활용할 것이다. 이를 바탕

으로 위탁과제에서는 회절장치 시료대용 전자석을, 모과제에서는 저온장

치를 개발하여 결합시킨 저온-자기장 시료환경장치 개발을 시도하 다. 

그러나 자기장을 가한 상태에서 온도 변화를 주며 회절 실험을 할 수 있

는 이 시료환경장치는 실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다음 단계에서 전면 

재설계와 개조가 필요하다. 

HRPD용 300-1300K 역의 고온 시료환경장치는 내외부 이용자들로부터 

예상보다 높은 이용도와 호평을 받은 장치로서 주요한 경험 축적과 기술

적 요소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앞으로 온도 역을 보다 세분하여 빠른 

온도 변화 응답성을 갖는 장치, 균일도 향상, 시료 용기, 개스 분위기 조

절, 보다 고온 역의 장치 등 이용도를 높이고, 양질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와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SANS 장치의 polymer 시료용 고온 시료환경장치를 개발하 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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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정 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으며 시료 용기, 온도 제

어 프로그램과 장치 제어 프로그램에의 통합도 이루어 앞으로 SANS 장치

가 공개되면 높은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차원 중성자 위치 민감형 검출기(PSD)를 개발하 다. PSD는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희소하며 상업적으로 원하는 성능을 갖는 검출기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앞으로 중성자 분광장치 개발에서의 유연성 확보와 

장치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한 요소이므로 국내 기술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시도하 다. 위탁과제와 함께 3년에 걸쳐 개발하 으며 어

려운 기술적 장애를 유럽 분자생물학연구소의 A. Gabriel 박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국제적 수준의 고성능 1차원 PSD 제작 기술을 확보하 다. 실

용 수준의 시작품과 2번째 검출기를 제작, 잔류응력 측정을 위한 현장 시

험 등 회절 측정에 적용하여 설계 성능을 입증하 다. 본 기술은 X선 산

란장치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국내에서 소각산란 X-

선 분광장치, 반사율 측정장치, 회절장치 등 고성능 X선 분광장치나 방사

광 장치들의 개발과 이용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6.중성자 분광기술 개발

당해 단계에서는 NRF, HRPD, FCD 장치들이 개발되어 순차적으로 가동

되면서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분광기술 개발이 단계 후반으로 갈수록 주

요 연구개발 활동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용도 

제고와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들은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

준의 분광기술 개발과 이들의 활용이 관건이다. 단계내에서 확보하거나 

개발중인 분광기술들의 현황을 간략히 기술한다.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 기술은 현재 가장 중요하고도 널리 이용되

는 기술로서 당해 단계에서는 HRPD 장치 성능 평가가 전반부에, Rietveld 

해석 기술 등 분석 기술의 확보와 이용이 후반부에 주로 이루어졌다. 내

부적인 연구개발 우선 순위와 외부 이용자들의 이용 요구 비중에 따라 결

정 구조 분석과 정량 상분석(quantitative multi-phase analysis)에는 상

당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었고, 자성 구조 분석에도 기초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이나 이 부분은 중성자 회절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로서 

다음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FCD가 가동되면서 서울 연구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높은 수

준의 분광기술을 확보한 분야가 집합조직 측정과 해석이다. 한정된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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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분석 코드 개발은 하지 않기로 하 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

수한 해석 코드를 활용하기로 하고, 신속히 이용 기술을 개발하여 높은 

활용도를 갖게 되었다. 현재 집합조직 측정 해석과 분말 회절 기술을 결

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제적 수준의 측정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단결정 회절 기술은 위탁과제와 함께 측정 절차와 

해석 기술을 개발하 으나 아직은 기술 개발과 이용에서 초기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잔류응력 측정과 해석 기술은 HRPD의 부가 장치로서 장치를 개발하

고, 측정 및 해석 기술도 개발하 다. 측정 원리상 장시간이 필요한 측정

을 과제에서 개발한 1차원 PSD를 이용하여 실용적 수준의 단시간에 측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측정 절차와 해석 기술도 주요한 기본 기술은 

개발하 으나 실제 시료를 이용한 본격적인 적용은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

질 전망이다.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법은 서울 연구로에서 1970년대 중반에 시도하

다가 낮은 중성자 속과 당시의 열악한 전자제어장치 때문에 개발 중단한 

기술로서 CN 수평공 평가와 단색화 결정 평가 등 다목적 이용을 목표로 

개발하 다. 기술 개발과 함께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과 평가, SANS 장치 

Bi/Be 중성자 거르게(filter), PG, Si 등 단색화 결정 평가 등 활발하게 

이용하여 앞으로도 수평공 중성자 평가, 중성자 광학 부품 평가 등에 주

요한 기술로서 활용될 것이다.

SANS 장치 활용을 앞두고 시험적으로 porous silica와 micelle을 이용

하여 소각산란 분광기술의 습득과 장치 교정, 측정 데이터 전처리 등 기

본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입수한 해석 코드들의 적용 등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 다. SANS 분광기술은 다음 단계 전반부에 장치 성능 시험과 함께 

핵심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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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고분해능 중성자분말회절장치 개발 및 이용[1-1]

새로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 ; 30MWth)의 중성자빔을 이용한 

재료물성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중성자분광장치 개발의 일환으로, 그 첫 

번째는 물리, 화학, 금속, 요업 등 신소재 특성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보

편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분해능 분말회절장치(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 HRPD)를 ST2 수평 실험공에 설치하

기로 결정되어 1997년 7월까지의 이전 단계에서는 설계, 제작, 부품시험, 

현장 설치 및 시험 등이 진행되었으며, 당해 단계에서는 시험 결과에 따

른 일부 장치의 조정 및 중성자빔을 이용한 특성 시험 등을 수행하 다.

본 HRPD는 설계 당시의 세계적인 현황 분석을 토대로 일류급의 성능을 

갖도록 설계하 는데, 최고분해능은 Δd/d=2x10-3이고 시료에 입사하는 중

성자속은 빔 인출각도 90도에 설정된 Ge(331)의 경우 106/cm2/sec에 달하

도록 하 다. 32개의 검출기를 5도 간격으로 배치한 다중검출기 장치를 

공기 부상식으로 정  구동하여 계측 효율을 증대하도록 하 으며, 실험 

조건에 따른 분해능 변화 및 파장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러한 기

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성자 단색화장치로서 4중 수직 집속 장치

에 Ge(331), Ge(335), Cu(220) 단색화 결정을 부착하며, 제1 콜리메터는 

6', 10', 20' 및 개방(약40')의 4개를 선택 사용하고 제3 콜리메터는 10

‘으로 하 다. 이러한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자체 설계된 HRPD는 국제

입찰을 거쳐 1994년부터 2년여 동안 프랑스 CILAS사에 의해 제작되었으

며, 1996년 10월부터 하나로 현장에 반입하여 설치 및 시험을 수행하

다. 

당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시작된 이러한 각종 구동제어 시험과 

계측제어 장치 시험 및 교정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작업을 수행하 다. 특히 이전 단계의 기계/전자적인 시험에 

이어서 중성자빔을 이용한 종합시험으로서 단색화결정 정렬 및 시험, 효

율 및 파장 교정, 분해능 특성 시험, 표준 시료 측정 및 분석에 의한 장

치 성능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이용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 다. 1998년 1월부터는 내부적인 특성 시험과 병행하여 외부이용자

들에게 개방하여 측정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 및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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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이 이루어지도록 하 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1998년과 1999년 2년 동안에 연구계 180건, 산업

계 23건 및 학계 140건의 이용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림 1.1은 현재 각종 

재료의 구조해석 연구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고분해능 분말회절장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1.1 하나로 ST2 수평 실험공에 설치되어 운 중인 H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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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치 조정 및 특성 시험

가.구조적인 개선

(1) dance floor 평면도 변화 및 개선

HRPD 장치 설치의 제1단계로서 1996년 10월에 프랑스 기술진에 의해 

dance floor를 설치한바 있으며, 이어서 본 장치를 설치하여 기계구동 시

험을 수행하던 중, 7-8개월이 경과하면서 다중검출기 장치의 공기부상 구

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dance floor의 level을 재측정한 결과 

각 대리석 블록간의 level이 ±0.7mm까지 차이가 남이 발견되었다.(표

1.1.1) 이는 120톤에 달하는 HRPD 본 차폐체의 하중에 의한 바닥의 변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리석 하부의 몰탈이 굳으면서 발생하는 평면도 

변형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CILAS 측에 그 보정 작업을 의뢰하여 

dance floor 표면에 대한 전반적인 grinding 및 polishing 작업을 수행하

다. 본 작업중에는 다중검출기 자체를 이용한 반복적인 시험을 수행하

여 전면적에 걸쳐 구동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으며, 현재까지도 별다

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표 1.1.1 변형후 dance floor 편평도 (단위:mm)

1 2 3 4 5 6

A 0.6 0.4 0.3 0

B 0.8 0.55 0.3 0.2 0.2

C 1.3 0.9 0.55 0.6 0.2 0.1

D 1.4 0.9 0.45 0.4 0.25 0.2

E 1.3 0.65 0.35 0.45 0.5

F 1.2 0.9 0.55 0.7 0.5

G 1.4 0.8 0.7 0.5 0.45

H 1.55 0.9 0.55 0.8 0.8

I 0.5 0.95 0.8

  

Beam

Direction

(2) Background 개선

중성자빔을 이용한 시험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각된 것은 

background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 

작업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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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eam path와 beam stopper

HRPD 제작시에는 제2 콜리메터로서 분산각 30'의 솔러 콜리메터를 

사용하거나 개방상태로 사용하도록 하 으며, 이로부터 시료 사이에는 

5mm 두께의 boron rubber와 강판으로 이루어진 2개의 슬릿장치를 설치하

여 사용하고, 직사빔 선상에는 검출기 앞에 10mm의 boron rubber를 5mm 

강판에 부착한 제1 beam stopper를 설치하도록 하 다. 그러나 실제 중성

자빔을 이용한 종합특성시험 과정에서 본래의 슬릿 및 beam stopper가 제

대로 중성자빔을 막아주지 못하 고, 3-4cm(슬릿) 및 5cm 이상(beam 

stopper)의 borated polyethylene을 사용해야만 시료에 입사하는 빔의 크

기를 제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사빔의 투과 및 산란을 방지할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그림 1.1.1-a). 따라서 그림 1.1.2에서 보는 바와 같은 

beam path를 새로히 제작하여 설치하므로서 background를 현저히 감소시

킬 수 있었다.(그림 1.1.1-b)

(나) 제3콜리메터 사이의 차폐 보강

초기 중성자빔 이용 시험시에 높은 background를 주는 주요 원인

으로서 beam path와 함께 검토된 것은 검출기장치내의 제3콜리메터 사이

의 공간이었다. 검출기 장치에는 32개의 검출기가 5도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앞에는 길이 350mm의 외곽틀이 직육면체형인 솔러 콜리메터가 

시료 중심을 향해 부채살과 같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콜리메터 사이에

는 쐐기형의 공간이 있고 이 부분에는 콜리메터를 투과하는 일부 중성자

들이 이웃하는 검출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0.5mm 두께의 카드뮴판을 삽

입하 다. 그러나 중성자빔 시험에 의해 카드뮴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에따라 borated PE를 쐐기형으로 가공하여 채워 넣으

므로서(그림 1.1.3) background를 줄일 수 있었다.(그림 1.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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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Beam path 및 제3콜리메터간 차폐 

개선에 따른 Al2O3 회절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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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새로운 beam path가 설치된 모습 

그림 1.1.3 제3콜리메터 사이에 쐐기형 borated PE를 삽

인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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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콜리메터 개선

대부분 측정 실험에 사용되는 시료 크기는 지름이 보통 10-12mm 

이내로서 단색화 결정과 시료의 폭으로 주어지는 자연적인 분산각 자체가 

30′ 정도로서 본래 사용하고 있던 솔러 콜리메터 분산각과 비슷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기하학적인 계산에 의해 필요한 폭 만큼만 열어

놓는 개방형 콜리메터를 사용함으로써 분해능의 변화 없이 시료에 입사하

는 중성자 강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되었으며, 그림 1.1.4와 

같은 개방형 콜리메터를 제작하여 설치한 후 Ni 및 Al2O3 분말을 이용하여 

분해능 및 회절 강도 변화를 검토하 다. 시험 결과에 의하면 분해능과 

S/N비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중성자 강도는 약 30% 증대되었다.(표 

1.1.2)

표 1.1.2. Ni 및 Al2O3 회절상에 의해 구한 중성자 회절 강도 이득

Collimator

Type

Sample

Ni Al2O3

Peak BKG Gain Peak BKG Gain

Soller

Collimator
40266 650

30%

25721 380

52%
Aperture

Collimator
52410 860 39112 520

그림 1.1.4 Apperture형 제2콜리메터. 좌로부터 Apeture, 외곽틀

          및 Aperture와 외곽틀 결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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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동 및 계측 안정도

(1) 구동 특성 

회절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무게가 약 2톤에 달하는 32-다중검출기 

장치를 정 하게 제어하기 위해 공기 부상식으로 구동하도록 되어 있으

며, 회전축 중심, 즉, 시료대 중심에 절대엔코더를 설치하여 ±0.003o의 

정 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  구동 상태를 장기적으로 반

복하여 시험하 으며, 그림1.1.5에는 가장 일반적인 측정에 해당하는 

0.05도 간격으로 100회, 즉, 5도를 scan하므로서 전체적으로는 0-160도의 

회절상을 얻는 경우의 각 스텝의 요구 각도와 절대 엔코더에 의해 확인되

는 실제 각도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차이가 ±0.003o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5  32 검출기 장치의 회전구동 정 도 

단색화결정장치에는 단색화결정 정렬을 위해서 1개의 회전대, 서로 직

각인 2개의 직선이송장치, 산란벡터 방향으로 놓인 1개의 tilting용 고니

오메터, 수직 집속 구동장치가 있으며, 4면에 부착된 단색화 결정 중에서 

필요한 결정을 선택하기 위한 회전대가 준비되어 있다. 이중에서 2개의 

회전대와 고니오메터에는 단색화결정의 위치를 정 하게 확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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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엔코더가 부착되어 있다. 그러나, 중성자빔을 사용하는 실제 측정실

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빔 중심선상에서 가까운 결정 선택용 회전대 및 고

니오메터의 절대엔코더의 고장이 발생하 으며, 그 시기 또한 빔중심에 

가까운 쪽이 먼저 고장났다. 이는 단색화결정 장치에는 열중성자 이외에

도 고속중성자 및 고에너지의 감마선들이 다량으로 입사되므로 장기적으

로 이에 노출됨에 따른 방사선 조사손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

재는 해당 엔코더를 교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엔코더 제조사에

서는 이미 해당 엔코더 형식을 일부 변경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

를 HRPD의 제어장치와 결합하기 위한 준비가 추가로 요구되어 지연되고 

있다.

(2) 계측 안정도

(가) 전기적 잡음

32개의 검출기와 1개의 모니터에 대한 측정 계수를 위한 계측시스템의 

pre amplifier 및 amplifier/discriminator 교정을 마친 후, reference 

pulse를 이용한 종합 시험 과정에 discrimination level을 넘는 강한 잡

음 신호가 다량으로 발생하며 그 양의 변동 또한 매우 심한 것이 발견되

었다. 이 사실을 제작사인 CILAS에 통보하 으며, 파견된 기술자와 점검

한 결과 UPS 장치에서 다량의 잡음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전원선을 통해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UPS 출력을 일

단 AVR을 거쳐 구동/계측 제어 장치로 입력되도록 하 다.

(나) 회절상 측정 안정도

회절상의 모양, 즉, 각 피크들의 폭과 높이 및 형태는 이후 결정 구조 

해석과정에서 분석 정 도와 결정구조를 결정하는 각 parameter들의 값에 

크게 향을 주게 되므로, 전 회절상에 대해 동일한 상태로 측정이 수행

되어야 한다. 또, 온도변화 등 시료환경을 바꾸어 가며 측정하거나, 서로 

다른 조건으로 만들어진 시료에 대한 비교 측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안정도는 더욱 더 중요해진다. 이러한 측정 안정도를 시험하기 위해 동일

한 시료에 대해 반복 측정을 수행하고 각 회절상을 상호 비교하 다. 그

림 1.1.6은 5회 반복 측정된 Al2O3 회절상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측정이 서로 잘 일치하여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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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Al2O3 5회 반복측정을 통하여 확인된 측정 안정도

다. 단색화결정 시험 및 정렬

(1) 단색화 결정 정렬

가능한 시료에 많은 중성자를 입사시키기 위해서는 단색화 결정을 정

하게 정렬해야만 하며, 아래에 그 과정을 기술하 다.

(가) 시료대 중심에 pencil detector를 설치한다. 중심 높이로부

터 상하 각각 20mm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카드뮴으로 차폐한다.HRPD

를 위하여 시료회전장치 설치대에 삽입할 수 있는 전용 거치대를 제작하

으며, 여기에 지름 20mm의 검출기를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모터 구동제어 모드(PDM_No)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단색화 결

정을 선택한다. 선택된 단색화 결정면 중심 부분이 단색화 결정 장치 회

전축 중심에 놓이게 된다.

(다) Focussing 조절 모터 구동 모드에서(PDM_F) 단색화 결정 설

치시에 확인하 던 “평면상태” 위치에 설정한다. 이후에 "focusing 상태" 

위치 확인을 위한 측정이 별도로 수행되므로 이 과정은 생략하여도 무방

하다.

(라) 단색화결정 회전대를 회전하며(PDM_Theta) rocking curv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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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후, 중심 위치에 놓는다.

(마) X 및 Y 직선 이송대를 이동시키며(PDM_X, PDM_Y), 각각의 경

우에 대한 중성자 강도를 측정하고, 중심 위치에 설정한 후 (라)를 반복

한다.

(바) Tilting 고니오메터를 회전하면서(PDM_Phi) rocking curve를 

측정하고, 최대 중성자 강도 위치에 놓은 후 (라)를 반복한다.

(사) Focusing 조절 모터를 구동하며(PDM_F) 0에서 10까지의 전 

구간에 걸친 중성자 강도 변화 곡선을 측정한다. 이 곡선에는 “평면 상

태”에 해당하는 일부 구간의 수평선과 비교적 폭이 넓은 피크 1개와 폭이 

매우 좁은 피크 1개가 나타난다(그림 1.1.7). PDM_F를 폭이 넓은 피크의 

최대 강도 위치에 설정한 후, (라)를 반복한다. Ge(331)가 단색화빔 인출

각도 90도에 설정되었을 때, Al2O3 분말회절상으로부터 구한 focussing에 

의한 중성자 강도 이득은 약 2.7배 다.

위에 기술한 정렬과정의 주요 측정 예를 그림 1.1.8에 수록하 다.

(2) 결정 및 인출각에 따른 변화

그림 1.1.7. PDM_F 구동에 따른 중성자 강도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RPD의 단색화결정장치에는 4개의 서로 다른 

단색화 결정을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Ge(331), Ge(335) 및 Cu(220)의 3가지 결정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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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단색화결정 정렬과정에서의 rocking curve

      (a) PDM_X, (b) PDM_Omega, (c) PDM_P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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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요구되는 분해능 및 중성자 강도 요건을 고려하여 최적 조건에서 

측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색화빔 인출각도도 44, 65, 90 및 120도의 4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부착된 3가지 단색화 결정에 대해 각 단색화빔 인출각도에서 앞 항

에 기술한 절차에 따라 최적 상태로 정렬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각 인

출각도에서는 시료대를 이동하여 단색화결정-시료대간의 거리가 최소 및 

최대인 두 지점에서 본 측정을 수행하 으며, 각 경우에서의 중성자 강도 

변화를 검토하 다(그림 1.1.9)

(3) 결정의 회전에 의한 다른 파장 사용 가능성 검토

그림 1.1.9. 단색화 결정, 단색화빔 인출각도, focussing에 

     따른 시료대에 입사하는 중성자강도 변화

단결정의 역격자 공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임의의 역격자 [hkl] 방향 

주변에는 다른 역격자 [h'k'l'] 방향이 비교적 작은 각도 범위 내에 여러

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다면 한 개의 단색화 결정에서 본

래 주어진 파장 이외의 파장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장치의 유연성은 그

만큼 커지게 된다.따라서 Ge(331) 및 (335)에 대하여 넓은 각도 범위에 

걸쳐 omega scan을 수행하 으며,(331)과 (335) 이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있는지 검토하 다. 그림 1.1.10에 Ge(331) 주변의 scan 결과

를 보이고, 표1.1.3에는 (331) 및 (335) 주변의 높은 강도의 피크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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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Ge(220)을 사용한 Ni 분말회절상을 그림 1.1.11에 수록하 다.

그림 1.1.10 Ge(331) 주변 회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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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1 Ge(331)을 회전하여 Ge(220)에 설정한 후 측정한 Ni 분말      

회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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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ta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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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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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 ---

표 1.1.3. Ge(331) 및 (335) 주변의 강한 반사를 갖는 회절면

λ

(Å)
PDM_THETA

λ/2

(%)

Intensity

(/10sec)

(335) 1.22 136.59 -  4,400

(224) 1.63 141.63 1% 11,000

(331) 1.83 138.10 -  9,650

(220) 2.83 151.41
λ/2 및 λ/3가 상당량 섞여 

있는 상태

(111) 4.62 116.11 ? ?



- 31 -

라.분해능 특성

(1) 분해능 개요

분말회절장치의 분해능은 장치에 사용된 콜리메터들의 분산각, 단색화 

결정의 mosaicity, 단색화빔 인출 각도, 회절 각도 등에 의해 결정되어지

며, 회절 피크의 반치폭 또는 Δd/d로서 표시되고 후자는 전자로부터 변환

할 수 있다.회절각도에 따른 반치폭의 변화는 이미 1960년대 초반에 

Caglioti[1-2] 등에 의하여 기본적인 포물선 형태로 계산하는 관계식이 

주어졌으며, 이후 수직 분산등에 의한 향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A 1/2= U a
2
 + V a + W ,   a = tanθ/tanθM                   

U=
4(α

2
1α
2
2+α

2
1β
2
+α

2
1β
2)

α21+α
2
2+4β

2            

V=
4α22(α

2
1+2β

2)

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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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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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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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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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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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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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에서 θ는 Bragg 회절각도, 2θM은 단색화빔 인출각도, αi는 각 콜

리메터의 분산각, β는 단색화결정의 mosaicity이다.

이러한 관계식은 현재까지도 분말회절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장치 설계 및 검증 뿐만 아니라, full profile refinement에 의한 데이터 

분석과정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peak profile parameter로서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표준 시료에 의한 분해능 측정

단색화 빔 인출각도 90도에서 Ge(331)과 (335) 단색화 결정을 사용하

여 측정한 Ni, Si, Al2O3 등의 표준 시료와 UO2와 같이 단순한 구조를 갖

는 시료의 데이터에 대한 full profile refinement로부터 각 피크들의 반

치폭을 구하고 이를 (1)에서 언급한 이론적인 계산치와 비교하 다. 이 

때 제1 콜리메터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20'으로 선택하

다. 그림 1.1.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값이 비교적 잘 일치하여 장치

의 분해능 특성이 설계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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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1 콜리메터 교환에 따른 특성 변화

(1) 분해능 및 중성자 강도의 변화

앞의 라.-(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치의 분해능은 사용된 콜리메터 

및 단색화 결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HRPD에서는 

실험 목적에 따라 단색화빔 인출각도를 고정한 상태에서 분해능을 변화시

킬 수 있도록 단색화 결정에 입사하는 빔의 분산각을 제어하는 제1콜리메

터를 6‘, 10’, 20‘ 및 open(약 40')의 4가지를 준비하 으며 선택적으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편, 분해능과 중성자강도는 서로 

반비례하여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작은 분산각의 콜리메터를 사용하면 그

만큼 중성자 강도가 줄어들게 된다.또한 분산각이 작을수록 상대적인 설

치 오차가 커지게 되므로서 투과도가 이론치보다 작아지는 경향이 있게 

된다. 본 과정에서는 Al2O3 분말에 대해 단색화빔 인출각도 90도에서 

Ge(331)을 사용하고 제1 콜리메터를 바꾸어가며 회절상을 측정하여 분해

능(피크 반치폭) 변화 및 중성자 강도(피크 크기)를 비교하 으며, 각 콜

리메터 경우에 대해 이론적인 계산치와 비교하 다. 그림 1.1.13과 표 

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이론적인 계산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분산각이 제일 작은 6’의 경우에는 이론치에 비해 상대적

으로 약간 큰 반치폭과 낮은 투과율을 보이고 있다.  

바.측정 가능 최소 시료량 검토

소량의 시료에 대한 HRPD의 측정감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YIG 시료에 

대한 중성자 회절상을 측정하 다. 측정시 장치 조건은 콜리메이션은 α

1=20',  α2=30', α3=10'이었으며, 제1, 3 콜리메터는 솔러형, 제2 콜리메

터는 aperture 형이었다. 단색화빔 인출각도 90도에 설정된 Ge(331)로부

터의 1.834Å의 중성자가 사용되었다. 시료는 지름 2mm, 높이 3.5mm (부

피 0.94cc)의 바나듐 시료캔에 넣었으며, 그림 1.1.14 (a)에 보인 바와 

같이 총 소요시간을 1시간에서 11시간까지 변화시켜가며 회절상 측정을수

행하 다. 그림 1.1.1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시간(215초/step) 이상 

소요된 경우의 회절상은 분석에 충분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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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331), 2θM = 90
o

Ge(335), 2θM = 90
o

그림 1.1.12. 단색화빔 인출각도 90도에서 Ge(331)과(335)에 대한 

           계산 및 측정 분해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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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준 시료 측정 및 분석

HRPD 설치 이후에 각 부분별 또는 종합적인 구동/계측제어에 관한 시

험 등이 수행되어 설계요건에 합당하도록 제작 설치되었음을 확인하 으

나, 구조가 잘알려져 있는 표준 시료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결과

를 가지고  최종 평가를 수행하 다. 표준 시료로서는 Si, Al2O3, Ni 및 

YIG 분말을 사용하 다.

표 1.1.4. 제1콜리메터 교체에 따른 중성자 강도 변화 

제1콜리메터 6' 10' 20' open

S/N 비 49 63 65 63

Counts/10sec 256 747 1457 2686

Gain 0.18 0.51 1 1.84

그림 1.1.13 제1콜리메터 교체에 따른 분해능 변화 



- 35 -

(a)

그림 1.1.14 0.94cc의 YIG에 대해 측정 소요시간에 따른

           회절상 비교(a) 및 6시간인 경우의 회절상(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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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

실리콘 분말은 세계적으로 파장 및 점 교정에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갖고 사용되고 있는 미국 표준연구소(NIST)의 SRM-640b를 입수하여 사용

하 으며, 일반 화학시료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 WAKO사의 실리콘 분말도 

보조로 특성시험에 사용하 으며, 1999년에는 한국표준연구원에서 제조한 

표준 실리콘분말도 입수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림 1.1.15 및 표 

1.1.5에는 SRM-640b에 대한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Al2O3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하여 corrundom 구조의 α-Al2O3 분말을 제조하

여 측정 및 분석하 다. 본 시료는 구조의 변화가 적고 회절반사가 비교

적 많이 분포하여 전반적인 특성 평가에 유용하다. 그림 1.1.16 및 표 

1.1.6에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수록하 다.

(3) Ni

본 분말은 면심 입방정계 구조를 가지며 격자상수 또한 3.5Å정도로 

작아 매우 뚜렷한 소수의(1.8Å의 경우 0-160도 사이에 5개) 회절 반사만

이 나타나 피크 형태 변화 등을 감시할 수 있으며, 특히 단위시간당 회절

강도가 다른 시료에 비해 월등히 높아 짧은 시간에 장치 상태를 검토하기

에 유리하다. 그림 1.1.17 및 표 1.1.7에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보 다.

(4) YIG (Y3Fe5O12)

Yttrium iron garnet은 격자 상수가 큰 (약 12.4A) 체심 입방정계 구

조의 시료로 중성자 파장이 1.8Å인 경우 0-160도 사이에 100여개의 회절

피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겹쳐지지 않는 독립 피크가 많아 

전 회절각도 구간에 걸친 특성 측정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YIG의 경우에

는 상온에서도 ferrimagnetic structure를 가지고 있어서 저각에 자성피

크가 나타나므로 자성구조 해석을 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YIG에 대한 

회절상에 대해서는 제9절 7항 자성구조해석 기술 개발 부분에서 언급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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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5. Si 분말 회절상 

그림 1.1.16. Al2O3 분말 회절상

그림 1.1.17 Ni 분말 회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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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Si 분말 회절상의 Rietveld refinement 결과

 ==> ATOM PARAMETERS:

  Name    x     sx       y     sy       z      sz      B   sB  occ.  socc.

 Si    0.12500(   0)  0.12500(   0)  0.12500(   0)  0.000(  0)  8.000(  0) 

 => Cell parameters      :

                    a = b = c =  5.43094 (calibrated, fixed)

                    α = β = γ =  90

  => Overall tem. factor  :    0.51822   0.03225

 => Halfwidth parameters :    

   U = 0.33860( 933), V = -0.42163(1651), W = 0.22279( 680), η = 0.21234(1416)

 

 => Zero-point:   0.6627  0.0031

 => Refined wavelength:  1.834649 0.000049

 => Background Polynomial Parameters ==>

                              251.194     1.30951    

                             -16.2716     6.96948    

                              11.1265     14.6732    

                             -122.605     48.9001    

                              279.476     30.4497    

                              166.736     77.3114    

 

 ==> RELIABILITY FACTORS WITH ALL NON-EXCLUDED POINTS

 => Cycle:  5 => MaxCycle: 10

 => N-P+C:  2621

 =>  R-factors (not corrected for background):

 => Rp: 5.13     Rwp: 6.70     Rexp:    5.23 Chi2:  1.64      L.S. refinement

 => Conventional Rietveld R-factors:

 => Rp: 20.4     Rwp: 14.8     Rexp:   11.56 Chi2:  1.64    

 => Deviance: 0.440E+04     Dev*  :  1.676    

 => DW-Stat.:    1.3603     DW-exp:     1.8911

 => N-sigma of the GoF:   2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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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Al2O3 분말 회절상의 Rietveld refinement 결과

==> Space Group  R -3 c

==> ATOM PARAMETERS:

 Name   x    sx      y    sy      z     sz     B   sB   occ.  socc.

 Al    0.00000( 0)  0.00000( 0)  0.35232( 8)  0.070( 27)  2.000(0)

 O     0.30606(11)  0.00000( 0)  0.25000( 0)  0.157( 19)  3.000(0)

 => Cell parameters      :

       a = b = 4.75859 (  8),    c = 12.99121( 25)

       α = β = 90,              γ = 120

 => Halfwidth parameters :   

    U = 0.37268( 589), V = -0.48789(1008), W = 0.25795( 408), η = 0.10864( 514)

 => Zero-point:   0.5611  0.0018

 => Background Polynomial Parameters ==>

                              217.625     1.20943    

                             -83.7673     5.15317    

                              4.77121     13.4240    

                              292.238     30.6749    

                              72.7539     28.6481    

                             -266.879     46.5844    

 

 ==> RELIABILITY FACTORS WITH ALL NON-EXCLUDED POINTS:

 => Cycle:  1 => MaxCycle:  5

 => N-P+C:  2877

 => Rp: 4.95     Rwp: 7.06     Rexp:    4.52 Chi2:  2.44      L.S. refinement

 => Conventional Rietveld R-factors ==>

 => Rp: 9.25     Rwp: 10.4     Rexp:    6.63 Chi2:  2.44    

 => Deviance: 0.744E+04     Dev*  :  2.583    

 => DW-Stat.:    0.9258     DW-exp:     1.8999

 => N-sigma of the GoF:   5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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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7. Ni 분말 회정상의 Rietveld refinement 결과

==> Space Group  F m3m

 ==> ATOM PARAMETERS:

  Name    x     sx       y     sy       z      sz      B   sB  occ.  socc.

 Ni    0.00000(   0)  0.00000(   0)  0.00000(   0)  0.132( 22)  0.500(  0)

 ==> PROFILE PARAMETERS:

 => Cell parameters      :

                    a = b = c =  3.52452( 6)

                    α = β = γ =  90              

 

  => Halfwidth parameters :  

    U = 0.38572(1004), V = -0.44230(2042), W = 0.24825( 851), η = 0.15224(698)

 => Zero-point:   0.5739  0.0023

 => Background Polynomial Parameters ==>

                              534.108     2.68968    

                              21.5448     14.3773    

                             -1.63291     31.0379    

                              139.169     98.0708    

                              68.0892     64.7407    

                             -82.4187     154.222    

 

 ==> RELIABILITY FACTORS WITH ALL NON-EXCLUDED POINTS:

 => Cycle:  1 => MaxCycle:  5

 => N-P+C:  2681

 => Rp: 3.53     Rwp: 4.73     Rexp:    3.29 Chi2:  2.07      L.S. refinement

 => Conventional Rietveld R-factors ==>

 => Rp: 8.51     Rwp: 7.68     Rexp:    5.34 Chi2:  2.07    

 => Deviance: 0.560E+04     Dev*  :  2.089    

=> DW-Stat.:    1.1409     DW-exp:     1.8938

 => N-sigma of the GoF:   3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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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치 운

가.장치 교정

중성자빔을 이용한 장치 종합 시험과정에서 32개 검출기들에 대한 상

대적인 효율 보정, 중성자 파장 및 회절각도의 점 교정을 위한 절차들

을 확립하 으며, 장치 셋업 변경 후에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약 3개월

에 한번 정도씩 이 교정 실험을 수행하여 장치의 미세한 변동을 검토하도

록 하고 있다. 아래에 그 절차를 기술한다.

(1) 검출기 효율 교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RPD 검출기 장치에는 32개의 검출기가 5도 간

격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회절상 측정시에는 이 5도 간격만을 scan 하여 

160도에 걸친 회절상을 얻도록 되어 있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모든 검출

기의 효율이 동일하여 이웃하는 검출기들이 측정한 데이터들이 마치 하나

의 검출기로 측정한 것과 같이 이어지겠지만, 현실적으로 계측 계통을 아

무리 잘 교정한다고 하여도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각 검출기의 효율은 

조금씩 다르게 된다. 따라서 각 검출기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동일한 조

건으로 환산하기 위한 교정 절차 확립은 측정 데이터의 질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교정 절차 확립을 위하여 우선 Al2O3 시

료에 대하여 parallel 및 antiparallel geometry 전 구역에 대하여 측정

하고(회절상 역 : -155도∼160도 / 첫 번째 검출기 scan 역: -155

도∼5도) 여러 개의 검출기가 겹쳐지는 피크의 강도를 비교하는 방법과 

Si 또는 YIG 시료에 대해 10도를 scan하여(첫 번째 검출기 scan 역: -5

도∼5도) 겹치는 이웃 검출기간의 총 계측 강도를 비교하는 방법이 시도

되었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은 너무 장시간의 측정을 요할 뿐만 아니라, 

제3콜리메터가 오차범위 내에서(diameter of confusion = ±1mm) 틀어져 

있는 상태로 회절피크가 있는 경우에 각 측정점에서의 강도는 조금씩 차

이가 나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두 번째 방법에서도 마찬가지 다.

따라서 피크가 없는, 즉, 각도에 따라 회절강도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 

flexi glass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즉, 수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대부분 비간섭성 산란을 일으키고, 특정한 결정구조를 갖지 않는 

flexi glass를 시료로 사용하여 첫 번째 검출기 기준으로 -2.5도∼5도 구

간을 0.05도 간격으로 150스텝을 측정하여 한 검출기는 좌우 인접 검출기

와 25스텝씩 겹쳐서 측정하도록 하고, 그 합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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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도록 하 다. 그 예를 그림 1.2.1에 수록하 다.

그림 1.2.1 Flexiglass를 이용한 검출기 효율 보정

   (a) Flexiglass 회절상(2.5도 겹쳐 측정함)

   (b) 빔 background

   (c) Background 보정후 회절상

   (d) 회절상 (c)의 겹침 부분을 상호 비교하여 얻은 효율보정값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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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성자 파장 및 점 교정

비록 준비된 4개의 단색화빔 인출통로에서 특정한 각도를 사용하고, 

단색화 결정 또한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시료대의 셋팅 등 장치 정렬 과정

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각도의 변화로 인해 맥스웰분포의 열중성자에서 선

택되는 중성자 파장 또한 미세하게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기계적인 설치 

과정에서 parallel 및 antiparallel geometry 양쪽에 걸쳐서 연속적인 

scan이 이루어지도록 검출기 회전각도(Bragg 회절 각도)를 감지하는 엔코

더가 첫 번째 검출기를 기준으로 직사빔(Bragg 회절각 = 0도)에서 180이 

되도록 하 다. 그러나 이 값은 근사적인 값으로 정확한 값은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교정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장치 설정에 변동이 생길때에는 반드시 중성자 파장 및 점 

교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격자상수가 매우 정 하게 교정된 미국 표준연

구소(NIST)에서 제조된 SRM-640b 실리콘 분말이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

다. 교정을 측정데이터 및 분석 예를 그림 1.2.2에 수록 하 다.

나.표준시료 측정에 의한 장치 상태 점검

검출기 효율 교정이나 중성자 파장 및 점 교정이 이루어진 후에

는 반드시 Si, Ni, Al2O3 및 YIG 표준시료에 대한 회절상을 측정하고 full 

profile refinement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장치 상태 및 각 

보정치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한다. 교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refinement 신뢰지수가 커지거나 원자의 온도 인자 등이 비정상적인 값을 

보일 수가 있다. 장치 셋업에 변화가 없더라도 약 3개월 정도에 한번씩은 

표준시료들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장치의 상태를 점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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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331), 2θM = 90
o

Ge(335), 2θM = 90
o

그림 1.2.2 SRM-640b Si을 이용한 중성자 파장 교정

Monochromator Wavelength(Å)

Ge(331) 1.83430(6)

Ge(335) 1.21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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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이용자 지원 체제 구축

(1) 빔 타임 신청/측정지원/보고서 제출

고분해능 중성자분말회절실험 장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 분기별로 

공지되는 기한 내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매 분기가 시작되기 

약 2개월 전에 공지하여서 2-3주 정도의 기간동안 신청을 받는다. 모든 

이용 신청이 접수되면 사용하는 시료환경장치, 소요시간, 희망일정 등을 

고려하여 빔타임을 배정한 후 통지한다. 빔타임 공지는 확보된 e-mail주

소(약200여명)로 e-mail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와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빔타임 이용 신청서와 

실험 결과 보고서는 첨부한 양식참조)

모든 측정에는 기본적으로 실험의뢰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

며, 기기 운  및 측정은 숙련된 연구원의 지원을 받되 측정 계획과 시료

의 전후처리는 실험의뢰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매 측정이 끝나

면 실험 데이터는 컴퓨터 파일로 저장되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검출

기의 효율에 따른 데이터의 보정을 거쳐 의뢰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실험을 완료한 후에는 시료와 데이터를 의뢰자가 가져가게 되어 분석

과 연구 활동을 한 후 간략한 실험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현재까

지는 실험의뢰자간의 빔타임 경쟁이 심하지 않으나, 점차적으로 이용자의 

수가 확대되는 추세로 볼 때 수년 후에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별된 이

용자만이 장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수준 높은 연구와 

성실한 보고서 작성이 요망된다.

이용자의 확보와 교육을 위해 매년 중성자산란에 관한 웍샵과 겨울학

교(winter school)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는 약 700여명의 

e-mail 주소록과 하나로 홈페이지(hanaro.kaeri.re.kr)를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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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중성자빔 이용 신청서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연구단 중성자빔이용연구과제

305-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105호

전자우편 beamtime@neutron.kaeri.re.kr   전화 (042)868-8443   팩스 (042)868-8448 

e-mail로 신청서를 보내신후 서명 또는 날인된 원본을 바로 우송해주시기 바랍니다.

Job Code

(쓰지마세요)

실험 

제목

exp. title

 한  

Korean

 문

English

 ■ 신규 실험 (new proposal) ■ 물리 □ 화학 □ 화공

 □ 연속 실험 (continuation) □ 재료 □ 금속 □ 생물

 □ 재신청   (resubmission) □ 광물 □ 기계 □ 기타

실험 책임자

principal 

proposer

이름(name) (한 )                  (English)

연락처
(contact:)

전화(phone) 이동전화
(mobile phone)

전송(FAX)
전자우편
(e-mail)

소속
(affiliation)

주소
(address)

주민등록번호
(ID number)

우편번호
(zip code)

공동 연구자

또는

실험 참여자

coworker or

experiment 

participant

이름(name)
주민등록번호
(ID number)

소속
(affiliation) e-mail phone

 Local contact(s) * 실험에 참여할 연구소 연구원을 결정하지 못한 연구진은 빈칸으로 두십시오.

하나로 중성자빔 이용신청 양식, 개정3.0    중성자빔이용연구과제 2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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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required

HRPD(HRPD 이용자만 쓰시오)

신청 실험 기간

(     )시간

 희망실험기간  : 2000년 □7월1주     □7월2주     □7월3주     □7월4주

 (exp. period) □8월1주     □8월2주     □8월3주     □8월4주

□9월1주     □9월2주     □9월3주     □9월4주

 실험할 수 없는 기간(non-acceptable period) :                 (희망기간 근처중에서)

 시료 준비 : 즉시 가능 (   ),  요청 시간 2주전까지 가능 (      )

시료설명(sample discription)
 ①시료 개수
 (No. of samples)

②화학식
(substance/formula)

③약칭
(복잡한 이름의 경우)

④결정계
(crystal system)

⑤공간군
(space group ) 

⑥격자상수(latt ice 
parameters)

a b c
α β γ

⑦질량(mass, g) 반드시 적으세요 ⑧입도(particle size, μm)  
 powder

 ⑨부피(volume, cc)
  powder의 경우 반드시 적으세요

⑩크기(dimension)
 bulk의 경우 반드시 적으세요

  ※ 시료가 2종 이상일 경우는 복사해서 추가로 기입하셔도 됩니다.

 시료 안전성***(sample safety)

 □독성(toxic)     □부식성(corrosive)    □ 인화성(flammable)

 □폭발성(explosive) □방사성(radioactive)  □ 흡습성(hygroscopic)  □기타         

  *** 실험 책임자는 시료의 반출/반입/제염 등에 최종 책임이 있습니다.

 실험 조건(measurement conditions or requirements) 
 밑줄은 기본 값임. 측정목적에 따라 다른 조건 선택가능.

 monochromator: 　 Ge(331) at 90〫 λ=1.835Å   □ Ge(335) at 90〫 λ=1.219Å

 collimation : C1;  □ open    □ 20'     □ 10'     □ 6'

C2; open(∼30') C3; 10'

 시료 용기  : □ TiZr(Φ8mm, L60mm)   □ V(Φ8mm, L40∼50mm)

 (sample can) □ V(Φ12mm, L45∼55mm) □ V(Φ2mm, L3∼10mm)

 시료환경장치  : □ RT □ CCR(10-300K)

 (sample environment) □ furnace (RT-1300K) □ CCR+magnet(10∼300K/0∼1T)★

 측정 온도  :                                              

 시료 취급에서 주의할 점 :  

 사용자 실험 장비(구체적으로) :

 실험초점(experimental focus):  crystal structure, magnetic structure, multi phase analysis,

        short range ordering 등의 관심주제(key words)를 알려 주시면 측정시간을 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타 :

 ★현재 개발중

하나로 중성자빔 이용신청 양식, 개정3.0 중성자빔이용연구과제 2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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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내용

   (2장 이내로 기술하십시오. X-선 회절 실험 결과나 회절 상 모사 자료, 전자 현미경, 또는 방사광 회절 

결과가 있으면 간략히 제시하십시오. 제안된 실험과 관련된 다른 실험 결과가 있거나 발표한 연구 내용

이 있으면 따로 붙이시거나 간략히 기술하십시오. 특히 왜 중성자 실험이 필요한 가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Scientific Background for the Proposal & Description of the Experiment

요 약 

* 같은 양식으로 계속 이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로 중성자빔 이용신청 양식, 개정3.0 중성자빔이용연구과제 2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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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중성자빔 실험 보고서
(Experimental Report)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연구단 중성자빔이용연구과제

305-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105호

전자우편 beamtime@neutron.kaeri.re.kr   전화 (042)868-8443   팩스 (042)868-8448 

Job Code

(쓰지마세요)

실험 제목

exp. title

 한  

Korean

 문

English

실험 책임자

principal 

proposer

이름(name) (한 ) (English)

연락처
(contact:)

전화(phone) 이동전화
(mobile phone)

전송(FAX)
전자우편
(e-mail)

소속
(affiliation)

주소
(address)

주민등록번호
(ID number)

우편번호
(zip code)

공동 연구자

또는

실험 참여자

coworker or

experiment 

participant

이름(name)
주민등록번호
(ID number)

소속
(affiliation) e-mail phone

 실험내용

 ① 실험기간 (exp. period)  2000/    /     . ∼ 2000/    /    .

 ② 빔이용시간(beam time)  쓰지마세요

 ③ 한국원자력연구소 실험자

  (local contact) :

하나로 중성자빔 실험 보고서 양식, 개정 2.0 중성자빔이용연구과제 2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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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제안된 실험과 관련된 다른 실험 결과가 있거나 발표한 연구 내용이 있으면 따로 붙이시거나 간략히 

기술하십시오. 학술회의 또는 학술지에 발표하 을 경우 목록을 기재하고 제목, 초록이 있는 면을 복사

해 첨부해 주십시오. )

Brief description of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academic presentation(s) or 

publication(s)

요 약 

* 같은 양식으로 계속 이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로 중성자빔 실험 보고서 양식, 개정 2.0 중성자빔이용연구과제 2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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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조 도구 개발 및 이용

가.시료회전대

HRPD를 이용한 회절실험에 사용되는 일부 시료는 preferred orientation을 가질 

수 있으며, 수직 방향 성분이 아니라면 측정하는 동안에 시료를 계속 회전시켜주므

로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다. 또한 시료가 분말상태가 아닌 펠렛이거나 아에 봉형 

이나 직육면체로 잘라낸 금속처럼 벌크한 상태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

료캔에 넣지 않고 시료를 직접 시료설치대에 부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시료중심

을 검출기 회전 중심에 정확히 일치시키기는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어느정도 일치

시킨 후에 시료를 회전시키면 시료 유효 직경만 약간 커진 상태에서 중심 위치를 일

치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료가 봉형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는 봉형을 측정

하는 것과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료를 회전시키기 위해 그림 1.3.1과 같이 모터를 부착한 시료설치대

를 제작하 으며, 하단부의 봉은 시료대위에 고정된 실린더형 지지대와 정 하게 

결합될수 있는 제원을 갖는 것으로 해체 및 재결합 시에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나. 시료캔

사용되는 시료의 대부분이 분말 형태이므로 이를 시료 설치대에 놓기 위해서는 시

료캔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시료에 의한 회절 

피크들과 더불어서 시료캔 재료에 의해 발생하는 회절 피크들이 섞여서 측정되게 

된다. 따라서 해당 구역을 제외한 구역의 데이터를 해석에 이용해야만 하며, 경우

에 따라서는 중요한 피크가 이 구역과 겹쳐질 수도 있다. 종전에는 가공성이 좋고 

중성자 투과율이 좋다는 점 때문에 알루미늄캔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회절 피크를 

주지 않는 재료를 이용한 시료캔 개발이 계속 추진되어왔고, 근래에는 각 연구소들

에서 Vanadium 재질의 캔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Ti과 Zr을 섞어 만든 합

금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에서도 이러한 재질의 시료캔을 개발하여 사용하

고 있다. 그림 1.3.2는 HRPD를 이용한 실험레 사용되는 시료캔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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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시료회전대 설계도 및 HRPD 시료대에 설

치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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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ull matrix 시료캔

중성자는 일부 원자들에 들에 대해 음(-)의 간섭성 산란길이를 갖는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Ti도 그 중의 하나이다. Ti은 간섭성 산란길이가 

-3.438fm로 7.16fm인 Zr과 원자수 비율 1:2.08로 섞어 비정질 상태의 합

금을 만들면 간섭성 산란길이가 0이 되어 회절 피크가 보이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함금을 null matrix라 부른다. HRPD 이용 초기에는 이러한 

null matrix로 만든 8mm dia.× 60mmL(두께 ; 0.1mm)의 시료캔 한 개를 

러시아 PNPI로부터 얻어 사용해 왔다. 그러나 HRPD 측정 실험이 증가하면

서 다수의 시료캔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null matrix 시료캔

을 제작하게 되었다. 일단 Ti과 Zr 칩을 녹여 약 60mm dia. x 20mmT의 모

재를 만들고,이로부터 기계적인 가공으로 8mm dia. x 40mmL의 시료캔을 

제작하 다. 그러나 모재 내에 미세한 기포의 생성, 기계적인 가공기술 

등의 문제로 다량으로 제작하지는 못하 으나, 부수적인 결과물로서 바나

듐 시료캔 하단부 마개 및 고온용 시료캔 받침대 등을 제작하는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림 1.3.3에 Ti, Zr 및 null matrix 시료캔의 중성자 

회절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2 HRPD 실험에서 사용중인 시료캔들. 좌로부터 직경 

12mm 및 8mm 바나듐캔, PNPI 및 KAERI에서 제작된 null-matrix 

캔, 고온진공로용 null-matrix 및 바나듐캔(고온진공로용 받침

대는 null-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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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anadium 시료캔

바나듐은 그 고유 특성상 간섭성 산란길이가 매우 작은(-0.3824fm) 금

속이다. 따라서 바나듐 박판을 실린더형으로 감고 하단부를 마개로 막아 

시료캔을 제작하는 방법을 시도하 다. 실린더형으로 감은 후, 접합부의 

용접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하단부 마개는 초기에는 알루미

늄으로 만들어 끼워넣은 방법을 취하 으나 나중에는 null matrix로 만들

어 레이저로 용접하는 방법으로 개선하 다.현재는 제작된 직경 8mm 및 

12mm, 높이 55mm의 시료캔이 주로 측정실험에 사용되고 있다. 그림 1.3.4

는 바나듐캔에 대한 중성자 회절상을 보여준다.

(3) 저온시료환경장치(CCR)용 시료캔

저온시료환경장치에서는 외부와의 열교환을 방지하기 위해 시료캔 주

변에 고진공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알루미늄으로 직경 60mm의 bombe 

내부 중심에 시료캔을 장착한 후 이 bombe 내부에 헬륨가스를 충진, 폐

하고 이를 CCR cold finger에 장착하도록 하 다. 이 bombe 개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8절 3항에 기술하기로 한다.

다.시료환경장치

(1) 저온시료환경장치의 이용

저온에서의 구조 상전이 및 자성구조 분석을 위한 저온 시료환경장치

로서 헬륨 가스를 이용하여 최저 10K까지 내려갈 수 있는 closed cycle 

refrigerator(CCR)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분야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초거대자기

저항에 관한 것으로서 저온에서의 중성자 회절상을 측정하여 그 자성구조

를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그 대표적인 시료는 LPCMO로서, 온도에 

따른 회절상 변화에 이한 자성구조 상전이 검토, Rietveld 해석에 의한 

자기 모멘트등 자성구조 해석 등을 해석하 으며, 그 결과와 자화율 및 

저항율 측정과의 비교 분석도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유전체의 저온에서의 

구조 상전이에 관한 실험이 많이 이루졌는데, 대표적인 시료는 PYN 계열

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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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a) Ti, (b) Zr 및 

   (c) null matrix(Ti-Zr)캔의 중성자 회절상

그림 1.3.4 바나듐캔의 중성자 회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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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 시료환경장치의 이용

상온 및 저온 역에 이어서 고온 역에서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graphite 발열체를 이용한 최고온도 1300K의 고온진공로를 개발하여 이용

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야는 유전체의 고온 구

조 상전이 분석으로 SBT 계열 시료등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

에도 UO2 핵연료 및 거대자기저항시료에 대한 실험도 수행되었다.

4.이용연구

가.연구로용 핵연료

(1) U-10wt%Mo 합금의 구조연구 

최근에 연구용 원자로의 핵연료에 대한 저감화 우라늄(LEU) 정책에 따

른 농축도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하여 단위 체적당 분열성(fissile) 우라

늄의 큰 증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자연계에서 이러한 큰 장전을 충족

할 수 있는 안정한 우라늄 화합물이 없으므로 세계적으로 U-Mo, U-Zr, 

U-Ti 등의 다양한 우라늄 합금에 대한 연구가 널리 수행되어 왔다. 이러

한 우라늄 합금이 중성자 조사과정에서 입방 γU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경

우 핵연료로서 적절한 조사특성을 가질 수 있음이 알려졌다.[1-3] 이중 

U-Mo 합금은 준안정 γ상이 안정한 γ상으로부터의 급속한 냉각 후에 유

지되고 Mo 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성자 포획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 핵연료

로서 충분히 이용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 1.4.1은 U-Mo 합금의 상태도를 보인 것으로 우선 넓은 역의 Mo 

농도에 대해서 안정한 γ 상이 존재하며 560℃ 이하에서 U-Mo 합금의 평

행상태는 α 상과 γ'(U2Mo) 상의 혼합물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γ 상

은  구성 원자가 각 원자 위치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불규칙 체심입

방 구조이며 β 상은 정방정계 구조를 α 상은  사방정계 구조를 갖는다. 

한편 γ' 상은 안정한 상태도에서 유일하게 규칙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체심입방 구조가 c 축상으로 세 개가 배열되어 있는 정방정계 구조로 Mo 

원자가 이 단위격자의 각 모서리와 중심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의 

부분은 Mo이 차지하고 있는 규칙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U-Mo 합금의 

일정한 Mo 농도에서 안정한 γ 상으로부터 급속한 냉각은 상온에서 준 안

정 γ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준 안정 γ 상은 ∼11.39at% 

Mo 이상일 경우 형성되며 규칙 정방정계 구조를 갖는 γo 상(c/a=0.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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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do 상(c/a<0.5)이 될 수 있다. Dwight는 ∼12% 이상의 Mo 농도를 갖는 

U-Mo 계의 안정한 γ상 역에서 공냉시 형성되는 준안정 γ상의 격자상수

가 Mo 농도의 증가에 따라 일차식 ao=3.4808-0.00314at%Mo에 의해 감소함

을 보 다.[1-4]

이러한 U-Mo 합금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구진들에 의해 널리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핵연료개발팀에서는 8∼9gU/cm3의 장

전을 목표로 원심분무법에 의한 U-Mo 합금분말 제조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1-5,6] 이 분말 합금의 실제 핵연료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검

토하기 위해서는 초기 합성시료와 이 시료의 열처리온도 및 시간에 따른 

상 및 물성의 변화를 측정,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시료준비 및 실험 

이러한 U-Mo 합금에 대한 구조 연구를 위하여 U-10wt% Mo 합금 분말을 

원심분무법로 제조하 다. 우선 1550℃에서 급랭한 초기 합성시료를 제조

하 고 이들 시료들을 진공 전기로에서 각각  400℃-10 시간 및 350 시

간, 600℃-10 시간으로 열처리하 으며 전기로 냉각으로 서냉하 다. 이

들 초기 합성시료 및 각 열처리 시료들에 대하여   HRPD를 이용하여 상온

에서 중성자 회절상을 측정하 으며 두께 0.1mm의 원통형(8mmΦx40mmL) 

바나듐 시료 용기가 이용되었다.

(나) 해석결과

그림 1.4.2∼1.4.3은 초기합성 및 400℃-350 시간동안 열처리한 시료

에 대한  중성자 회절상을 보인 것이다. 또한 표 1.4.1은 전체 시료들에 

대한 회절상의 해석 결과를 보인 것으로 구조 해석의 신뢰도는 Rwp=5.81∼

9.16%, χ2=2.14∼4.34 으로 각 시료가 여러 다중상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① 초기 합성시료

초기합성 분말시료의 중성자 회절상의 Rietveld 해석결과는 두 개의 

주 γ상이 존재함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시료 제조방법의 특성에 의한 것

으로 같은 시료 분말입자 grain의 SEM 측정 결과와 일치하 다. 여기서 

두 개의 준 안정 γ상은 Im3m의 동일한 공간군으로 단지 단위세포의 크기 

즉, 격자상수가 a=3.41157Å(γ1), 3.42596Å(γ1)으로 약간 다르며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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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 w=99% 이상이 이 두 개의 상으로 결정화되었다. 이러한 두 γ상에 

대한 해석 결과로부터 Dwight의 공식을 이용하여 고용체내의 Mo 원자의 

농도(at%)는 각각 22.33%, 17.69%로 할당됨을 알 수 있었다. 

② 600℃-10 시간 열처리 

이 시료에서는 초기 합성시료에서 나타난 두 γ 상은  하나의 γ상 구

조로 합해졌으며 정련 결과 γ 상의 격자상수는 a=3.41421Å로 21.48at% 

Mo에 부합하므로 이 구조를 U3Mo로 근사할 수 있었다.  또한이 시료에서

는 α 및 γ'상으로의 분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규칙화에 의해 수정된 준 

안정 γ 상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저산란각 역 즉, 2θ=22.3o

와 38.8o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약한 피크는 구성 원자들의 규칙화에 의

한 초격자 반사로 설명할 수 있으나 규칙구조인 γo상 구조로는 측정된 

(1/2,1/2,0)의 초격자상이 소멸되며 또한 Tangri에 의해 제안된 U22Mo3 구

조로는 측정된 (1/2,1/2,0)과 (1/2,1/2,1) 반사들 사이에 초격자 (0,0,1) 

반사가 추가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U3Mo 구조를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었

다. 이러한 U3Mo 구조를 기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칙구조를 

고려하 다. 즉, 규칙화 U3Mo 단위세포에서 원자들의 수는 4의 배수, 체

적은 Vord=2nVc가 되어야 하며  여기서 n은 정수, Vc는 체심입방 격자의 체

적이다. 체심입방 격자의 체적이 두 배로 되는 것은 /100/010/002/ 또는 

/110/-110/001/ 변형에 의해 가능하며 전자는 at≈2ac, ct≈ac를 후자는 at

≈ 2ac, ct≈ac인 정방정계의 단위세포를 만족한다. 이와 같이 두 가지 

가능한 초격자 구조중 후자만이 2개의 관측된 초격자 반사들과 일치한다. 

그림 1.4.4는 이러한  초격자구조( P 4m2)를 보인 것으로 Mo은 각 격자 코

너에 있으며 우라늄은 각면의 중심에 위치한다. 또한 상하면의 우라늄 원

자는 고정되어 있으나 좌우면의 원자들은 상하로 미소한 양만큼 shift되

어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규칙구조의 도입에 따른 중성자회절상의 정련

은 χ2=2.14로 좋은 결과를 보 고 초격자 반사에 대하여 좋은 일치를 주

었으며 부분적으로 불규칙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Mo이 있는 

코너(1a)가 일부 우라늄 원자로(Mo⇒0.75Mo+0.25U), 또한 우라늄이 있는 

위치의 일부가 Mo 원자로 점유(U2⇒0.93U+0.07Mo)되는 반면에 상하면 들

의 중심에 있는 우라늄 원자의 점유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측면의 

중심에 있는 원자들은 c축에 대하여 적은 shift (0.5-Z=0.011)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규칙화 U3Mo 상에서 격자는 세 가지 부격자로 분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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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결론적으로 두 개의 장범위 규칙도(LRO) 변수가 규칙화의 정도

와 원자들의 분포를 정의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즉, 현재 시료에서 

부격자 1(b)는 단지 우라늄 원자들에 의해 점유되므로 두 개의 LRO 변수

들중 하나는 최대 값에 도달하 음을 알 수 있으며 더 이상의 규칙화 변

수는 다른 두 개의 부격자들 1(a)와 2(g)의 우라늄과 Mo 원자들의 규칙화

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개의 LRO 변수들은 동시에 최대 값

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로 도달함을 알 수 있다.

③ 400℃-10, 350 시간 열처리 

400℃-10 시간으로 열처리한 시료의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 회절상을 

보여 주었으며 Rietveld 정련 결과 두 개의 준 안정 γ상과 α'상 및 UO, 

UO2 등의 다양한 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초기 합성시료에서와 

같이 두 개의 γ상이 여전히 존재하 으나 격자상수가 a=3.40622Å(γ1), 

3.41421Å(γ1) 으로 그 차이가 초기 합성시료의 경우보다 훨씬 근접하

다. 이 두 준안정 γ상은 앞서의 600℃-10 시간으로 열처리한 시료의 결

과와 같은 규칙화된 U3Mo 구조로 이들에 의한 초격자 반사피크가 회절상

의 저 산란각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α 구조로 가정한 세 번째 상의 구조 

정련에서 얻어진 격자상수는 b=5.84718Å로 0.2at% 이하의 Mo 농도를 갖

는 안정한 α 구조의 격자상수, b=∼5.87Å 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구조가 ∼3at%의 Mo 농도를 갖는 α' 상임을 알 수 있었

다. 반면에 400oC-350 시간으로 열처리한 시료의 경우는 앞서의 시료에서 

규칙화가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량의 안정한 γ(w=34.23%) 상이 존재

하고 α'(w=23.64%)과 γ'(w=39.66%) 상으로의 분해가 발생하 다. 이와 

같이 α' 상으로 분해되는 양은 앞서의 시료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 으나 

이상에 대한 Mo의 농도는 ∼3at%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두 

경우의 시료 모두 안정한 α 상은 나타나지 않고 열처리 시간의 증가에 

따라 단지 α' 상의 양이 증가하 으며 Mo 원자의 농도에는 변함이 없었

다. 즉, 더 낮은 Mo 원자 농도를 갖는 α상의 형성에 분명한 장벽이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은 앞서의 U-Mo 합금 상태도에서 α 및 γ' 상으로의 분해 

과정중 열처리 시간 및 열처리 온도의 미흡으로 인한 Mo 원자의 낮은 확

산이동도에 의해 αU의 형성이 지연되거나 또는 β상 장벽에 의해 근원적

으로 αU의 형성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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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5.4wt%Mo 합금의 구조 연구 

앞서의 U-Mo 합금의 상태도에서 규칙화와 분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

우 일시적인 규칙화 상의 형성은 분해의 과정을 상당히 지연할 수 있

다.[1-7,8] U7Mo는 이러한 초격자중의 하나로 불규칙상태의 bcc 격자구조

를 갖는 합금에서 규칙화 이론에 의하여 예측되었으며 사방정계를 갖는 

규칙화 구조는 11.39∼12.73 at% Mo 합금에서 발견되었다.[1-9] 또한 

U-Mo 합금의 상태도에서 γ상 분해시 형성되는 α상과 γ'상 역의 경계

선은 Dwight에 의하여 α상은 0.5at%Mo, γ' 상은 31at%Mo 근처로 설정된

바 있으나 특별하게 연구되지는 않았다.

(가) 시료준비 및 실험 

앞서와 같은 U-Mo 합금의 준안정 초격자의 형성 여부를 조사하고 α상

과 γ' 상의 경계선을 조사하기 위하여 U-5.4wt%Mo 합금 분말시료를   원

심 분무법에 의하여 제조하 다. 이러한 초기 시료의 중성자회절상으로부

터 이 시료가 앞서의 U-10wt%Mo 시료와 같이 단일 γ상이 아님을 확인하

다. 이러한 시료를 700℃에서 48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단일 γ상이 형

성되도록 하 다. 이제 앞서의 열처리 시료를 각각 400℃에서 10시간, 

500시간 및 500℃에서 500 시간 동안 재열처리 하 다.

(나) 해석결과

그림 1.4.5는 500℃에서 500 시간 동안 열처리한 U-5.4wt%Mo 합금 시

료의 중성자 회절상을 보인 것이며 표 1.4.2는 전체 시료에 대한 중성자 

회절상의 해석 결과를 보인 것이다. 우선 초기 합성시료는 중성자 회절 

피크로부터 단일 γ상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두 개의 γ상을 가정한 정

련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시료가 다른 

composition을 갖는 γ 상들이 혼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00℃에서 

48시간 동안 열처리한 시료의 경우 단일 γ상이 나타났으나 어떠한 초격

자 반사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단일 γ상의 격자상수는 a=3.4450

Å으로 이는 앞서의 Dwight 식에 의하여 11.44at%Mo과 일치하 다. 앞서

의 단일 γ상이 나타난 시료를 400℃에서 10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에 γ

상은 α상과(w=43.59%) γ'상(32.88%)으로 일부 분해되었다. 이러한 과정

은 400℃에서 500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에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약 10.8%

의 γ상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앞서의 분해의 과정은 500℃에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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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열처리 한 후에 부분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약 2.48 wt%의 γ상

이 유지되었다. 이들 400℃ 및 500℃에서 열처리한 각 시료에서도 앞서와 

같이 어떠한 부가적인 초격자 회절 피크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각 시료들의 중성자회절상의 해석결과로부터 α 및 γ' 상의 

경계선을 조사하 다. 우선 분해과정 동안 형성되는 α상의 격자상수 b 

가 순수 αU의 b=5.8695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여주었다. 

Tangri에 의한 Mo 양에 대한 b 변수의 의존으로부터 분해동안에 형성되는 

α상에서 Mo의 양은 500℃에서 500시간 동안 열처리한 경우 2.6at%Mo이었

으며 U2Mo 상의 경우 30.5at%로 Dwight에 의해 주어진 U2Mo 상의 경계선과 

일치하 다. 이와 같이 400℃와 500℃에서 U-5.4wt%Mo 합금의 열처리 후

에 γ상에서 어떠한 규칙화 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가능한 초격자

의 규칙화 온도가 400℃ 이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어진 α상에서 

Mo의 양은 Dwight에 의해 주어진 0.5%보다 높았다. 즉, 500℃의 열처리에

서 α상은 2.6at%Mo 근처에 있으며 α상의 b 변수는 준안정 α' 상에서와 

같이 수축되었다. 이는 격자상수 b의 수축이 Mo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현

상이 준안정 γ'상에서만 아니라 안정한 γ상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림 1.4.1  U-Mo phas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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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1. U-5.4wt%Mo 시료의 Rietveld 해석 결과 

       

   Sample                  Phase

R-Factor 

Rwp χ
2
 

 Synthesized

 quenching from 1550oC 

  γ1 + γ2 + UO 

  65.1%  33.9%  1.0%  
9.16  2.76

 600
o
C-10hr Annealing

  U3Mo + UO2 + UO

  96.9%   3.0%   0.1%    
 8.85  2.14 

 400
o
C-10hr Annealing

  U3Mo(I) + U3Mo(II) + α + UO + UO2

  61.88%    33.79%   2.97% 1.13% 0.23%  
 5.81  4.34

 400
o
C-350hr Annealing

  U2Mo  + α'  + γ  +  UO2 + UO

  39.66% 23.64% 34.23%  1.81%  0.66%  
 8.51  3.21

 500oC-500hr Annealing
  α'  +  U2Mo + UO2  + UO

  67.25% 30.26%   1.95%  0.54%
 7.67  2.91

        표 1.4.2.U-5.4wt%Mo 시료의 Rietveld 해석 결과

       

Sample Phase
R-Factor 

Rwp χ2 

 Synthesized sampleing
  γ1  + γ2  + UO + UO2

  4.4% 90.14%  4.59%  0.87% 
12.5 4.92

 700oC 48hr Annealing
  γ  +  UO2  +  UO

  96.74% 1.06%  2.20%  
10.2 3.77

 400oC 10hr Annealing
  α  +  U2Mo   +  γ  +  UO2

  43.59% 32.88%  22.82%  0.71%
12.4 2.97

 400
o
C 500hr Annealing

  α  +  U2Mo   + γ  +  UO2

  60.44% 28.15%  10.8%   0.62% 
12.6 3.43

 500
o
C 500hr Annealing

  α  +  U2Mo  + γ  +   UO2 

  67.57% 29.33%  2.48%   0.62%
15.2 2.66

* U-5.4wt%Mo 초기 합성 시료를 700℃, 48hr 열처리하여 단일 γ상이

  형성되게 한 후 각 온도에서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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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량상분석[1-10,11,12, 13]

(1) SUS440C강 연료 펌프 재료의 잔류 오스테나이트상 정량분석

(가)서론

      AISI440C는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으로 자동차 연료 펌프 축

에 사용되는 봉 재료로 사용되어 완성된 제품은 인장강도 77kg/mm2, 연신

율 14%이상을 요구한다. 이를 자동차 연료 펌프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최종 열처리 공정 후에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함량이 10% 이내가 되어

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시료는 원래 표준연구소에 X-선 회절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 으나, 이 시료에 탄소 석출물이 존재하고, 이들이 또한 

오스테나이트의 피크들과 일부 중첩되어 정확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여, 

중성자 회절상을 측정하여 Rietveld 해석법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Rietveld 해석법에 의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질

을 구성하고 있는 각 상들에 대한 정확한 결정구조, 즉, 공간군, 격자상

수, 원자점유도, 조성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여

기서는 구조해석 및 정량분석에 필요한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기초 자료를 

간단히 언급하고, AISI440C 재료의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정량 상분석 결

과를 논의하기로 한다.  

①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은 다양한 환경에서, 특히, 대기 

중에서의 내부식성이 매우 우수한 재료이다. 이 강의 가장 중요한 합금 

원소는 Cr으로, 적어도 11wt% 이상이 필요하며, 내부식성은 Ni과 Mo의 첨

가에 의해서도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높은 온도나 가혹한 환경조

건에서 내산화성 및 기계적 열화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스테인리스강은 일반적으로 페라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 및 마르텐사이트

계로 분류한다. 

    페라이트(ferrite)계 강종은 모두 Cr계 스테인레스강이고 비교적 저

탄소, 고 크롬을 함유하고 있다. 페라이트(α-Fe)는 체심입방(BCC) 구조

로 존재하며 자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냉간가공에 의해서 경화하지

만 일반적으로 열처리에세는 고온에서도 저온과 같이 페라이트 조직이 안

정하므로 급냉하여도 퀜칭 경화능력을 갖지 못하고 거의 경화하지 않으므

로, 어닐링에 의해서 경화를 조절한다. 

   오스테나이트(austenite)계는 스테인리스강 중 가장 내부식성 우수(높

은 Cr농도와 Ni첨가 향)하고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과 마찬가지로 열

처리경화가 불가능하고 냉간 가공에 의해 경화(Hardening)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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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많이 생산되는 스테인레스강이다. 

오스테나이트(γ-Fe)는 면심입방(FCC) 구조로 존재하고 자성을 가지지 않

으며 γ-상의 역이 상온까지 확장된다.

   마르텐사이트(martensite)계는 페라이트계 스텐인레스강과 같이 그 주

요 합금원소는 Cr이지만 페라이트 스테인레스 강보다 Cr 함량이 적고 그 

특징은 고온에서 가열 후 급냉하는 것에 의해서 퀜칭 경화성을 갖는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강은 Cr의 첨가에 의해 용질원자의 확산을 억제하

고, Cr 및 C의 확산을 수반하여 γ->α변태는 쉽게 저지되어 상온조직은 

마르텐사이트로 된다. 마르텐사이트는 철-탄소 합금(γ-Fe+C)이 비교적 

낮은 온도(상온)까지 급랭(quenching)될 때, 급랭속도가 탄소의 확산 속

도보다도 급속히 일어날 때 형성되고, 오스테나이트의 무확산 변태로부터 

만들어진 비평형 상태의 단일상 구조이며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마

르텐사이트(γ-Fe+C)는 공간군이 I4/mmm인 체심정방(BCT)구조로 존재한

다. 이와 같은 변태가 일어나기 쉬운 조성범위의 스테인레스강은 마르텐

사이트형 스테인레스강이라 부른다. 이것은 이 변태를 이용해서 열처리에 

의해 기계적 성질을 뚜렷이 변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② 마르텐사이트 변태

        이 변태는 각 원자가 이웃 원자에 대해 약간 이동하는 유기적인 

원자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FCC구조를 가지는 오스테나이트(γ

-Fe)가 BCT 구조를 가지는 마르텐사이트로 동질이상(polymorphic) 변태를 

한다. 마르텐사이트 결정구조의 단위정은 한 방향으로 늘어난 BCC격자이

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르텐사이트의 모든 탄소 원자는 침

입형 불순물로 남아 있으며, 만약 충분한 온도로 가열되어 확산 속도가 

증가하면 다른 구조로 신속히 변태될 수 있는 과포화된 고용체로 구성되

어 있다. 많은 강들은 상온에서 거의 무한하게 마르텐사이트 구조를 유지

한다. 마르텐사이트 결정립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핵생성 및 핵성장함으로

써 마르텐사이트 변태는 시간에 무관하다. 미세구조로 마르텐사이트 결정

립은 판상 혹은 침상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마르텐사이트는 비평

형 상이므로, 철-철탄화계 상태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스테인레스 AISI 440C 강  

마르텐사이트 스텐리스강은 탄소함유량이 0.6wt%이상인 퀜칭 경화용 

스테인리스강으로서 경도가 높아 칼날용 및 내 마모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 67 -

18Cr강에 Mo를 첨가한 AISI440A, 440B, 440C강 등이 있다. AISI 440C강의 

일반적인 화학조성은 다음과 같다. 

(나) 실험 

① 시험 시편

의뢰 시편은 신한정 공업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연료 펌프축

(fuel pump shaft)용 부품이다. 이 부품은 장기간(∼10년) 고 강도 및 저 

변형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얻기 위해서 부품내의 잔류 오스테나이

트 함량이 1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소 품질관리조건으로 제시되고 있

다. 신한 정 에서의 시편 의뢰는 3 차에 걸쳐 이루어 졌으나, 2차 의뢰

에서는 그림 1.4.6에 보인 제조 공정 과정에 따른 시료가 준비되어 이에 

대한 해석 결과만 기술 하고자 한다. 각 시료들은 길이 3.355∼6.505, 직

경 0.41cm 의 크기를 가지는 원통형(cylinder type)으로 제공되었다. 

As-received 시료는 일본의 히다찌사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시료이며, 

air cooling 시료는 As-received 시료를 10600C에서 800C로 공냉 한 후에 

상온으로 열처리한 것이며,  Sub-Zero는 이를 -800C로 급냉 한 시료이며, 

Oil-Tempering 시료는 1800C에서 tempering한 시료로 최종 열처리 시료이

다. 이 공정 후에 시료에서의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분량이 10%이하가 되

어야 한다.  

  
그림 1.4.6 AISI440C 강의 열처리 공정 

② 측정 

각 시료들의 중성자 회절상은 HRPD 단색화 결정 Ge (331)면을 2θ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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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로 인출된 중성자 빔 파장 1.8348Å로 상온에서 2θ = 0 ∼ 1600 역

을 0.050 간격으로 측정하 다. 시료의 고정을 위해서 직경이 8mm, 길이

가 40mm인 원통형 바나듐 시료 용기를 사용하 으며, 시료들을 이 용기에 

수직으로 고정하여 측정하 다. 

(다) 해석결과 및 고찰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Tempering을 하는 시간 및 온도에 따

라 탄소 석출물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상변태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평

형상태에 도달한 후 안정상으로서 존재하는 탄화물은, 합금인 Cr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θ상(FeCr)3C->η상(FeCr)7C3 ->ε상(FeCr)23C6 의 순으

로 변화한다. 그러나, 고용되어 있는 C가 탄화물로 석출되는 과정에서 생

성되는 탄화물의 조성은 처음부터 평형상태의 안정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해서 최종적으로 안정상의 조성으로 가깝게 된

다. 일반적으로 고합금의 탄화물이 항온변태 또는 Tempering하는 과정에

서 석출하는 경우에는, 탄화물중의 금속원소는 처음에는 적지만, 점차로 

Fe와 치환해서 농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의뢰된 시료가 180℃에

서 1시간 Tempering 한 후 안정상으로 존재하는 탄소 석출물은 ε상인 것

으로 가정한 후 입력파일을 작성하여 정량 분석하 다.

따라서 Rietveld 해석은 이 시료가 세 가지 상(α-Fe, γ-Fe, M23C6)

으로 구성되어있다고 전제하고 전 회절범위에 대해 피크일치를 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불순물(Mn, Si, P, S)들은 각 1% 미만이고, 고용체

로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포함시키지는 않고 정련(Refine)하 다. 

주상인 Ferrite(α-Fe)의 경우는 재료의 제조 공정에 따른 마르텐사이트 

변태로 가정하여 체심정방구조(Body Centered Tetragonal, I4/mmm)로 하

다.  표1.4.3에는 Rietveld  해석 코드인 FULLPROF의 최종 입력 화일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1.4.7는 Tempering 시료에 대한 Rietveld 해석 결과

를 나타낸 것으로 측정치와 이론치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페라이트의 반치폭이 순수 장치의 분해능에 의한 반치폭 보다도 넓어, 

정방구조의 격자상수 차이를 분리 할 목적으로 동일시료에 대해서 HRPD 

장치의 1st collimator를 20"에서 6“으로 변경하여 중성자 회절 무늬를 

측정하 으며, Rietveld 해석 결과를 그림 1.4.8에 나타내었다. 그림 

1.4.8에서 보이듯이 측정결과는 실제 동일 장치 분해능 조건에서 모사된 

회절상과 다르게 소수점 2자리에서의 격자상수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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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은 주로 시료내의 미시응력(microstrain)에 의한 피크의 넓어짐

(broadening)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4에는 열처리 공

정에 따른 시료들의 정량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χ
2
 = 2.5 

∼ 4.0의 해석 신뢰도를 얻었고, 최종 공정시료인 Tempering 시료에 대한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정량은 약 4.2 w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의

뢰기관이 원하는 시료의 잔류 오스테나이트상이 10% 미만임은 확실히 밝

힐 수 있었다.

그림 1.4.7 스테인레스강 440C의 중성자회절에 

의한 Rietveld 정련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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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8 HRPD 1st-collimator 6′배치에서의 측정된 tempering 시료의 

중성자 회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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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3 AISI440C 시료에 대한 FULLPROF 입력자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 alpa-Fe(I4/mmm)+gamma-Fe+Cr16Fe7C6: Shin_Han Oil_Temper 10/24/99     

! Files => DAT-file: SH-D1,  PCR-file: SH-D1

!Job Npr Nph Nba Nex Nsc Nor Dum Iwg Ilo Ias Res Ste Nre Cry Uni Cor

   1   5   3   0   2   0   0   0   0   0   0   0   0   0   0   0   0

!Ipr Ppl Ioc Mat Pcr Ls1 Ls2 Ls3 Syo Prf Ins Rpa Sym Hkl Fou Sho Ana

   0   0   1   0   2   0   0   0   0   1   0   1   0   0   0   1   0

! lambda1 Lambda2    Ratio   Bkpos    Wdt    Cthm     muR   AsyLim   Rpolarz

 1.834800 1.834800  1.0000 90.0000  7.0000  0.0000  0.0000   65.00    0.0000

!NCY Eps R_at R_an R_pr R_gl     Thmin       Step       Thmax    PSD    Sent0

 15 0.10 0.30 0.30 0.30 0.30      0.0000     0.0500   159.9500  0.000  0.000

! Excluded regions (LowT  HighT)

        0.00       20.00

      150.00      159.95

!

      27    !Number of refined parameters

!

!  Zero    Code    Sycos    Code   Sysin    Code  Lambda     Code MORE

  0.6747   11.00  0.0000    0.00  0.0000    0.00 0.000000    0.00   0

!   Background coefficients/codes

  353.11      36.080     -118.34     -160.55      402.02      434.45    

      21.000     181.000     191.000     201.000     211.000     221.000

!------------------------------------------------------------------------

!  Data for PHASE number:   1  ==> Current R_Bragg:     0.91

!------------------------------------------------------------------------

   a-Fe(BCT)                                                               

!Nat Dis Mom Pr1 Pr2 Pr3 Jbt Irf Isy Str Furth     ATZ   Nvk Npr More

   1   0   0 0.0 0.0 1.0   0   0   0   0   0      111.69   0   5   0

I 4/m m m                <--Space group symbol

!Atom Typ       X        Y        Z     Biso      Occ     In Fin N_t  /Codes

Fe1  FE      0.00000  0.00000  0.00000  0.37419  0.06250   0   0   0

                0.00     0.00     0.00   111.00     1.00

!  Scale       Shape1      Bov     Str1     Str2     Str3    Strain-Model

  174.25       0.3134   0.0000   0.0000   0.0000   0.0000       0

    31.00000   101.00     1.00     0.00     0.00     0.00

!      U        V         W          X         Y       GauSiz   LorSiz Size-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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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893  -0.00477   0.2203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91.00     81.00      1.00      0.00      0.00      0.00      0.00

!     a          b         c        alpha      beta       gamma

   2.865486   2.865486   2.895205  90.000000  90.000000  90.000000

   41.00000   41.00000   51.00000    0.00000    0.00000    0.00000

!  Pref1  Pref2   Asy1    Asy2    Asy3     Asy4

 0.00000 0.00000 0.56111 0.01153-1.02549 0.00000

    0.00    0.00   61.00   71.00  171.00    0.00

!------------------------------------------------------------------------

!  Data for PHASE number:   2  ==> Current R_Bragg:     3.88

!------------------------------------------------------------------------

   Gamma-Fe                                                           

!Nat Dis Mom Pr1 Pr2 Pr3 Jbt Irf Isy Str Furth     ATZ   Nvk Npr More

   1   0   0 0.0 0.0 1.0   0   0   0   0   0      223.39   0   5   0

F m 3 m                  <--Space group symbol

!Atom Typ       X        Y        Z     Biso      Occ     In Fin N_t  /Codes

Fe   FE      0.00000  0.00000  0.00000  0.37419  0.02083   0   0   0

                0.00     0.00     0.00   111.00     1.00

!  Scale       Shape1      Bov     Str1     Str2     Str3    Strain-Model

  2.3560       0.3134   0.0000   0.0000   0.0000   0.0000       0

   121.00000   101.00     0.00     0.00     0.00     0.00

!      U        V         W          X         Y       GauSiz   LorSiz Size-Model

   0.93929   2.56588   0.22038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151.00    141.00      1.00      0.00      0.00      0.00      0.00

!     a          b         c        alpha      beta       gamma

   3.584098   3.584098   3.584098  90.000000  90.000000  90.000000

  131.00000  131.00000  131.00000    0.00000    0.00000    0.00000

!  Pref1  Pref2   Asy1    Asy2    Asy3     Asy4

 0.00000 0.00000 0.56111 0.01153-1.02549 0.00000

    0.00    0.00   61.00   71.00  171.00    0.00

!-------------------------------------------------------------------------

!  Data for PHASE number:   3  ==> Current R_Bragg:    11.38

!-------------------------------------------------------------------------

   Cr16Fe7C6                                                          

!Nat Dis Mom Pr1 Pr2 Pr3 Jbt Irf Isy Str Furth     ATZ   Nvk Npr More

   8   0   0 0.0 0.0 1.0   0   0   0   0   0     5179.72   0   5   0

!

F m 3 m                  <--Space group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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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Typ       X        Y        Z     Biso      Occ     In Fin N_t  /Codes

Fe   FE      0.00000  0.00000  0.00000  0.25000  0.02083   0   0   0

                0.00     0.00     0.00     1.00     0.00

Cr1  CR      0.25000  0.25000  0.25000  0.25000  0.02708   0   0   0

                0.00     0.00     0.00     1.00     0.00

Fe1  FE      0.25000  0.25000  0.25000  0.25000  0.01458   0   0   0

                0.00     0.00     0.00     1.00     0.00

C    C       0.27407  0.00000  0.00000  0.25000  0.12500   0   0   0

              261.00     0.00     0.00     1.00     0.00

Cr2  CR      0.38612  0.38612  0.38612  0.25000  0.13000   0   0   0

              271.00   271.00   271.00     1.00     0.00

Fe2  FE      0.38090  0.38090  0.38090  0.25000  0.03667   0   0   0

              281.00   281.00   281.00     1.00     0.00

Cr3  CR      0.00000  0.16519  0.16519  0.25000  0.17000   0   0   0

                0.00   291.00   291.00     1.00     0.00

Fe3  FE      0.00000  0.17255  0.17255  0.25000  0.08000   0   0   0

                0.00   301.00   301.00     1.00     0.00

!  Scale       Shape1      Bov     Str1     Str2     Str3    Strain-Model

 0.14637E-01   0.3134   0.1240   0.0000   0.0000   0.0000       0

   161.00000   101.00   111.00     0.00     0.00     0.00

!      U        V         W          X         Y       GauSiz   LorSiz Size-Model

   0.51861  -0.29400   0.22038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241.00    251.00      1.00      0.00      0.00      0.00      0.00

!     a          b         c        alpha      beta       gamma

  10.588232  10.588232  10.588232  90.000000  90.000000  90.000000

  231.00000  231.00000  231.00000    0.00000    0.00000    0.00000

!  Pref1  Pref2   Asy1    Asy2    Asy3     Asy4

 0.00000 0.00000 0.56111 0.01153-1.02549 0.00000

    0.00    0.00   61.00   71.00  171.00    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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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4 AISI440C 시료의 정량 분석(wt%) 결과

   Phase  As-Recieved  Quenching  Sub Zero  Tempered 

  Ferrite    83.3(0.5)
   

66.2(0.5)

   

80.5(0.5)

   

80.2(0.5)
  Retained

  Austenite
    0.0

   

18.2(0.2)

    

4.9(0.1)

    

4.2(0.1)

   M23C6    16.7(0.5)
   

15.6(0.4)

   

14.7(0.3)

   

15.6(0.3)
  해석신뢰도

  (χ2) 
   3.82    4.0    2.74     2.5

(2) 중성자회절에 의한 2.5∼3.0wt% 및 12wt% Cr강의 석출상 분석 

(가) 개요 

고 Cr 마르텐사이트강은  전력산업, 화학산업, 석유산업에 널리 사용

되는 재료이며, 액체금속로 노심 재료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재료로 사용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융합로 1차벽 후보재료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2.25Cr-1Mo 강도 고온 발전 설비의 터빈 로터 재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Cr-Mo 강은 통상 노말라이징과 템퍼링 처리하며, 오랜 

가동 기간 동안의 템퍼링 효과와 크립 변형 구조에 의한 미시구조 변화에 

의한 aging과 크립 현상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최소 20년 

이상의 운전 조건에서 성능이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가 수

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Cr-Mo강에서의 크립 현상이 오랜 기간 템퍼링 

과정중의 고용과 석출 현상에 의존하므로 중성자 회절에 의해 석출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 측정 

① 시료 이력 

o 측정 의뢰기관 :  한국중공업 

o 시편 이력  

1) PBT4 : 2.25Cr-1Mo steel I base metal 

          1M   : 상기 소재 10,000시간 열처리(4540C)

          20    : 상기 소재 50,000시간 열처리(4540C)

2) IX  : 2.25Cr-1Mo-0.25v Steel 

3) MP   : 3.0Cr-1Mo-0.25V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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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143 : 12%Cr 강 파단시간 9,874 hr,  Cu 첨가 

5) Y443 : 12%Cr 강 파단시간 1,605 hr,   Mn 첨가 

6) 5143  : 12%Cr 강 파단시간 5,453 hr,   Co 첨가  

7) K143  : 12%Cr 강 파단시간 11,806 hr,  Ni 첨가  

8) Y143  : 12%Cr 강 파단시간 10,743 hr,  Mn 첨가  

   

② 측정 

각 시료들의 중성자 회절상은 HRPD 단색화 결정 Ge (331)면을 2θm = 

90°로 인출된 중성자 빔 파장 1.8348Å로 상온에서 2θ = 0 ∼ 1600 역

을 0.050 간격으로 측정하 다. 측정된 시료들의 크기 및 측정 시간은 다

음과 같다. 

   o 시료 크기 : 

- 2.25∼3.0%Cr강 : 약 1cm x 1cm x 1.5∼2.2cm 의 직사각

형

- 12%Cr강     : 직경 6.5mm x 6mmL인 원통형 

o 측정시간 :  

- 2.25 ∼3.0%Cr강 : 시료에 따라서 약 30분 ∼ 120분 

- 12%Cr강 : 시료에 따라서 약 30분 ∼ 60분

(다) 해석결과 및 고찰

Cr-Mo강에서 템퍼링 온도 및 시간에 따른 C 석출물 형성에 대한 연구

는 일찍이 Baker 및 Nutting 등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그림 1.4.9는 이들

에 의해서 제시된 2.25Cr-1Mo 강의 탄소 석출상의 안정화에 대한 상태도

이다. 이에 따르면 Rietveld 해석에 필요한 가능한 석출상들은 M3C, M2C, 

M7C3, M23C6, M6C 등이 있다. 또한 12%Cr 강에서는 Cu, Mn, Ni, Co 등 미

소 첨가된 원소에 따른 위와 같은 석출상 외에 제 3의 석출상의 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들 시료에 대한 Rietveld 해석에 의한 석출상의 정량 

분석 등 해석 결과를 다음에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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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9  Carbide stability diagram of a 2.25Cr- 1Mo 

    steel by Baker and Nutting

 

①  2.25 ∼3.0%Cr강 :

a. 정량상 분석 (wt%)

 

  시료 
 alpa-Fe

 (BCC) 

 M6C

(Fd3m)

  Fe3C

 Bainite(P6322)

  M2C

(P63/mmc)
   비고 

 PBT4    98.2   0.63     1.14    0.03 

 - M2C는 측정불능

   (없다고 봐도 됨)

 - 측정시간 약 50분  

  1M   주상  존재   존재   존재

 - M2C 피크가 보임

 - 정량상 분석 안함

 - 측정시간 약 50분  

  20    97.96  0.74     1.13    0.17
 - M2C 피크가 성장함

 - 측정시간 약 100분 

  IX   주상  존재    존재   안보임 
 - M2C는 측정불능

   (없다고 봐도 됨) 

MP   주상  존재    존재   안보임 
 - M2C는 측정불능

   (없다고 봐도 됨) 

 b. 그림 1.4.10(a)는 PBT4시료에 대해서 주상인 알파 페라이트외

에 M6C, Fe3C 및 M2C 석출상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Rietveld 해석 

결과를 보인 것이며, 1.4.10(b)는 미소 석출상들의 피크를 보기 위해 확

대한 그림이다. 해석 결과 모든 시료의 회절상에서 2θ=27.0, 50.3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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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서 피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석출상 존재의 가능성을 나

타내었다. 

c. 일반적으로 Fe3C는 orthorhombic 결정구조의 cementite 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orthorhombic 이 아닌 hexagonal(a= 5.15, c=4.15) 결정

구조로 판명되었으며, 이 상의 존재는 TRIP 강 등 bainite 강에서 관찰되

는 구조이다. 

d. 위와 같은 미소 석출물상의 정확한 정량 분석을 위해서는 시료

당 최소한 4시간의 측정시간이 요구되며, HRPD에서의 석출상의 거동 현상

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 454℃에서 열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M2C상이 성장하며, 이는 

기존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f. 석출 상들의 피크 위치가 중첩되어, 특히 Fe3C상의 조성이 규명

이 안되어 석출 상들의 정량 평가는 오차가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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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10 2.25%Cr강의 Rietveld 해석 결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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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Cr강 : 

a. 정량 상분석(wt%) 결과 

  시료 
 alpa-Fe

 (BCC) 

 M6C

(Fd3m)

  Fe3C(M3C)

 Bainite(P6322)

  M2C

(P63/mmc)
   비고 

 11143   98.8   0.7    0.5  존재안함
 - M3C는 분석 불능  

 - 측정시간 약 25분  

 Y443   98.9  0.62    0.48 
  0.03

 존재안함

 - M3C는 분석불능,

   피크가 보임 

 - 측정시간 약 50분  

  5143   98.78  0.62    0.59
  0.01

 존재안함

 - M3C는 분석불능, 

   피크가 보임

 - 측정시간 약 50분 

  K143   98.68  0.78    0.61
   0.0 

 존재안함

 - M3C는 분석 불능, 

   피크가 보임

 - 측정시간 약 30분 

  Y143   98.63  0.61    0.73
 0.03

 존재안함 

 - M3C는 분석불능

   피크가 보임

 - 측정시간 약 25분 

b. 그림 1.4.11은 12%Cr-Mo 강에 Cu가 첨가되고, 파단 시간 9,874 

hr인 시료번호 11143에 대한 Rietveld 해석 결과를 보인 것이며, 그림 

1.4.11(b)는 미소 석출상을 보기 위해 일부 확대한 그림이다. 2.25%Cr-Mo

강에서와 마찬가지로 bainite 강에서 나타나는 M6C 및 M3C의 석출상이 존

재하나, M2C의 석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계

산치와 일치되지 않은 작은 피크들이 존재하며, 이것은 Cu를 첨가해서 생

성되는 석출물들로 판단된다. 이러한 석출물의 거동이 재료의 크립 현상

에 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규명되

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석출상의 아주 소량(ppm단위)인 관계로 HRPD장치

를 이용한 이들의 거동 연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후일 SANS 

장치가 완성되면 SEM/TEM 등과의 상호 보완적인 이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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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1 12%Cr강(시료번호 11143)의 Rietveld 해석 결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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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성체 구조 해석

(1)CMR material

(가)La0.2Pr0.5Ca0.3MnO3의 자기 구조 연구 

La0.7Ca0.3MnO3은 약 250 K에서 상자성-절연체에서 강자성-금속으로의 

상전이 현상을 보인다. 이 물질에 Pr을 치환하면 상전이 온도는 약 100 K 

근처이다.[1-14] 이런 Pr 치환에 의한 상전이 온도의 변화는 간단한 이중

교환상호작용 모형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서 Pr 치환에 의한 

결정구조 변화는 매우 작아서 Pr의 양이 0%인 경우와 70%인 경우를 비교

하면 이중교환상호작용 모형에서 중요한 Mn-O-Mn 결합각이 약 2% 정도의 

변화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이런 Pr 치환에 의한 강자성 상전이 온도의 

변화에 대한 다른 설명은 Pr 치환으로 인한 반강자성 상호작용의 향이 

있다.[1-15] 참고로 Pr이 완전히 치환된 Pr0.7Ca0.3MnO3 시료는 약 140K

에서 반강자성 절연체 상전이를 보인다. 

Pr 치환으로 La0.7Ca0.3MnO3의 자기 구조가 강자성-금속 상태에서 반

강자성-절연체 상태로 바뀌면서 Mn 스핀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스핀동력학

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최근 교류-직류 자화율 측정을 통하여 밝혀졌

다.[1-16] 이 연구에 따르면 Pr이 없는 시료가 보편적인 강자성 상전이를 

보이는 반면 Pr 양이 증가하면서 강자성 상전이에 의한 자기질서변수의 

온도 의존성이 상전이 온도근처에서 현저히 완만하며 Pr이 40% 이상인 경

우 강자성 상전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스핀동력학에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 다. 

① 중성자 분말회절상 측정

고분해능 분말회절장치, HRPD(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로 측정되었다. 이 실험에 사용된 중성자의 파장은 단색

화 장치인 게르마늄 단결정의 (331) 면에 의해 결정된 λ = 1.834 Å을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는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CCR(closed cycle 

refrigerator)을 사용하 다. 측정 온도 역은 20 K에서 상온이다. 

② 데이터 분석 및 논의

La0.2Pr0.5Ca0.3MnO3(LPCMO)는 사방정계(orthorhombic) 구조를 가진다. 

그림 1.4.12은 300 K의 중성자 측정 결과와 공간군(Pnma)을 이용한 정련 

결과이다. 정련 결과의 정확도 Rp, Rwp, χ
2
는 6.84, 9.04, 1.56이다. 정

련 결과에서 격자 상수 a, b, c는 각각 5.4617(4), 7.6925(5), 5.4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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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Å)이다. 온도가 낮아질 수록 격자 상수는 점점 감소하 다. 그림 

1.4.13.은 Mn의 자기 구조를 포함하여 정련한 결과이다. 20 K의 격자 상

수는 5.4510(2), 7.6770(3), 5.4369(2) (Å)이다. 정련 정확도는 5.59, 

7.58, 2.32이다. 20 K에서 LPCMO는 강자성으로 존재한다. 또한, Mn 자기 

모멘트는 a-축 방향으로 정렬된 자기 구조를 가진다. Mn 자기 모멘트의 

크기는 2.83(2) μB이다. 20 K의 회절 결과에서 Mn 자기 모멘트 정렬이외

에 Pr 자기 모멘트의 정렬을 관찰하 다. Pr 자기 모멘트는 Mn 자기 모멘

트와 동일한 방향으로 정렬하고 있으며, 0.600(3) μB의 크기를 가진다. 

온도 변화에 따른 회절 결과에서 Mn과 Pr 자기 모멘트의 변화를 확인하

다. 1.4.14는 정련 결과에서 온도에 따른 자기 모멘트의 크기 변화를 보

여준다. Mn 자기 모멘트는 150 K 부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 온도는 

상자성-강자성 상전이 온도이다. Pr 자기 모멘트는 70 K 부근에서 정렬하

기 시작한다.   

중성자 회절의 결과에서 LPCMO의 큐리 온도는 150 K부근이며, Mn 자기 

모멘트 정렬이외에 Pr 자기 모멘트 정렬도 확인하 다. 

그림 1.4.12 상온에서 측정한 결과와 정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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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3 20 K에서 측정한 결과와 정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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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4 온도와 자기 모멘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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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a0.1Pr0.6Ca0.3MnO3의 자기 구조 연구 

최근에 발견된 초거대자기저항현상에서 흥미로운 점은 LaMnO3의 La 자

리에 다른 희토류 금속을 치환할 때, La 자리의 평균이온반경<rA>에 따라 

강자성 전이온도인 큐리온도가 크게 변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La2/3Ca1/3MnO3나 La0.7Ca0.3MnO3에 Y, Nd, Tb로 치환할 경우인 

La0.7-xYxCa0.3MnO3[1-17], La2/3-xNdxCa1/3MnO3 [1-18], La2/3-xTbxCa1/3MnO3 

[1-19] 등의 물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x의 증가는 격자상수의 변

화뿐만 아니라, 평균이온반경이 감소에 의해 자기 정렬과 초거대자기저항

현상은 열 이력현상이 증가하면서 낮은 온도에서 나타난다. 또한 자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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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크기는 급격히 증가한다. 

La0.7-xPrxCa0.3MnO3에서 x를 0, 0.175, 0.35, 0.525, 0.6로 치환한 경우

에 대해서 자기저항과 자화율 측정은 H. y. Hwang, et al.에 의해 연구되

었다.[1-20] La0.7Ca0.3MnO3는 250 K부근에서 강자성 상전이를 가지며, 초거

대자기효과가 나타난다. La자리에 Pr를 첨가할수록 강자성 전이온도는 더 

낮은 온도로 내려간다. La이 Pr으로 완전히 치환된 Pr0.7Ca0.3MnO3는 반강자

성-절연체이다. 

① 중성자 분말회절상 측정

고분해능 분말회절장치, HRPD(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로 측정되었다. 이 실험에 사용된 중성자의 파장은 단색

화 장치인 게르마늄 단결정의 (331) 면에 의해 결정된 λ = 1.834 Å을 

사용하 다.  본 실험에서는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CCR(closed cycle 

refrigerator)을 사용하 다. 측정온도는 15 K에서 상온이다. 

② 데이터 분석 및 논의

La0.1Pr0.6Ca0.3MnO3(LPCMO)의 중성자 회절 결과는 300 K이하에서 사방정

계구조를 가진다. 300 K에서 격자 상수 a, b, c는 각각 5.4667, 7.6849, 

5.4403 (Å)이다. 15 K의 격자 상수는 각각 5.4640, 7.6702, 5.4301(Å)

이다.  

LPCMO의 자화율 측정결과는 100 K부근에서 강자성 상전이만 존재한다. 

중성자 회절 결과는 자화율 측정 결과와 다소 다르다. 상온에서 온도를 

낮출 때, 130 K부근에서 상자성-반자성 상전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온도

에 따른 (1/2 0 1/2)와 (1/2 1 0) 혹은 (0 1 1/2)에 해당하는 피크의 세

기의 변화에서 알 수 있었다. 이들 피크는 15 K에서도 존재하 다. 110 K

에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1 0 1)과 (2 0 0)에 해당되는 피크의 세기가 증

가하 다. 이 변화에서 Mn 자기모멘트의 강자성 상전이의 존재를 알 수 

있다. (1/2 0 1/2)와 (1 0 1)의 피크의 세기 변화는 110 K이하에서 반강

자성과 강자성의 공존을 의미한다. 또한, 60 K이하에서 (2 0 0)에 해당되

는 피크의 세기가 급격히 증가하 다. 이 변화는 Pr 자기 모멘트의 정렬

에 의한 변화이다.  

  Mn의 강자성 자기모멘트는 a-축 방향으로 정렬되어있다. 반강자성 

자기 구조는 CE-type이다. 또한, Pr 자기모멘트는 60 K에서 강자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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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한 Mn 자기모멘트의 방향(a-축)과 동일하게 정렬하기 시작한다. 그림 

1.4.15는 반강자성 자기모형과 강자성 자기모형으로 정련한 15 K의 결과

이다. 이 온도에서 Mn 자기모멘트의 크기는 강자성인 경우 2.35 μB이고, 

반강자성인 경우 0.90 μB이다. 또한, Pr 자기모멘트의 크기는 0.45 μB

이다. 그림 1.4.16은 온도와 Mn 자기모멘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10 

K이하에서 LPCMO는 반강자성과 강자성을 동시에 가진다.

LPCMO의 중성자 회절의 결과에서 130 K부근에서 반강자성 상전이와 

110 K에서 강자성 상전이가 존재하고, 60 K에서 Pr 자기 모멘트의 정렬을 

확인하 다. 

그림 1.4.15 15 K에서 La0.1Pr0.6Ca0,3MnO3의 실험 결과와 정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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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6 자기 모멘트의 온도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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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 상전이 해석- KMnCl3

(1) 시료준비 및 실험방법

시료는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정세  교수 연구실에서 Czochralski 방

법으로 성장되었다. 시료는 성장방법에 따라 두 종류의 상태가 존재한다. 

Czochralski 방법으로 성장시키면 α-KMnCl3라고 불리우는 상으로 성장되

고,Bridgeman 방법으로 성장시키면 β-KMnCl3라는 상으로 성장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Czochralski 방법으로 성장시킨α-KMnCl3이며 결정

구조는 그림1.4.17과 같다.

HRPD를 이용한 중성자 회절실험을 위해 시료를 곱게 분쇄하여서 사용

하 다. 시료가 공기중의 습기를 흡수하여 수화물을 형성하는 성질이 있

어서 시료를 다루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서 시료의 분쇄는 헬륨기체

를 채운 러브 박스에서 이루어졌고, 보관은 데시케이터에 하 다.

고온시료환경장치(고온진공로)를 HRPD의 시료대위에 설치한 후 KMnCl3 

시료를 직경8mm, 두께 0.1mm, 높이 45mm의 vanadium 캔에 넣은 후 진공펌

프로 충분히 배기한 후 온도를 올려가며 측정을 하 다. 시료의 온도를 

상온에서부터 445℃까지 변화시켜가며 매 온도당 3시간씩 측정하 다.

그림 1.4.17 KMnCl3의 결정구조. 고온에서는 cubic 구조로 오른쪽 끝의 

격자가 기본격자가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더 낮은 대칭성의 구조로 전

이가 일어나서 가운데에 표시한 격자가 기본격자가 된다

ideal cubic lattice

K Mn Cl

orthorhombic/tetragonal
lattice

ideal cubic lattice

K Mn ClK Mn ClK Mn Cl

orthorhombic/tetragonal
lat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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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결과 및 분석

표1.4.5는 이 시료에 대해 알려진 구조 및 상전이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DSC실험을 통해 세 번의 상전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

나 중성자회절 실험 결과 기존에 보고된 것과는 달리 orthorhombic 구조

는 두 종류로 보기 힘들고, 고온에서의 상전이 온도들도 측정결과와는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료의 차이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번 실

험에 사용된 시료는 Czochralski 법으로 성장된 단결정을 분쇄하여 얻은 

분말이고 앞서 보고된 시료는 결정상태의 시료이다.

표 1.4.5 KMnCl3의 알려진 구조적 상전이 

(H.T. Jeong et al, Phys. Rev. B 52, 4001(1995))

결정구조 orthorhombic orthorhombic tetragonal cubic

상전이 온도
569K

(296℃)

655K

(382℃)

712K

(439℃)

그림 1.4.18 KMnCl3 분말시료에 대한 중성자회절상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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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8은 온도변화에 따른 중성자 분말회절상의 변화이다. 15

0℃∼280℃ 사이와 390℃∼400℃ 사이에서 구조적 변화로 인한 특정 회절 

피크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4.19는 각 온도에서 측정한 데이

터를 분석하여 얻어진 격자상수 값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19 각 온도에서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격자 상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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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험으로 얻어진 결정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으며, 상전이 온

도는 측정온도가 조 하지 않아서 구간으로 표시하 다.

결정구조
orthorhombic

P b n m
↔

tetragonal

P 4/m b m
↔

cubic

P m 3 m

상전이온도 150℃∼280℃ 3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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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온에서 측정한 데이터에 대한 Rietveld 분석 결과이다.

공간군 : Pbnm (#62) (Orthorhombic)

격자상수: a = 7.0083(5), b = 7.0760(5), c = 10.0174(8)

원자위치  : K :  ( -0.007(1), 0.045(2), 0.25 )  4c

           Mn :  ( 0.5, 0, 0)               4b

           Cl1 :  ( 0.0570(6), 0.4927(7), 0.25) 4c

           Cl2 :  (-0.2925(4), 0.2898(4), 0.0298(3) ) 8d

결합길이 및 결합각 :

           K-Cl1 : 3.20(1), 3.17(1) K-Cl2 : 3.445(8), 3.180(8), 3.387(6)

           Mn-Cl1 : 2.5366(7), Mn-Cl2 : 2.532(3), 2.550(3)

           Cl1-Mn-Cl2 : 90.5(1)°, 90.0(1)°

신뢰도 인자 : Rp=4.70, Rwp=5.96, Re=3.51, χ2=2.88

             cRp=22.3, Rwp=19.1, Re=11.3, χ2=2.883

이온반경(Å, 참고용)

K+ (12CN) : 1.78

Mn2+(6CN) : 0.81(LS), 0.91(HS)

Cl2-(6CN) : 1.67

ap = 4.96(LS), 5.16(HS), 2ap =7.014(LS), 7.297(HS) and 2ap = 9.92(LS), 10.32(HS)

 three tilt system : two minus + on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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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탁연구

  물성연구에 있어서 물질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X-선 회절장치와 중성자 회절장치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특히 중성자의 경우에는 이 것이 가지고 있는 자기능률

로 인해서 자성재료의 자기구조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

로 인해 중성자 회절은 각 자성재료의 구조해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

로에서의 중성자를 이용한 자성재료 물성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일부를 

위탁연구를 통하여 수행하 다. 위탁연구에서 수행된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

어, 첫 번째는 자성구조 회절 시험을 위한 시료환경장치 개발이며, 두 번째는 자성

재료의 회절실험 및 분석기술 개발에 관련된 것이다.

 자성 연구에 있어서 온도, 자장, 압력 등에 따른 자성구조 변화 분석은 매우 유용

한 정보를 주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인 자장 환경장치 개발을 수행하여 1테슬라급 

전자석을 개발하 다. 성능시험에 의하면 200A의 전류에서 1.2테슬라의 최대 자기

장을 얻었으며, 자기장의 균일도는 1%/cm의 좋은 특성을 보 다.

 중성자회절실험에 의한 자성구조 해석 기술개발의 일환으로서 초거대자기저항 특

성을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망간 산화물 Nd0.7Sr0.3MnO3, (La0.1Pr0.6Ca0.3)MnO3 

및 (La0.2Pr0.5Ca0.3)MnO3 에 대한 자성구조 해석과 탄성 및 비탄성 산란에 의한 무거

운 페르미온 물질 CeTe2에 대한 자성구조 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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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활용 실적

1998년 1월부터 이용을 시작하여 1999년 12월말까지 2년동안 HRPD를 활용한 기관 

및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활용기관 활용 내역 건수

1. 연구계 

  원자력연, 표준연, 

  화학연, KIST,

  전력연

∙U-Mo, DUPIC 핵연료 구조해석

∙TiO2 등 기능재료 구조해석

∙잔류 응력측정장치 시험과 기술개발

180건

2. 산업계

  삼성전자, LG화학, 

  포항제철, 신한정

  한국중공업

  한국타이어, 

∙Al ingot 상분석

∙열연/냉연 강판재 등 구조연구

∙알미늄 휠 재료 상분석

∙형광체 재료 구조해석

∙Cr 강 상분석

23건

3. 학계

  KAIST,  서울대,

  포항공대,호서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상대, 경희대,

  선문대, 충남대,

  고려대, 단국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 인하대,

  국민대, 부산대,

  원광대, 군산대 등

∙Li 전지 재료 구조연구

∙초거대자성재료

∙유전체 재료 구조해석

∙산화물, 자성체, 합금 등 다수

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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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계획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로 ST2 수평실험공에서의 HRPD 설치 및 

특성 시험을 수행하여, 분해능 및 중성자 강도 등 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 으며, 1998년부터는 자체이용과 더불어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에

게 공개하여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동부문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색화 장치의 일부 엔

코더 손상으로 인해 자유로운 중성자 파장 변경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부

품 교체가 시급하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빔중심선 부근의 엔코더에 

대한 방사선 조사손상 방지 또는 교체가 쉽고 비용이 저렴한 엔코더로의 

교체 방안등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단색화 장치의 4면 중에서 본래 PG 

결정을 부착하기로 되어 있었던 한 면이 비어 있으므로, 계획대로 PG를 

부착하거나 좀더 활용성이 높은 결정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부착하므로서 

장치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시료환경장치 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HRPD의 구동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측정모드만을 구비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시료환경장

치 구동 프로그램과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온도 변경등의 작업을 수

동으로 진행하고 있어 장기적인 실험에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HRPD 

구동 프로그램에 각종 시료환경장치 구동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작업이 신

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개의 시료를 한번에 설치하

고, 자동으로 바꾸어 가며 측정하는 시료 자동 교환장치 및 구동 프로그

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

시료환경장치도 현재는 최저온도 10K의 CCR과 최고온도 1300K의 진공

로가 활발히 이용중이며, 최대자장 1테슬라의 전자석을 개발하고 이와 결

합하여 사용할 최저온도 10K의 CCR 개발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본 자장/

저온 시료환경장치 개발을 완성하여 실험에 투입하는 한편, 고압시료환경

장치 및 극저온(4K) 시료환경장치 등 보다 고도화된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료환경장치 개발을 계속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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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잔류 응력 장치

잔류 응력은 공학적인 많은 재료와 부품들에서 일상적으로 존재하며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어도 물체 내부에 존재하는 응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의 가공과 성형 등의 과정에

서 여러 인자에 의해 생성된다. 부품의 내부에 존재하는 잔류 응력은 재

료의 물리적 반응에 향을 미치는데, 특히 기계적 거동과 관련하여 중요

하다. 이들은 부품이 실제 사용되는 환경에서 가해지는 응력과 피로 수명

이나 파손 등 공학적 부품 및 설비의 수명에 접한 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공학자들은 잔류 응력의 존재와 부품 내부의 위치에 따른 그 

크기 분포 등을 가능한 비파괴적 방법으로 알고 싶어한다.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이의 측정과 평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여러 잔류 응력 측정 방법 중에서 X선과 중성자 회절 방법만이 비파괴

적으로 금속 부품 내부의 응력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전통적이고 상대

적으로 쉽게 가능한 X선 측정법에 비해 중성자 회절법의 주된 이점은, 일

반적으로 중성자는 낮은 산란 단면적에 의해 물질 또는 부품 내부로 깊이 

투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중성자는 철강 시료내 수 센티미터 

깊이의 응력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데 비해 X선 회절은 100μm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표면의 응력만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초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연구단에서는 열 출력 

30MW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 회절장치(HRPD)

를 가동하 으며, 이로써 잔류 응력 측정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1차

원 위치 민감형 검출장치(1-D PSD)의 차폐체와 데이터 계측장치 등이 

1998년 중반까지 개발되어, 잔류 응력 측정에 근본적인 작은 회절 탐색 

부피(small gauge volume)에 기인하는 장시간의 측정 시간을 실제적인 시

간 범위 내로 줄일 수 있게 되어 잔류 응력 측정 능력을 상당 수준 강화

하 다. 1998년 후반에 잔류 응력용 정  콜리메이터를 제작하고, 10월에 

1차 측정을 하 다. 이 측정을 통해 실제적인 방법론과 현장 기법을 습득

하고 절차상의 어려움, 장치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 작업을 수행

한 후, 1999년 2월부터 3월까지 8주간 세 한 재측정 과정을 통해 측정 

방법과 절차를 확립하 으며 실제적인 이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 다.

본 보고서에는 중성자 회절에 의한 잔류 응력 측정 원리, 현재의 하나

로 현장에서 잔류 응력 측정 절차와 실험 장치 구성, 잔류 응력 측정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정렬 방법과 장치 배치를 상세히 기술하고 국제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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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비교 측정 협력 프로그램(round robin test)인 VAMAS 시험의 Al ring

과 plug 시료, SiC 세라믹스 시료에 대한 측정 과정과 그 분석 결과를 자

세히 수록하 다. 이를 통해 공학적 부품과 재료에 대한 중성자 회절에 

의한 잔류 응력 측정법을 수립하고, 하나로 HRPD와 1-D PSD 검출장치 현

장 조건에서의 측정 방법론을 구축하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고

서(KAERI/TR-1343/99)에 기술하 다.

1.장치개발 및 성능 시험

가.실험 장치의 개요

The layout of HRPD is shown in Fig. 2.1.0.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HRPD are given in Table 2.1.0 and Fig. Fig. 2.1.

0. For the stress measurements, the detector bank of HRPD was 

substituted with the PSD unit, as shown in Fig. 2.1.0 and Fig. 2.1.

0. The first soller collimator used provided collimation α1 = 20' of 

the beam incident on the monochromator. The germanium focusing 

monochromator with a reflecting plane (331) at a take-off angle of 

90°was used, which gave a neutron wavelength of 1.834Å. The second 

soller collimator with collimation α2 = 30' and a window 35×160 mm
2 

in size which had been used for powder measurements was substituted 

with a one-slit collimator with a 7×60 mm
2 window to decrease the 

background. The distance between the beam tube nose and the 

monochromator was 6000 mm, monochromator - sample(diffractometer 

center) - 2700 mm, sample - PSD - 1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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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Schematic view of HRPD set-up

The neutron beam falling on the sample and the neutron beam 

entering PSD were defined by cadmium slits fixed on snouts attached 

to the slit boxes, as shown in Fig. 2.1.1. The slit boxes were 

mounted on micrometer translators which allowed movement of the 

slits across the beam in small steps. This was done while aligning 

the spectrometer before the experiment began. The micrometer 

translators were mounted on linear translators which were aligned so 

that they were parallel to the incident and scattered beams. These 

translators allowed variation of the distance between the sample and 

the cadmium slit without beam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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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Instrumental Resolution of H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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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Basic design characteristics of HRPD

2θM (arc of degree)    44°,  65°,  90°,  120°

Wavelength(Å)       0.980 ∼ 2.510

Min. Step Size (arc of degree)            0.01

Qmax(Å
-1
)           11.105

Beam collimation  α1 = 6, 10, 20, open

(FWHM : arc of min)  α2 = 30, open

 α3 = 10

Effective Beam Dimension

  at Monochromator   4cm × 20cm

  at Sample table   3cm × 6cm

  at Detector   2cm × 10cm /collimator

Thermal Neutron Flux (calculated)

  at Beam tube nose   2.17 × 10
14
(n/cm

2
/sec)

  at Sample table (Φs)
1)

   2.6 × 10
6
(2θM = 90°)

Resolution (Δd/d)     2 × 10-3 (a=1.10)2) 

Detectors

  Multi-detector     31 He-3 PC (5atm)

  Linear-PSD  60cm long, He-3 PC (4atm)

Sample environments

1) Ge(331) (Vertically Focussed ; gain=3.0), α1=α2=10', α2=30' and β=20'(FWHM).

   The transmissions of the Soller collimators and filter are not included.

2) a = tanθB / tan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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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hould be noted that the soller collimators was not used 

between the monochromator and the sampling volume, nor between the 

sampling volume and the detector. Estimation showed that the soller 

collimator was not needed because the horizontal divergence of the 

beam falling on a sampling volume which can have a maximum 

horizontal size of 5 mm was α2 ∼ 0.2°. For this sampling volume, 

the angular divergence of the beam falling on the detector and 

corresponding to the detector pixel size 2 mm was α3 ∼ 0.2°. Thus 

the values of α2 and α3 are low enough to provide rather high 

diffractometer resolution.

그림 2.1.3 Schematic view of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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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Experimental set-up

표 2.1.2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PSD

Active Length 600 mm

Spatial Resolution 300 pixels (picture elements)

Pixel Size 2 mm (fwhm)

Thermal Noise 1.5 mm (fwhm) for an avalanche charge of 

1 pC, measured with the Model AIM-206

Detection Efficiency 43% for 1Å neutrons,

68% for 2Å neutrons, and

94% for 5Å neutrons

Count-rate Capability 10
4
 neutrons per second for 10% coincidence

losses, maximum count rate 10
5
 neutrons per

second

Linearity 2% integral, 15% differential

Bias Voltage ≈5 kV(consult calibration sheet for exact bias

 voltage)

Pre-amplifier Power ±12V at 4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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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e dimension position sensitive detector(PSD) was surrounded 

by shielding from borated polyethylene with a divergent slit in 

front of the detector to accept the scattered beam in an angular 

interval of about 3°to scan one diffraction peak.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PSD are given in Table 2.

The XY translator table(Fig. 2.1.4), allowing movement of the 

sample with an accuracy up to 0.025 mm was mounted on the 

diffractometer sample table. The linear translator for movement 

along the vertical Z direction could be mounted on the XY table. 

But, in our experiments, the Z-linear translator was substituted 

with a lifting table, as shown in Fig. 2.1.4. A set of fixtures 

could be used to secure a sample on the beam. 

그림 2.1.5 Experimental set-up for alignment of input 

and detector slit 

Linear 

translator

Micrometer

translator

Snout

Slit box
Cadmium slit

Micrometer

translator

Linear tran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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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능시험

(1) The alignment of instrumentation 

(가) The central axis of the diffractometer

The central axis of the powder diffractometer is the vertical 

axis of the sample table about which the bank of detectors rotates. 

This axis is used as the vertical reference axis for scanning. In 

order to determine the central axis of the diffractometer, the 2 mm 

diameter steel pin(Fig. 2.1.6) was mounted on the small goniometer 

which was mounted on the sample table. Using the goniometer and the 

theodolite, the steel pin was first aligned vertically. Then, using 

both the X and Y movement, the pin was positioned horizontally until 

no translational movement of the pin was observed in the theodolite 

as the sample table was rotated. The theodolite and the level were 

then focused on the pin to define the geometrical reference point.

(나) Correspondence between the angle and channel of PSD

A diffraction pattern of the 2 mm diameter steel pin was recorded 

with removed snouts using a wide neutron beam. It was found 

experimentally that the center of (110) reflection of our steel pin 

lies at the angle 2θ∼59.7 . Detector was set at two positions 

near this angle which were read by the 2θ encoder. Corresponding 

positions(channel number) of reflection on PSD were determined and 

using these data, we found that one channel of PSD corresponded to 

0.00647°. This step was too small for diffraction pattern scanning 

and, in further experiments, we carried out a summation of neutron 

counts over 8 channels so that the new step was equal to 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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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Sequence of operations for centering the neutron beam 

and "gauge volume" of the geometrical reference point

    1. Locating Peak Centre

    3. Adjusting Detector Slit

      2. Adjusting Input Slit

      4. Final Setting

PSD

Neutron beam

Input Slit

Detector SlitIron 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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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lignment of input and detector slit.  

The shape of “gauge volume” is determined by the shapes of the 

input and output cadmium slits, their distance from the reference 

point and the angle of the Bragg reflection. Fig. 2.1.6 illustrates 

the sequence of operations for positioning the neutron beam. A 

diffraction pattern of the 2 mm diameter steel pin was recorded 

using a wide neutron beam. The detector was set at the angle 2θ= 

59.7 , corresponding to the reflection (110). The snout with a 1.5 

mm wide vertical slit(27 mm height) was attached to the slit box on 

the incident beam. Using the theodolite, the snout was adjusted so 

that the slit was strongly vertical. The neutron count was recorded 

as the cadmium slit was traversed horizontally by the micrometer 

translator. The input slit was then adjusted to the position at 

which the maximum neutron count was recorded, which corresponded to 

being centered on the reference line with the neutron beam aligned 

along the radius. The distance between the input cadmium slit and 

diffractometer axis was 100 mm. A 1.5 mm wide vertical slit was then 

fixed on the snout on the diffracted beam at 30 mm from the 

diffractometer axis and similarly traversed until it was centered. 

The vertical size of the gauge volume was defined by the height of 

the detector slit. For adjusting the height, we used two cadmium 

strips which were attached to the snout by double sided masking tape 

so that they covered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slit. 

(라) Determination of the neutron wavelength and “zero 

angle”.

The standard sample of Ni powder was used to determine the 

neutron wavelength and “zero angle” for the PSD angle position 2θ. 

A vanadium can Φ8 mm, h=40 mm, filled with standard Ni 

powder(a=3.524Å) was mounted at the diffratometer reference point 

and three Bragg reflections (111), (200), (220) were scanned by 

setting PSD at the angles 2θ= 53.6 , 62.8 and 94.8 respectively. 

Using the determined exact angular position of the reflecti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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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angle” 2θo = 13.7393 and wavelength λ = 1.8336 Å were 

determined.

그림 2.1.7 Effective gauge area and shape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the reference point for surface 

passing through a square cross-section gauge volume

(마) Determination of the sample’s edge(surface) by neutrons

To measure strain distribution in a sample, reference are needed 

in the sample to define the position of the measurement point. 

Usually some edge(surface) of the sample is used as the reference, 

and the position of this reference surface is determined by 

neutrons.

When strain scanning measurements are made, data of neutrons 

scattered from the gauge volume are collected. Gauge volume is 

determined by intersections of the incident and scattered beams. The 

center of the gauge volume coincides with the reference point of the 

diffractometer. Fig. 2.1.7 illustrates the determin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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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osition at which the reference point lies on the sample 

surface. Scattering angle 2θ is supposed to be close to 90 , while 

the input and output slits have equal width, a. The neutron count is 

recorded as the surface chosen as the reference surface passes 

through the gauge volume. The surface may just touch the edge of the 

gauge area when it is at a distance of a/ 2  from the gauge 

geometrical center, which coincides with the diffractometer 

reference point. As the surface is moved towards the reference 

point, the effective gauge area and, consequently, the neutron 

count, will be increased and will reach maximum when the surface has 

passed the reference point and the gauge volume is fully in the 

sample. Half of the maximum neutron count corresponds to the sample 

position at which the surface passes through the reference point.

(2) Experimental procedure

The specimen is shown in Fig. 2.1.7. It was made from aluminum 

alloy 7075 and was consisted of a ring and a plug which had been 

joined in a way that mutual constraint occurred. The ring had been 

expanded by heating and the plug had been contracted by cooling in 

liquid nitrogen. Then the ring was fitted on the plug and the sample 

was brought to room temperature. At room temperature, both the ring 

and the plug should have residual stress. The outer sample diameter 

was ∼50 mm, the inner ring diameter (=outer plug diameter) was ∼25 

mm, and the height of the sample ∼50 mm. From the same aluminum 

plate which had been used for the ring & plug sample, another plug 

with a diameter of Φ25 mm and a height of 50 mm was prepared to 

measure scattering angle 2θo for the stress-free material. 

Measurement of the strain tensor was carried out at 8 points 

situated at the distances from the sample axis : 0, 5, 7.5, 10, 

13.75, 15, 20 and 22.5 mm at a height of 12.5 mm from the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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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Schematic of specimen

From sample symmetry, we could assume the principle directions :

 radial, hoop and axial, as shown in Fig. 2.1.8. At every 

measurement point in the sample we measured strain components in 

these three directions. 

그림 2.1.9 Typical experimental set-up

For strain measurement in the radial and hoop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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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inum reflection (311) was used. The typical experimental set up 

is shown in Fig. 2.1.9. The detector was set at angle the 2θ= 97.

3°corresponding to the reflection (311) for the wavelength λ= 

1.834Å. The sample was mounted on the sample table so that the 

radius passing through the measurement points was parallel to the Y 

translations. Using the XY translations and theodolite, the sample 

was adjusted to the position at which the sample axis coincides with 

the diffractometer axis. Then, by rotating the diffractometer table, 

the radial direction passing through the measurement points was 

directed along the scattering vector, as shown in Fig. 2.1.9. From 

Fig. 2.1.9, one can see that φ= 90°+ θ and, for our case, φ= 90°+ 

48.65°= 138.65°. For this arrangement, the reflection (311) was 

scanned for every measurement point. Positions of the measurement 

points were determined relating to the sample edge which had been 

determined by neutrons. For hoop component measurements, the sample 

was rotated at -90〫(Fig. 2.1.9). The raw diffraction peak data, 

neutron counts versus channel number, were fitted by a Gaussian 

function to obtain a precise value of the peak position. The 

position of the diffraction peak for the unstressed plug was 

measured for points at 0, 2.5, 5, 7.5, 10 mm from the plug axis and 

at 12.5 mm from the base. The radial and hoop directions, 

respectively, were oriented along the scattering vector in these 

measurements. Shift of the peak position for stressed and unstressed 

samples allowed determination of the strain components: 

ε r,h=- cotθ⋅Δθ

For measurement of the axial component, the sample was reoriented 

and mounted as shown in Fig. 2.1.9. The height of the detector 

cadmium slit was decreased down to 6 mm. Experiments showed that the 

sample possessed texture and intensity of the reflection (311) was 

too low to measure the axial component. Therefore, for these 

measurements, we used reflection (220). For this reflection, 2θ= 

79.64 and φ= 12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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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Measurement of radial 

and hoop component

그림 2.1.11 Measurement of  

axial component



- 107 -

(3) Results 

The results of strain measurements are given in Fig. 2.1.11-14. 

In comparison, the results of the measurements made on the same 

sample in Chalk River Laboratory(Canada) are represented. One can 

see rather good agreement. The radial strain is compressive both in 

the plug and ring and has the highest value near the plug-ring 

boundary. The hoop strain is compressive in the plug and tensile in 

the ring. The highest tensile strain is at the plug-ring boundary.

The values of radial and hoop strains in the plug are very close. 

The axial strain is tensile in the plug and practically absent in 

the ring. The residual stress was calculated using elastic constants 

measured in Chalk River Laboratory:  

Measurement direction :  Hoop Radial Axial

Youngs Modulus[GPa]: 71.1 71.1 68.7

Poissons Ratio: 0.351 0.351 0.356

그림 2.1.12 Radial component of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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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Hoop component of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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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 Axial component of strain 

0 5 10 15 20 25

-200

-100

0

100

200

300

400

Axail direction strain

 : KAERI

 : CRL

S
tra

in
(µ

ε)

Ring & Plug position from center(mm)



- 109 -

그림 2.1.15 Radial, hoop and axial component of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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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f determined stress components in comparison with 

ones predicted by the theory are given in Fig. 2.1.15. The results 

agree with the stress distribution measured in the same sample in 

JAERI(Japan) and Chalk River Laboratory(Canada). In agreement with 

the theory, the radial and hoop components in the plug are close and 

compressive. In the ring near the plug-ring boundary, the radial 

component is compressive while the hoop component is tensile. In 

contrast with the prediction of the theory, the axial component 

differ from zero though its value is low. 

(4) Summary

The residual stress measured in the VAMAS Round Robbin Sample by 

the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of KAERI with a one 

dimension position sensitive detector showed good agreement with the 

results obtained in other researchers. Therefore, the conclusion is 

made that KAERI possesses a facility which allows carring out 

accurate measurement of the residual stress by the neutron 

diffraction method.



- 110 -

다.PSD 제작에 의한 성능 개선

(1) Experiments for PSD test.

The aim of the experiments was to test new position sensitive 

detectors PSD120 and PSD200 manufactured in laboratory and compare 

their characteristics for residual stress measurements with existing 

PSD600 and conventional detector in HRPD. PSD120 has working window 

120x80mm
2 and pixel size(fwhm) 1.9mm;  PSD200 has working window 

200x100mm
2
 and pixel size 2.5mm, PSD600 has the working widow 

600x25mm
2 and pixel size 2mm. The shielding for PSD120 and PSD200 

was made from boron polyethylene. Since only one peak is scanned for 

residual stress measurements,  only part of working window of PSD 

(70mm length) was open, while other part was covered by shielding.

In case of PSD, there is no third collimator in front of 

detector. If pixel size of detector is F, then uncertainty in 

position of detected neutron is ±F. The cadmium slit with width 2F 

in front of conventional detector provide the same uncertainty in 

position of detected neutrons. Therefore scanning by conventional 

detector with cadmium slit 2F width imitates the scanning by PSD and 

give the same width of diffraction peak. In other words, the angular 

divergence of the third collimator α3 one can calculate for 

geometry where cadmium slit 2F width is positioned in front of a 

conventional detector. For such geometry the collimation α3 depends 

on diameter of sample, distance between sample and PSD and width of 

cadmium slit 2F. The distance between PSD and sample was 1200mm so 

that for pixel size 2.5mm the collimation α3 was 10' for sample φ

2mm, 14' for sample φ5mm and 18.6' for sample φ8mm . 

The reflection 112 of Fe in steel rods φ2mm, φ5mm, φ8mm and 

height H=20mm was measured by HRPD and PSD200 to compare intensity 

and width of diffraction line. The measurement was made for 

wavelength λ=1.832Å so that for reflection 112 the diffraction 

angle 2θ=103.5o. The first collimator was soller type with α1=20', 

the second collimator was one-slit type with window 20x100mm
2
, which 

was usually used for powder diffraction. The measurements showed 



- 111 -

that for samples φ2mm and φ5mm the width of diffraction peak is 

about 27' and is the same for HRPD and PSD200. For sample φ8mm the 

width increases from 31' for HRPD to 34' for PSD200. The result is 

understandable as the soller type collimator with α3 =10' was used 

as the third collimator in front of detector in HRPD. The 

measurement also showed that intensity of peak for PSD200 was about 

2.5 times higher than for HRPD.

Comparison of PSD120 and PSD200 was made by measuring reflections 

110, 002 and 112 of Fe in steel rod φ2mm. The second collimator was 

one-slit type with window 6x60mm
2
. This second collimator had been 

used for residual stress measurements of aluminum VAMAS round robin 

sample with PSD600. The measurements showed that intensity of 

diffraction peaks for PSD200 is about 1.9 times higher than for 

PSD120 while width of peaks are practically the same (Fig. 2.1.15, 

Fig. 2.1.15).

그림 2.1.16.  The intensity of diffraction peaks 

measured by PSD150 and PSD200 in parallel (p) and 

anti-parallel(ap) position of steel rod φ2mm, 40mm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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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The width (FWHM) of diffraction peaks 

measured by PSD150 and PSD200 in parallel (p) and 

antiparallel(ap) position of steel rod φ2mm, 40mm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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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compare PSD600 and PSD200  the aluminum VAMAS round 

robin sample was measured using PSD200.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the same as that which had been in  measurements by PSD600 in 1999. 

Radial component of strain was measured in points R=0 and R=20mm 

using reflection 113 of aluminum (2θ=97.34o). The measurements 

showed that the width of diffraction peak was about 31' for both 

PSD600 and PSD200. Intensity of peak for PSD200 was about 3.6 times 

higher than for PSD600(Fig. 2.1.17, Fig. 2.1.17). Another advantage 

of PSD200 over PSD600 was the fact that the effect to background 

ratio for PSD200 was about 2.6 times higher than for PSD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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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8. The reflection 113 measured by PSD200 in 

the aluminum VAMAS round robin sample in radial 

direction in point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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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 The reflection 113 measured by PSD600 in 

the aluminum VAMAS round robin sample in radial 

direction in point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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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eriments to check the possibility of multi-detector 

instrument for residual stress measurements

The multi-detector system for residual stress measurements by 

neutron diffraction was suggested in laboratory. The proposed system 

can increase luminosity several times in comparison with one 

detector system and simplify the measurement procedure. The idea was 

to dispose number of detectors (PSD or conventional detectors ) 

along the circumference of the diffraction cone scattered by the 

gauge volume and simultaneously measure strain in different 

directions. 

The accuracy of measured strain depends on line width, which 

depends on collimation and is different for different parts of 

diffraction cone. The aim of experiments was to measure the width of 

diffraction line in different parts of diffraction cone and its 

dependence on collimation. The width of diffraction line in 

"parallel" position, "anti-parallel" position and at the top of 

circumference of diffraction cone("upper" position) was measured 

using position sensitive detector PSD200. The gauge volume was 

modeled by Ni powder sample in vanadium can with diameter φ2mm and 

height 2mm and steel rod with diameter φ2mm and height 40mm. In 

case of Ni powder the reflection 220(2θ = 94.78
o) was scanned, and 

in case of steel rod the reflections 110(2θ =53.9
o), 002(2θ =79.8o) 

and 112(2θ = 103.5
o
) were scanned. The measurements was made for 

two collimations of the first collimator : α1 =20' and α1 

=40'(open). The one-slit collimator with window 6x60mm
2 was used as 

the second collimator. The measurements showed that for diffraction 

peak in "parallel" position for α1 =40' the peak intensity is about 

2 times higher than for α1 =20'. At the same time the width of peak 

becomes broader and the broadening increases with the scattering 

angle 2θ. The error of peak position, which is the main criteria 

for the residual stress measurements, for the same measurement time 

for angle 2θ∼90
o became bigger for α1 =40', Therefore, in spite of 

lower intensity, it is better to use the first collimator with 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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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he width of diffraction line in "anti-parallel" position is 

about 6' broader than in " parallel" positio (Fig. 2.). For the 

first collimator with α1 =20', for scattering angle 2θ=90
o the 

width increase from 25' for "parallel" position to 31' for 

"anti-parallel" position. Such width is quite acceptable for the 

residual stress measurements.

The width of diffraction line at "upper" position was measured 

for different vertical divergence β2 of the beam impinging on the 

sample. Ni powder in vanadium cans φ2mm, height 2mm and φ5mm, 

height 5mm was used to model the gauge volume. The reflection 220 of 

Ni at scattering angle 2θ=94.8
o
 was scanned. Variation of the 

vertical divergence β2 was achieved by changing the height of the 

exit window of the second collimator with cadmium masks. The width 

decreased to 34'(Fig. 2.1.19) when the vertical divergence of the 

beam impinging on the gauge volume was reduced to β2 = 18'. This 

caused the drastic loss in the intensity. 

그림 2.1.20. The reflection 220 of Ni powder 

sample(φ2,height 2mm) measured by PSD200 in upper 

position (2θ=94.8
o
) for vertical collimation β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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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our experiments showed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ulti-detector system. The instrument has maximum advantage for the 

full stress tensor measurements in small parts when the maximum 

height of the gauge volume is limited by the value of 2-3mm and fine 

collimation in  both the horizontal and the vertical direction 

should be used. If gauge volume is high and relaxed vertical 

divergence is allowed, then only part of the diffraction cone near 

the horizontal plane of diffraction has acceptable width. In this 

case only part of detectors scanning line near 　 parallel　  and 

　anti-parallel　 position can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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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4축 단결정 회절장치(FCD)의 개발과 응용

1. 주요부품 개발과 시험

가. 단색화결정

FCD의 빔 단색화 작업 수행을 위한 단색화결정을 결정하기 위해 보유중

인 여러 Ge 단색화결정에 대하여 HRPD를 이용한 빔 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 이용될 단색화결정을 HRPD 시료대의 빔 중심에 올려놓고 

tilting(TL), translation(TR), rotation(ROT)에 따른 빔 특성시험을 하여 

단색화결정들 각각에 대한 결정성, 투과율, FWHM의 측정 및 계산을 수행하

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적의 단색화결정을 선택하 다. 이를 위하여 HRPD 시

료대 위의 회전봉에 설치되어 단색화결정의 TL, TR를 수행할 수 있는 결정 

조절대를 제작하 다. 그림 3.1.1에는 결정의 위치 조절이 가능한 결정 조

절대를 보여주고 있다. 장치 제작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Tilting, translation 

결정의 tilting 조절장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곡률반경이 35mm인 

장치를 이용하 으며, X-Y 이송대는 1/100mm까지 조절 가능하고 최대 

50mm까지 이동할 수 있는 위치이송 시스템을 구매하여 사용하 다.

∙ Rotation 

회전은 HRPD 시료대내의 회전테이블을 이용한다.

∙ 제작 물품 

- φ140×39T의 Al원판 1개 : HRPD 회전봉( φ60)에 끼워 맞춤

- φ140×15T의 Al원판 2개

--> 아래판 : 위의 39T 원판과 고정

--> 윗판 : 아래판에 62mm의 볼트를 연결시켜 수평 및 높낮이 

조절(가장 윗판 위에 TR 고정)

- 100×100mm Al판 1개, 45×70×10mm steel판 : TL의 밑판지지

- 9×50×19mm의 Al판 : crystal mount(TL위에 올라감)

- 수평조절 볼트 : M6×62 볼트 3개(F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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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HRPD 빔 특성시험에 이용되는 단색화결정 조절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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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Ge(331), Ge(004) 투과모드 단색화결정 특성 시험

보유하고 있는 Ge 단색화결정의 종류는 Ge(331) 투과 및 반사모드, 

Ge(113) 반사모드등이 있으나, FCD의 take-off 각도인 45°를 고려하여 결정

들의 파장을 고려하면, Ge(331) 결정의 파장은 0.99Å이고 Ge(113)의 경우

는 1.24Å이다. 단결정 실험을 위해서는 1Å 주변의 파장이 좋고, FCD에서 

단색화결정을 지나는 빔은 HRPD의 단색화결정을 향하므로 HRPD의 간섭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투과모드가 유리하다. 보유한 단색화결정들 중 Ge(331) 

투과모드가 가장 적절하므로 우선 Ge(331) 투과모드에 대해 빔 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가) 단색화결정

- Ge(331), transmission geometry

(나) 측정 조건

- HRPD 이용; take-off angle = 2θM=90°

- 입사파장 : λ = 1.84Å

- 2θ = 90.28°

(다) 장치설치

- HRPD의 시료대위에 수평을 조절할 수 있는 spacer를 놓은후 X-Y 

translator, tilting을 고정한 뒤 결정을 마운트함. rotation은 시

료대의 ω을 구동함

- 카드뮴을 사용하여 제2 콜리메타와 제3 콜리메타의 빔 크기를 

조절함

(라) 측정 순서

① transmission 모드에 맞게 결정을 시료대 위에 고정(입사빔과 

산란빔의 사이각≈90°)시키고 그때의 θ값을 읽음

② 대략 2θ=90°가 되는 검출기를 선정(#19)한후 좌우 5°로 0.2° 

θ-scan

③ 19번 검출기주위에 어떤 피크도 보이지 않아 좌우로 많은 각

도로 움직이며 θ-scan

④ 17번 검출기(2θ≈80°)의 θ=153.9°에서 피크 발견

⑤ θ를 153.9°로 고정한후 2θ-scan, 2θ=181.2°, θ= 153.9°+ 180°

로 회전시켜 2θ-scan --> 2θ=81.2°로 똑같이 나옴

의문: (331)면이 아닌 다른면일 가능성이 있음 

   --> (400)면의 2θ=80.84° (17번 검출기의 위치에 맞음)



- 120 -

⑥ 제2 콜리메타의 빔 크기를 카드뮴을 사용하여 2cm×1cm 로 

줄임

⑦ 피크위치가 변하지 않을때까지 θ, 2θ-scan을 반복하여 최적의 

값을 찾음

⑧ 2θ위치를 고정한후 (331)면 방향과 수평(X) 또는 수직방향(Y)

으로 이동하면서 θ-scan하여 최적화함

⑨ 3nd collimaor에 카드뮴을 붙여 빔 높이를 1cm로 줄임

⑩ ⑧번을 반복, 최적 조건 : 2θ=81.5, θ=154.5, Tr(X)=0, 

Tr(Y)=+1mm

⑪ 위의 최적조건 아래 tilting angle을 바꿔가면서 θ-scan. 최

적조건을 찾음

⑫ 최적조건에 놓고 θ와 2θ를 순차적으로 하나를 고정하고, 다른 

하나를 scan하여 최적의 중성자 분포를 측정

(2) Ge(004) 투과모드 단색화결정의 빔 특성시험 결과

Ge(331) 단색화결정의 빔 실험 결과가 Ge(004)일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

라 (331)면일 가능성에 대해 두 차례의 빔 실험을 수행하 으나 결과는 항

상 일치하 다. 그러므로, (004)면에 대해 최적의 위치를 찾으려는 실험을 

다시 시도하여 최종 결과를 얻었다. 

(가) 단색화결정

- Ge(004), 투과모드

(나) 측정 조건

- HRPD 이용; take-off angle = 2θM=90°

- 입사파장 : λ = 1.84Å

- 2θ = 90.28°

(다) 장치설치

- 위의 (1)/(다)항과 같음

(라) 빔 크기 조절

- 제2 콜리메타 빔 크기 : 2cm×1cm 

- 시료앞 빔 aperture 크기 : 1.2cm×1.8cm

(마) 결과

- 세 차례의 단색화결정에 대해 HRPD를 이용한 빔 실험에서 최종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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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θ와 2θ의 rocking 커브를 그림 3.1.2와 그림 3.1.3에 나타내었다. 

그림 3.1.2 Ge(004) 투과모드 단색화결정의 θ스캔 결과

그림 3.1.3 Ge(004) 투과모드 단색화결정의 2θ스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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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331) 단색화결정의 검토

Ge(331) 단색화결정이 (331) 투과모드가 아니므로 면간 각도를 계산하여 

봄으로써 빔 크기 조절에 따른 빔 실험을 수행하여 Ge(331) 단결정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보를 얻고자 하 다.

(가) 빔 크기

- 제2 콜리메타 빔 크기 : 2cm×1cm

- 시료앞 빔 aperture 크기 : 1.2cm×1.8cm

- 제3 콜리메타 빔 높이 : 1cm

(나) 측정순서

① 결정을 빔의 방향과 직각으로 놓은 후 reflection 모드로 돌

려가며 θ-scan함

② θ=160.8°의 위치에서 19번 검출기에 피크가 발견됨

③ θ=160.8°로 고정한 뒤 2θ-scan함

④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피크위치가 변하지 않는 θ와 2θ위치를 

결정함, θ=160.75°, 2θ=90.25°

⑤ Translation 수행

⑥ Tilting을 수행하여 최적의 빔 profile을 얻어냄

- 제3 콜리메타 빔 height : 1cm

⑦ θ-scan의 경우에서는 2차 빔 시험보다 더 많이 찌그러진      

Gaussian분포를 보임. 왜냐하면, 결정의 tilting 방향이 투과모

드인 경우로 세팅되어 반사 모드에서는 (331)면에 대한 tilting

을 수행할 수 없었음

(다) 토의

① Ge(331)은 투과모드가 아닌 반사모드로 만들어짐 

② θ-scan에서 Ge(004), (113)면도 찿아냄

- (331) : 2θo=90.39°, θ=160.75°, 19번 검출기

- (004) : 2θo=80.00°, θ=233°, 17번 검출기

- (113) : 2θo=80.00°, θ=199.6°, 14번 검출기

③ (331) 투과모드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빔 실험을 수행

하여 최종결과를 얻어냈으나 단결정 구조해석으로의 파장으로는 

적당치 않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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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e(331) 반사모드 단색화결정의 빔 특성시험

또 다른 단색화결정 중 하나인 반사모드의 Ge(331) 단색화결정에서 중성

자 빔 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결정크기는 67×53×6mm
3
 이었다.

(가) 측정조건

- HRPD 이용; take-off angle --> 2θM=90°

- 입사파장 : λ = 1.84Å

- Ge(331)의 d = 1.2978Å, 2θ = 90.28°

- 2θ = 90°을 이루고 있는 19번 검출기 관찰

(나) 장치설치

- Ge(331) 투과모드와 같은 방법을 이용

(다) 빔 사이즈

- 제2 콜리메타 빔 크기 : 2cm×1cm

- 제3 콜리메타 빔 height : 1cm

(라) 측정 결과

- Ge(004) 반사모드에 대해 수행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θ 스캔

과 2θ스캔을 반복하여 최적의 빔 profile을 얻었고 그 결과를 그림 3.1.4

와 그림 3.1.5에 보여 주었다.

그림 3.1.4 Ge(331) 반사모드 단색화결정의 θ 스캔 결과



- 124 -

그림 3.1.5 Ge(331) 반사모드 단색화결정의 2θ 스캔 결과

(5) Ge(004) 단색화결정에서의 빔의 오염

여러 가지 단색화결정에 대한 빔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파장과 높은 

빔 강도, 그리고 HRPD와의 간섭효과를 고려하여 Ge(004) 투과모드의 단색화

결정을 선택하 고 FCD SDM unit에 단색화결정을 설치하고 정렬하 다. 정

렬이후 장치의 점을 결정하기 위해 Ni, Si, Al2O3, Al-rod 등 여러 가지 

표준 분말 시료들을 이용하여 빔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1.6는 Ni 분말

시료에 대해 18'의 α3 콜리메타를 이용하여 0.1° 스텝으로 측정한 회절상들

에 대해 Rietveld 해석코드를 이용하여 구조 정련을 수행한 최종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이 분석결과에서 이론값과 측정값이 2θ가 커질수록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는 Si, Al2O3, Al-rod들의 회절상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 다.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기위해 순도가 매우 높은 KCl 단

결정 시료를 마운트 한 후 (00l) 회절면(l=2n)들에 대해 θ-2θ 스캔을 수

행하 다(그림 3.1.7). 그림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4) 회절면과 

(008) 회절면들에 대해 오염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8은 

(004) 하나의 회절면에 대해 피크를 분리한 그림이다. 2nd order의 가능성

에 대해 정 조사를 하 으나, 오염된 위치에서의 파장은 대략 2.22Å으로

써 계산적인 2nd order의 위치보다 더 큰 2θ 위치에서 발견되고 (00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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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면에 대해서는 그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FCD 주변장치에 대한 원인에 대

해서도 정  조사하기 위해 카드뮴 차폐를 이용하여 여러 방법으로 빔 실험

을 수행하 으나 주변장치에 의해 튀어나오는 빔이 아님을 확인하 다. 빔

의 상·하·좌·우 어느 부분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Ge(004) 단

색화결정의 문제라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단색화결정의 교체를 검토하 으

며 적당한 단색화결정으로 Ge(331) 반사모드를 선택하 다. 결정내 빔의 투

과거리가 1.6cm로 HRPD에의 빔의 손실을 염려하 으나 이론적인 흡수값은 

9%로써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1.6 Ge(004) 단색화결정을 이용하여 FCD로 측정한 Ni 분말시료의

회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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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Ge(004) 단색화결정을 이용하여 FCD로 측정한 KCl 단결정의 

(001) 회절상

그림 3.1.8 Ge(004) 단색화결정을 이용하여 FCD로 측정한 KCl (004) 회절

면에 대한 회절상



- 127 -

(6) Ge(331) 반사모드 단색화결정의 설치 및 정렬

Ge(331) 반사모드의 단색화결정을 FCD 단색화결정 테이블에 설치한 후 

pencil 검출기를 이용하여 빔 실험을 수행하여 가장 큰 강도를 갖는 위치를 

결정하 다.

(가) 최적조건 설정 

① SDM unit 위에 결정을 고정시킨 후 시료위치에 pencil 검출기

를 올려 놓고 tilting 각도를 조금씩 바꾸어가며 Ω 스캔을 수행

하여 빔 profile을 조사하 다.

② 이후 translation에 대하여 위와 똑같은 방법을 수행하여 최

대의 강도를 갖는 위치에 결정을 고정하 다.

③ 분말시료 Ni과 Si를 각각 18´와 1°의 제3 콜리메타를 이용하

여 장시간 측정하 다.

④ 금박을 부착한 판을 대략 25시간 시료위치에 노출시켜 열중성

자속을 계산하 다.

⑤ 결정을 고정한 후 폴라로이드 사진을 촬 하 고 18분간 노출

시켜 래디오그라피 사진을 촬 하 다.

(나) 결과

① Ni과 Si 시료 측정 후 정련은 매우 잘 일치하 고 계산상의 

분해능 곡선보다 훨씬 좋은 분해능을 보여주었다. 분말시료 측

정 결과와 열중성자속의 계산 결과는 본 절의 2항/“라. 빔 특성

시험”에서 자세히 소개하 다.

② 파장은 0.997Å이었고 2θo 역시 결정되었다.

③ 사진현상 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빔 분포가 대체적으로 균

질함을 알 수 있다(그림 3.1.9).

④ 구조인자식을 이용한 강도계산의 결과는 Ge(331)의 경우 

(004)면보다 대략적으로 2배가 감소하 다. 실험적으로 flux를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는 70%감소하 으나 이전 (004)면을 사용

하 을 때 다른 파장의 효과를 고려하면 위의 ⑤의 결과는 충분

히 수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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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시료대에 입사되는 빔의 분포. 

빔 방향에서 18분간 노출시켰으며 빔의 크기

는 30mm이다.

나. FCD 제 2 콜리메타

(1) 콜리메타 분산각

그림 3.1.10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 빔이 FCD 시료대의 시료 중심

위치에 입사되는 빔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35mm 폭의 effective pile 빔

이 단색화결정에서 반사되어 -45°의 take-off 각도로 시료위치에 다다르게 

된다. 시료위치에서 단색화결정까지의 거리는 3100mm이고 그림 중간 부분에 

계단식의 점선으로 그려놓은 부분은 HRPD 차폐벽내에 있는 빔의 통로로써 

이곳에 α2 콜리메타가 놓여지게 된다. 그림 3.1.10에서 단색화결정이 받아

들이는 빔의 최대 폭은 49.5mm가 되고, 단색화결정에서 시료에 이르는 집속

각(collimation angle)은 0.92°가 된다.

그림 3.1.10 FCD 시료대에 입사하는 빔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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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리메타 설계

단색화결정을 통과하는 중성자 빔을 시료 위치에 집속하도록 빔 channel

의 각 위치에서 콜리메타의 aperture를 결정하기로 하 다. 빔 인출 

channel의 총 길이는 1148mm로써 차폐벽 안쪽에서 728mm까지의 내경은 60×

60mm, 나머지 400mm까지의 내경은 91×91mm로써 중간 부분에 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콜리메타의 총 길이는 차폐벽 안쪽에서 1120mm로 되도록 하여 

빔이 집속될 수 있도록 그림 3.1.11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연결되어 

질 수 있게 설계하 다.

(가) Part A (콜리메타 전반부)

- 재료 : Steel SS41

- 녹 방지 코팅

- 모든 내벽 카드뮴 0.5t 부착

그림 3.1.11의 콜리메타 전반부는 두 쌍(상․하 판, 좌․우 측판)의 철

판을 그림과 같이 결합하여 만들며 결합방법은 상하판에서 측판을 볼팅한

다. 외곽치수는 60×60mm에 거의 가까이하여 콜리메타 자리에 꼭 껴맞춤을 

목표로 한다. 그림 3.1.11 (b)의 a 위치는 콜리메타 전반부가 차폐벽 홀내

로 빨려들어가지 않도록 10mm 두께로 하여 전반부 끝부분에 볼팅하여 연결

한다. 콜리메타 내부는 0.5mm의 카드뮴을 부착한다.

(나) Part B (콜리메타 후반부)

- 재료 : Steel SS41

- 녹 방지 코팅

- 모든 내벽 카드뮴 0.5t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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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1 FCD α2 콜리메타. (a) 콜리메타 전 부분 (b) 콜리메타 상단부와 

(c) 하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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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콜리메타 aperture

그림 3.1.12에는 원자로 벽의 빔 튜브 노즈에서 단색화결정을 거쳐 시료

에 입사되는 빔의 경로를 단색화결정의 피크 반사율을 고려하여 직선으로 

표시하 다. 빔 튜브 노즈의 높이는 총 140mm이고, 중심부분에서 40mm 아래

의 빔이 FCD 단색화결정에 입사하게 된다. 단색화결정의 위치에서 수평 및 

수직 집속각은 각각 0.59°와 0.63°를 이루고 있고, 이때 단색화결정을 지나

는 수평 빔의 크기는 32mm로 생각하여 단색화 결정에서 시료까지 각각의 위

치에서 콜리메타 aperture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1600mm 위치 : 26×29mm

- 2000mm 위치 : 28×32mm

- 2748mm 위치 : 31×36mm

제작된 콜리메타의 aperture는 위의 이론적인 빔의 크기보다 넓게 설계

되었다. 그러므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정렬은 큰 오차 범위가 발생하지 않

는 이상 충분히 허용되어지는 범위 내에 있게 된다.

그림 3.1.12 입체각을 보여주는 FCD 빔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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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공작실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콜리메타를 0.5mm두께의 카드뮴을 내부에 

부착한 후 전반부에 보여진 약간의 변형(휘어짐)을 교정하고 볼트로 각 단

편들을 조립하여 HRPD 차폐벽의 자리에 끼워 보았다. 전반부는 꼭 끼워 맞

춤이 이루어 졌으며 후반부 역시 제대로 자리가 잡힘을 확인하 다.

다. 제2 콜리메타-시료대간 빔 조절장치 제작

(1) 목적 

FCD α2 콜리메타 -시료대간 빔 조절장치의 제작 목적은 제2 콜리메타를 

지나 시료대에 입사하는 중성자 빔을 빔 가이드 튜브를 통과시킴으로써 보

다 효율적인 중성자 빔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제2 콜리메타와 시료대 사이에 

설치하 다. 제2 콜리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빔 채널의 바깥쪽에 빔 셔터와 

모니터 계수기를 설치할 수 있게 주변장치를 설치하 으며, 모니터를 통과

한 중성자는 빔 가이드 튜브에서 백그라운드를 줄이고 차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내부 직경이 30mm의 보론 PE을 이용한 빔 가이드 튜브를 제작

하 다. 빔 가이드 튜브는 Al-profile에 철판을 이용하여 원자로 벽에 고정

하여 지지하며, 튜브의 정렬을 위하여 profile과 튜브의 중간에 이중나사를 

연결하여 높낮이를 조절하고 좌우의 조정은 가이드 튜브의 받침부분에 좌우

로 나사를 꽂아 조절할 수 있게 하 다.

(2) 장치 구성

셔터, 모니터 및 빔 가이드 튜브등의 모든 장치들은 빔의 중심(바닥면 

에서 1160mm, recess 바닥면 에서 128mm)을 지나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

야 하며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아래와 같다.

(가) 복합차폐셔터

제2 콜리메타 바깥부분의 recess위에 직선 레일을 고정하 으며 그 위를 

빔의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이동하면서 빔을 차폐하기 위한 장치이다. 셔터

의 크기는 150×140×140mm3로 10mm 두께의 철판을 이용하여 전․후판, 좌․

우판 및 상․하판 각각 6부분으로 나누어 볼트로 조립하 다. 빔 통과 부분

을 기준으로 중간 위치의 30mm 부분에는 납(Pb) 덩어리가 채워져 있으며 처

음 30mm 위치와 끝의 30mm 부분에서는 B4C 분말가루를 에폭시와 혼합하여 

채워넣었다. B4C 양과 에폭시 양의 비율은 중량 및 체적 분율을 계산하여 

B4C 140cc, 28.8 wt%와 에폭시 860cc, 71.2 wt%를 혼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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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셔터, 모니터 지지판

recess 바닥판과 벽면판을 ㄴ자로 연결하여 볼팅한후 수직․수평을 맞춘 

뒤 링 후 가공하여 직각도와 평면도를 맞춘다. 벽면판은 빔을 중심으로 

40×40mm의 □홀을 내어 콜리메타를 지나는 빔을 모니터로 받아들이게 하며 

두께 19mm를 이루고 있는 콜리메타의 하우징에 볼팅하여 고정하고 바닥판위

에 셔터와 모니터를 설치한다.

(다) 셔터, 모니터 바닥 수평판

셔터와 모니터가 빔에 수직을 유지하도록 recess의 바닥면에 용접되며 

셔터, 모니터 지지판이 위에 올라 3개의 수평 조절볼트로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Al profile 벽면판이 HRPD벽면에 착되여 이 수평판의 전

면부에 볼팅되어 연결된다.

   

(라) 모니터 붙임대

콜리메타와 최소의 거리를 유지하여 셔터, 모니터 지지판위에 올려진다.

(마) Al profile 벽면판

HRPD의 벽면에 착되어 윗부분이 셔터, 모니터 바닥 수평판에 볼트로 

고정된다. 빔 가이드 튜브를 올려 놓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지대 역할을 

담당한다.

(바) Al Profile 고정판

Al profile을 고정시킬 판으로 45°의 빔 방향을 맞추기 위해 두 개의 철

판을 같은 각도로 용접한 후 평면도와 직각도가 오차범위 이내로 되게 정  

가공한다. 조립은 Al Profile 벽면판에 고정되어, Al Profile 빔 가이드 튜

브 지지대를 연결 결합한다.

(사) Al Profile 빔 가이드 튜브 지지대

기존의 Al profile(40×80mm2)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45°을 이루고 있

는 Al profile 고정판에 브라켓을 사용하여 연결시켜 빔의 방향과 일치시킨

다.

(아) 빔 가이드 튜브 높이 조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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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조절대 역시 Al profile이며 밑 부분은 Al 브라켓을 이용하여 Al 

profile과 연결시킨다. 브라켓 고정나사를 사용하여 profile 위를 이동시켜 

윗 부분에 연결된 빔 가이드 튜브를 시료와 원하는 거리만큼 유지시킬 수 

있게 한다. 조절나사를 부착하여 튜브와 빔의 중심이 일치되게 높이를 고정

시키고, 높이 조절나사 윗 부분에 튜브를 올려놓을 ⊔자 모양의 받침대를 

연결시켜 좌우의 볼트를 이용해 튜브를 빔 중심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조절

한다.

(자) 빔 가이드 튜브

50×50mm의 크기(내경 : φ30mm, 길이 : 880mm)의 치수를 갖는 보론 폴

리에틸렌을 재료로 하여 시료대가 2θ=140°를 회전하면서 단색화 결정과 

최소의 거리를 유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모니터로부터의 거리를 결정하

다.

2. 설치와 장치성능시험

가. 장치와 모터 제어기의 연결

FCD의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SDM(single crystal monochromator unit), 

SDS(single crystal sample table) 및 Eulerian cradle의 모터 구동을 위하

여 2상 스테핑 모터 조절계를 이용하 다. 사용된 모터 조절계의 기능은 1

세트의 조절기와 4세트의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어 조절기는 드라이버 

unit과 RS232C 통신을 하면서 드라이버 unit를 제어하고, 모터의 속도, 스

텝, ABS 및 HALF/FULL등을 쉽게 볼 수 있게 설계되었다. 모터 조절계의 뒤

판에는 모터구동을 위한 MS 커넥터와 경계스위치 조절을 위한 D-sub 커넥터

가 붙어있어 기계장치의 모터들과 연결되게 하 다. 조절계와 기계장치의 

연결을 위하여 장치 부분 모터들의 8개 모터들(SDM 4개, 시료대 2개, 

Eulerian cradle 2개)의 형태와 커넥터들을 조사하 고 케이블 연결작업을 

수행하 다. 표 3.2.1에는 기계장치 부분의 모터와 엔코더들에 대한 형태와 

종류를 정리하여 놓은 것으로 각 모터들의 고유 핀 번호를 조사하여 모터 

조절계에 연결시킨후 구동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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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FCD장치의 모터와 encoder의 형태와 종류

Comp.

Motor Encoder

Cable

type

connector

machine LLB rack type

connector

machine LLB rack
motor encoder

SDM-X

SLO-SYN

MO62LE09

CANNON

TRIDENT 

19pts

CANNON 

D-SUB

9pts

Potentiometer

RECT1 H12

CANNON

TRIDENT 

19pts

JAEGGER 

530800

4pts

SDMO1 

MO1

SDMO1 

CO1

SDM-Y

SLO-SYN

MO62LE09

CANNON

TRIDENT 

19pts

CANNON 

D-SUB

9pts

Potentiometer

RECT1 H12

CANNON

TRIDENT

19pts

JAEGGER 

530800

4pts

SDMO2 

MO1

SDMO2 

CO1

SDM-θ

SLO-SYN

MO62LE09

CANNON

TRIDENT

 19pts

CANNON 

D-SUB

9pts

HEIDENHAIN

ROC 417

HEIDENHAIN

17pts 

CANNON

ZDEA15P-SB

SDMO3 

MO1

SDMO3 

CO1

SDM-φ

PHYTRON

ZSS43.200.12

CANNON

TRIDENT

19pts

CANNON

D-SUB

9pts

ARTUS

26T11

CANNON

TRIDENT 

12pts

CANNON

2DE19S

SDMO4

MO1

SDMO4

CO1

SDS-2θ

SLO-SYN

MO91FD8109

CANNON

TRIDENT 

19pts

CANNON

D-SUB

9pts

HEIDENHAIN

ROC 417

HEIDENHAIN

17pts

CANNON

ZDEA15P-SB

SDSO1 

MO1

SDSO1 

CO1

SDS-θ

SLO-SYN

MO63LE09

CANNON

TRIDENT 

19pts

CANNON 

D-SUB

9pts

HEIDENHAIN

ROC 417

HEIDENHAIN

17pts

CANNON

ZDEA15P-SB

SDSO2 

MO1

SDSO2 

CO1

SDS-χ

SLO-SYN

MO92FD8814

CANNON 

D-SUB

9pts

X X CANNON

D-SUB(FM)

SDSO3 

MO1

SDSO3 

CO1

SDS-φ

SLO-SYN

MO61LS08

CANNON 

D-SUB

9pts

X X CANNON

D-SUB(FM)

SDSO4 

MO1

SDSO4 

CO1

나. 제어장치

(1) 4축 모터의 제어 

FCD의 4축 모터를 구동시키고 제어하기 위해서, 첫째 단계에서 4개의 모

터를 움직이기 위해 4축 모터 콘트롤러(Power Korea제, 1998년 형)를 사용

하 다. 이 모터 콘트롤러는 PC의 COM2 포트와 Serial Cable(RS-232c)를 통

해 연결되어 있어 모터의 동작을 PC에서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단계에서는 

개수(Monitor Counter)또는 시간(Timer)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 목적으로 

CTM-05/A(Keithley Metrabyte제)보드를 사용하 다. 이 보드는 PC의 ISA 

Slot에 연결되며 5개의 내부 계수기를 가지고 있다. 각각의 계수기는 

16bit, 즉 216=65536개의 신호를 셀 수 있다. 5개의 계수기들 중에 4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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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씩을 직렬 연결하여 232=약 4x109개의 신호를 셀 수 있도록 하여  각각 

검출기와 Monitor에 연결하 다. 나머지 하나의 계수기는 시간의 경과를 측

정한다. 이 보드의 BaseAddress는 0x330이고, Direct Register Access방식

으로 Programming하 다.

이런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Windows 9X/NT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 SXD

를 Visual C++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그림 3.2.0에 모터 구동과 제어 및 데

이터 획득 시스템 개요도를 나타내었다. 프로그램 SXD에 대하여는 제9절/5/

나/(1)에 설명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CD에서 단결정 회절실험

을 수행할 때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Eulerian Cradle의 4개의 모터(각도)를 움직인다.

- 4개의 모터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Monitor Count 또는 일정 시간

을 기준으로 검출기에 감지되는 중성자의 개수를 센다.

- 다음 위치로 (4개 모두 또는 일부의)모터를 이동. 앞의 과정을 반복한

다.

그림 3.2.1 FCD 모터 구동과 제어 및 데이터 획득 시스템 개요도 

PK Motor 
Controller

CTM-05/A 
Counter 
Board

Monitor/
Detector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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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

C

Motor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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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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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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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D(Single Crystal Diffraction) Control Program

Eulerian Cra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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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터 구동시험

FCD 기계장치의 구동 모터는 단색화결정 테이블(SDM)내에 아랫단부터 순

서적으로 X, Y 직선이송대, 회전대 그리고 tilting 고니오메터를 구동할 수 

있는 4개의 모터와 시료대(SDS)에 장착되어 있는 θ와 2θ의 2개 구동 모

터, 마지막으로 시료대 위에 위치하는 Eulerian cradle내의 2개 모터로써 

총 8개 모터들이 구동되어야 한다. FCD의 구동제어기는 프랑스 LLB형의 제

어기를 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제어기의 구동 s/w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터구동을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터 제어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모터 제어기는 4개의 모터 드라이버를 구성하고 있어 모터의 동작

시험을 위해 처음에는 SDM의 4개 모터들을 제어기에 연결하여 시험하 고, 

이후, SDS의 4개(Eulerian cradle의 2개 모터 포함)의 모터들에 대해 구동

시험을 수행하 다. 구동시험의 절차는 조절기에 연결된 각 모터들의 용량

을 파악한 뒤, 조절기의 조정전압을 설정 속도를 달리하면서 최적의 속도와 

조정전압을 결정하고 펄스와 모터의 움직인 거리와의 관계도 결정하 다. 

모터의 디코딩은 각 모터들의 엔코더들을 LLB 제어기에 연결하여 판단하기

로 하 다.

(1)  SDM Unit

그림 3.2.2는 FCD의 SDM unit를 보여주고 있다. SDM의 X, Y 이송대와 회

전대를 구동하는 3개 모터들은 모두 SLO-SYN 모터들로 모터 용량은 4.7A, 

1.65V이다. 각 모터들의 조정전압은 0.7V에서 1.8V까지 0.1V 간격으로 설정

하면서 모터의 구동 속도들을 변화시키면서 시험하 다. SDM-X와 SDM-Y의 

경우, High current, Half mode의 조절기 조건에서 1.41V의 조정전압과 

400unit의 속도를 최적조건으로 설정하 고 이때 두 경계단까지의 거리는 

75mm로써 구동펄스의 수는 21,000이었다. 조절기의 펄스 증감과 LLB 제어기 

내의 엔코더의 디코딩 수치와의 관계는 같아서 펄스가 증가함에 따라 디코

딩 수치도 증가하 다. 그러나, 엔코더의 변화 값은 한쪽 끝(39.4)에서 다

른 쪽 끝단(40.5)까지 움직 을 때, 변화의 폭이 너무 작아 정  구동할 때

의 디코딩은 확인할 수 없었다. SDM 회전 모터 역시 1.41V의 조정전압에서 

적정 속도를 400으로 결정하 으며, 조절기에서 200펄스의 값이 회전대를 1

도 회전시킨다는 결과를 LLB 제어기에 연결된 엔코더로써 확인하 으며, 조

절기의 펄스가 증가함에 따라 엔코더 값도 같이 증가하 다. SDM tilting에 

사용되는 모터는 PHYTRON으로 1.2A에 5.2Ω의 용량이었다. 0.36V의 조정전

압에 대하여 200 또는 400의 속도에서 원할한 구동을 보 으며, 두 경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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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사이의 펄스수는 대략 23,000이었다. 조절기 내의 펄스값이 100일 때 

엔코더의 변화값은 90이었고 tilting 각도 1°에서 600의 엔코더 값이 변화

함을 확인하 다.

그림 3.2.2 FCD SDM Unit

(2) Euler Cradle

SDS의 구동 모터들은 시료대에 부착되어 있는 θ와 2θ 회전 모터 2개와 

시료대 위에 올라있는 Eulerian cradle의 χ와 ψ의 회전 모터들로 총 4종

류로써 각 모터에 대해 SDM의 모터 구동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 다.

 SDS-2θ 모터의 경우 1.6V의 조정전압과 800의 모터속도가 적절하다. 

정 도는 2θ 각도 역의 차이보다 구동속도의 변화에 따른 차이가 더 크

다. Backlash 보정 시에는 3° 이상의 각도에 대해 실시하여야 정확한 위치

에 도달됨을 확인하 다. SDS-θ 모터는 조정전압 1.41V에서 400의 모터속

도가 최적조건이었다. SDS-2θ에서는 모터 조절기의 2000 펄스가 1°의 2θ 

각도를 이동하 으며 SDS-θ에서는 400 펄스에 1°가 구동하 다. 두 경우 

모두 LLB 제어기의 엔코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 으며, 장치 축에 대해 반 

시계방향을 증가 방향이라 했을 때 SDS-2θ에서는 장치와 엔코더의 증가 방

향이 일치하 으나 SDS-θ의 경우에서는 두 방향이 서로 반대임을 확인하

다. SDS-χ 구동 모터는 조정전압 1.8V에서 400의 모터 속도가 최적조건을 

이루고 있었으며, SDS-ψ의 경우는 1.24V의 조정전압에서 속도 200, 400, 

600 모두 원활히 구동하므로 구동 속도가 빠른 600으로 결정하 다. 방향을 

임의로 바꾸어가며 구동시켜도 backlash는 나타나지 않았다. SDS-χ와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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ψ들은 기계장치에 엔코더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LLB 조절기로 디코딩을 할 

수 없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장치에 부착된 스케일을 활용하기로 하 다. 

SDS-χ의 경우는 400 펄스 구동할 때 실제모터는 1° 구동하 고, SDS-ψ에

서는 제어기의 200 펄스가 1° 모터 구동 값에 해당하 다. 

라. 빔 특성시험

(1) 장치의 점 및 파장 결정

(가) 파장 및 2θ의 점

FCD의 파장 및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시료로 이용되고 있는 Si, 

Ni, Al2O3의 분말시료들을 바나듐 캔 안에 넣어 시료위치에 마운트한 후 0.

1°간격으로 2θ 스캔을 수행하 다. 그림 3.2.3은 1°의 제3 콜리메타를 

사용하여 Ni 분말시료의 회절상을 측정한 후 Rietveld 해석코드인 Fullprof

로 해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2θ 각도에서 상당히 평탄한 백그라

운드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론과 계산상의 피크 정보도 잘 일치하 다. 

정련을 위해 사용된 초기의 파장은 Ge(331) 단색화 결정의 격자상수와 

take-off 각도 22.5°로부터 Bragg 식에 대입하여 계산되어진 1.082Å를 사

용하 다. 장치상수 U, V, W는 Cagloti[3-1]에 의해 제안된 Bragg 피크의 

반치폭 계산식을 이용하여 초기값을 결정하 다. 최종 정련후의 파장은 

0.997Å 이었고, 2θ값은 장치 스케일을 기준으로 10.6°로 확인되었다.

그림 3.2.3 FCD로 측정된 Ni 표준시료의 Rietveld 정련 회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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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ω의 점

ω각의 점을 확인하기 위해 KCl 단결정 회절실험을 수행하여 확인하

다. 실험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결정의 크기가 대략 4×4×4mm
3
인 KCl 단결정을 고니오메터 헤드

에 마운트한 후 (002)면의 방향을 φ축에 평행이 되도록 한 뒤 

망원경을 사용하여 결정을 빔의 중심에 오도록 정렬한다.

② Bragg 법칙을 이용하여 (002)면의 이론적인 2θB를 계산하고 2θ

0를 더한 2θP
C
의 위치에 검출기를 고정시킨다.

③ χ를 90°로 회전시켜켜 (002)면의 회절벡터가 장치와 수평을 

이루도록 한다. 이때의 φ값을 φ1으로 지정한다.

④ (002)면에 대한 ω 스캔을 수행하여 최대 피크위치에 ωP를 고정

한 뒤 2θ 스캔을 한다. ω와 2θ 스캔을 반복하여 ωP (1)을 결정

한다.

⑤ φ=φ2=φ1+180°에 대하여도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ωP(2)를 결정

한다. 이때의 φ값은 φ2로 설정한다. 이때, ωP=1/2[ωP(1)+ωP(2)]=θ

B+ω0의 관계가 있으므로, ω0를 결정할 수 있다.

⑥ φ=φ3=φ1+90°과 φ=φ4=φ1+270°의 각에 대하여도 비슷한 방법을  

수행하여 ωP(3)과 ωP(4)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ω의 점은 아래의 식에서 얻어진다.

(3.2.1) ω o=
1
4
[ω p (1) + ω p(2) + ω p(3) + ω p(4) ] - θB

최종으로 얻어진 FCD의 ω0 값은 장치에 붙어 있는 스케일 값으로 

306.15°이었다.

(2) 열중성자속 측정

FCD 장치에서의 열중성자속을 측정하기 위해 금줄 방사화법을 이용하

다. 금줄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조사시킨 후 열중성자속을 산출하

다. 열중성자속의 산출을 위해서 표 3.2.2와 같은 식 및 계수가 이용되었

다. 결과는 표 3.2.3과 그림 3.2.4에 정리하 다.



- 141 -

표 3.2.2 금줄(Au wire)의 특성표 및 열중성자속 계산식 

Characteristics of Au

Atomic Mass : 196.9665

Density at 20℃ : 19.31g/㎤

Foil Purity : 99.9966%

Absorption cross section ; σa = 98.65×10
-24 (cm2) at neutron 

velocity is 2200m/s

Beam Flux of Thermal neutrons

ø th =
A th
nσ a

⋅
e
λ tc

1-e
-λ t i r r

⋅
1
Yε
⋅
1
f sh (No./cm

2/sec)

Ath : γ-선의 수

n : number of atoms

σth : Absorption Cross Section =>

 

σ a =
0.993Å
1.7981Å

×98.65E-24(cm
2
)

= 54.48×10- 24(cm 2 )
 at 0.993Å

λ : decay constant, λ=1.7854 ×10
-4
/min

tc : 냉각시간

tirr : 조사시간

Y : Gamma Yield for 411.8044 keV, Y = 0.9556

ε: Detector Efficiency for 411.8044keV, 

ε = 3.81×10-3 at 10cm

fsh : Self-shielding Factor, fsh = 0.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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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FCD 시료 위치에서의 열중성자속 (원자로출력 20MW)

조사 시작: 5/21 17:35

조사 끝:   5/23 10:51

조사 시간: 41:16 (2476 min)

Sample 

No.

Weight

(mg)

Counting Time Cooling 

time

(min.)

Count 

Area
Flux

Start End

25 19.82 13:05 14:05 1574 9728 8.88E+05

26 20.00 14:50 15:50 1679 7767 7.16E+05

27 18.81 16:04 17:04 1753 7766 7.71E+05

28 19.38 17:07 18:07 1816 8875 8.65E+05

29 18.63 18:12 19:12 1881 7772 7.97E+05

57 17.80 19:13 20:13 1942 839 0.91E+05

58 18.90 20:14 21:14 2003 145 0.15E+05

59 18.90 21:16 22:16 2065 4453 4.65E+05

60 18.81 22:17 23:17 2126 2382 2.53E+05

그림 3.2.4 열중성자속 측정을 위한 금줄의 배치도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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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모니터 및 검출기 성능시험

FCD의 중성자 검출에 이용되어질 He3 가스 비례계수기 2개와 1개의 모니

터 검출기에 대하여 Am source와 중성자를 이용한 빔 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특성시험 후의 결과는 FCD 계측시스템의 구성에 이용된다.

(1) Am source를 이용한 특성시험

(가) 검출기, 모니터의 종류 및 실험에 이용된 계측 시스템의 구성

① 검출기 : He-3, DEXTRAY, 39NH9/5, 2개

② 모니터 : He-3, MNH10/4, 2F 1개

③ 계측장비 구성

- H.V. : CANBERRA 3106D

- Amp. : ORTEC 572

- Pre-Amp. : ORTEC 142PC

- Discriminator. : ORTEC 421

- Counter & Timer : ORTEC 776

(나) 검출기 특성시험

① MGI에서의 제시한 동작전압 : 1500∼1600V

② 실험 절차

- Am source 앞부분에 Cd+Pb+B Polye.를 이용하여 검출기로 들어오는 

빔을 조절함

- 첫 번째 He3 검출기 (DEXTRAY, #1)를 source 앞에 설치함

- H.V.와 Amp gain을 서로 바꾸어가며 MCA 시험 --> 대략적으로 

1500V와 1750V에서 amp gain을 조절하여 MCA에서 최고 카운트가 

되는 channel의 전압이 5V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좋은 스펙트럼 

설정

- 몇 개의 대략적인 discriminator를 설정한 후 H.V.를 50V씩 올려가

며 plateau 측정

- 2μsec이상의 시상수(time const.)에서만 이론적인 plateau 곡선이 

관찰됨. 2μsec이하에서는 전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카운트수가 

일정하거나 감소함

- DIS가 0.5V 근처에서 수용할 만한 plateau가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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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험 결과 

- 검출기 #1, #2가 비슷한 성질을 이루고 있음

- 소스를 이용한 두 개의 검출기는 공히 그리 좋지 않은 특성을 보여

주었다. 0.4∼1.3V까지 DIS 역을 바꾸어가며 plateau를 측정하

으며 0.5V근처에서 가장 좋은 모양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plateau를 결정할 수 있는 수평 전압 범위는 대략적으로 200V 정

도밖에 되지 않으며 plateau를 결정하는 스펙트럼에서 높은 전압

의 끝부분에서의 증가폭은 작게 나타나었다. 그림 3.2.5와 그림 

3.2.6에는 검출기 2에 대한 실험 후의 MCA 스펙트럼 및 plateau를 

보여주고 있다.

- #1, 2 He3 검출기에 대한 최종 실험 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H.V.: 1750V, DIS: 0.5V, 

  Amp gain: 1.08×20, Time const.: 2μsec

그림 3.2.5 Am 소스를 이용한 He3 검출기의 MCA 측정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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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Am 소스를 이용한 He3 검출기의 Plateau 범위

(다) 모니터 특성시험

① MGI에서의 동작전압 : 1000∼1100V

② Am 소스에서 나오는 중성자의 개수가 많지 않아 검출기보다 

낮은 plateau를 갖는 모니터에서는 중성자 스펙트럼을 찾을 수

가 없었다.

(2) 중성자를 이용한 빔 특성시험

(가) 검출기 특성시험

① 실험

- 중성자 실험은 원자로의 ST1 포트에서 실시하 다.

- 포트에서 나오는 중성자 빔을 카드뮴을 이용하여 빔 크기를 줄임으

로서 검출기에 입사되는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하 다.

- 대략 1500V와 1700V 근처에서 MCA를 이용한 스펙트럼을 관찰하고 

각각의 경우에서 0.5V, 1.0V, 1.5V에서 discriminator의 레벨을 조정

하여 plateau를 조사하 다.

- 일반적으로 H.V.에 따른 plateau 조사 역은 대략 300V로써 Am 

소스를 이용한 시험보다 좋게 나오며, 높은 H.V.에서 증가율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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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또한 관측되지 않았다.

② 두 개 검출기에 대해 중성자 빔 특성실험을 수행한 후의 최종 

plateau와 discriminator 레벨:

- 검출기 #1: H.V.= 1670V, DIS= 0.94V, Amp gain: 0.7×100, Time 

const.: 2μsec

- 검출기 #2: H.V.= 1700V, DIS= 1.0V, Amp gain: 0.7×100, Time 

const.: 2μsec

③ 실험 결과 

두 개의 검출기의 특성시험 결과는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2의 경우에 있어 plateau 조사를 위한 분포 곡선이 더 좋은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림 3.2.7과 그림 3.2.8은 각각 #2의 He3 검출기에 대

한 중성자빔 실험 후의 MCA 측정 스펙트럼과 plateau 범위이다.

그림 3.2.7 중성자빔을 이용한 He3 검출기의 MCA 측정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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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중성자빔을 이용한 He3 검출기의 Plateau 범위

(나) 모니터 검출기 특성시험

① 중성자 실험

- ST1 포트에서 실험

- 포트에서 나오는 빔을 카드뮴을 이용하여 빔 크기를 조절함

- H.V.의 범위를 900∼1100V사이에서 MCA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매우 

좋은 스펙트럼을 관측하 고, 몇 개의 DIS를 설정 후 plateau를 조

사하 다. 그림 3.2.9와 그림 3.2.10은 중성자빔을 이용하여 모니

터 검출기의 MCA 측정 스펙트럼과 plateau 범위를 측정한 것이다.

② 최종 실험 후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 H.V.= 1100V, DIS= 2.5V, Gain: 0.7×500, Time const.: 2μ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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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중성자빔을 이용한 모니터 검출기의 MCA 

측정 스펙트럼

그림 3.2.10 중성자빔을 이용한 모니터 검출기의 Plateau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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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치능력 검증; KCl 단결정 실험

그림 3.3.1은 하나로 ST2 수평공에 설치가 완료된 FCD 장치의 모습이다. 

이 장치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해석의 첫 번째 시험시료로써 KCl 단

결정을 선택하여 자체적으로 개발된 자동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과 데이터 

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CD를 이용한 중성자 구조분석을 수행하고 프

로그램의 정 성을 확인하 다.

그림 3.3.1 중성자 4축 단결정 회절장치 (FCD) 

가. 장치설정

크기가 대략 4×4×4mm3인 KCl 단결정을 카드뮴으로 둘러싸인 강철봉위

에 결정의 c축이 장치에 수직이 되도록 부착한 후 고니오메터 헤드 위에 올

려 놓고, Euler Cradle의 중심에 고정한 뒤 망원경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빔

의 중심위치가 되도록 시료를 정렬하 다. 단색화결정은 mosaicity가 18´

인 Ge 단결정의 (331)면을 반사모드가 되도록 사용하 으며 He3 검출기 앞

의 콜리메타는 대략 1°의 분산각을 갖는 개구 콜리메타를 장착하 다. 표 

3.3.1에는 KCl 단결정 회절실험을 수행한 장치의 주요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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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KCl 단결정 회절실험을 위한 장치조건

 Take-off angle  2θM = -45
o

 Monochromator  Ge(331) in reflection

 Wavelength
 0.997Å 

 Beam Collimation (arc of min)  α1=open(0.87
o
)

 α2=0.92
o

 α3=1
o

 Effective Beam Dimension
   at monochromator
   at Sample Table/Detector

 40×80mm
 30mm dia

 Thermal Neutron flux (n/cm
2
sec)

   at Beam Tube Nose
   at Monochromator Table
   at Sample Table 

 1.28E + 14
 3.4E + 9
 4.0E + 6

 Detector  88mm sensitive length, He-3 PC (5atm)

 Sample axis (ω) -185
o
 ＜ ω ＜ 185

o

 Detector axis (2θ) -10
o
＜ 2θ ＜ 140

o

 Scanning mode  ω/2θ coupled

 Angular
 precision/reproducibility

±0.0025o

 Min. step increment  0.005
o

나. UB 행렬의 계산

KCl 단결정의 구조는 이미 오래 전에 밝혀져 있으므로 알려진 격자상수

를 이용하여 방위행렬을 결정하기 위해 두 개의 결정면 (200)과 (020)면을 

이용하 다. 

정확한 2θ와 ω각을 결정하기 위하여 Bragg 반사조건을 만족하는 이론

적인 2θ 각도 위치에 검출기를 고정한 뒤 ω를 θ 각만큼 회전하여 고정하

고 χ각도를 90°회전하 다. 0.1°간격으로 φ 스캔을 한 후 피크 profile

을 조사하여 최고 카운트 위치에 φ각을 고정하여 2θ와 ω스캔을 같은 스

캔 각으로 반복하여 (002) 회절면의 최적위치를 찾아 고정하 다. 이때 

(002) 결정면이 빔과 평행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χ각도를 아래위로 조금



- 151 -

씩 이동한 뒤 위의 과정을 반복할 수 있다. 만약 χ=90°의 위치에서 (002) 

평면이 정확히 빔과 일치하지 않으면 고니오메터 헤드의 tilting arc를 조

정하여 위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002) 회절면을 측정하여 2θ와 ω 스캔

을 반복하여 두 각을 결정한 뒤, χ 각을 0°로 회전하고 φ스캔을 다시 수

행하여 (200)면과 (020)면의 설정각을 결정하 다.

두 개의 회절면에 대해 결정된 χ와 φ의 각도는 최종 (200) 회절면에 

대하여는, χ=0°, φ=30.63°이고, (020) 회절면에 대하여는 χ=0°, φ

=130.63°이었다. 이들 두 개의 회절면을 입력하여 REFINE 프로그램을 수행

하여 계산한 UB 행렬은 아래와 같다.

(3.3.1) UB  =
ꀌ

ꀘ

︳︳︳

ꀍ

ꀙ

︳︳︳

0.0811 -0.1370 0.0000
0.1370   0.0811 0.0000
0.0000   0.0000 0.1592

다. 스캔범위 결정 및 회절강도의 측정

UB 행렬을 이용하여 결정된 회절면들의 설정각들은 REFINE의 입력 파일

에서 sinθ/λ 의 범위를 0.5로 주어 2θ=60° 범위 이내로 하 다. 일반적

으로 회절실험에서는 Bragg 식,

(3.3.2) λ = 2d min sin θ

에서 나오는 dmin을 분해능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KCl의 경우는 K와 

Cl의 긴 결합길이 만이 존재하므로 θ의 범위를 30°까지 하여 dmin=1Å으로 

하 다.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회절면들의 수는 총 143개로 2θ의 최대값은 

59°에 해당하 다. KCl의 공간군에 해당되는 비대칭단위의 수는 33개로써, 

이중 반사조건을 만족하는 회절면의 수는 15개에 불과 하 고 최대 2θ 값

은 57°이었다. 적은 데이터 산출을 근거하여 REFINE 프로그램에 의한 격자

상수와 방위행렬은 최소자승법으로 정련은 수행하지 않았다.

회절강도를 측정할 때 Bragg 피크의 반치폭(half width)은 2θ가 증가하

면서 현저하게 넓어진다. 그러므로, 2θ가 증가하면서 변하는 반치폭을 근

거로 하여 각 측정 피크들의 스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반치폭은 장치

를 구성하는 각각의 콜리메타, 단색화결정의 mosaicity 등의 장치상수에 따

라 결정되는 것으로 θ-2θ 모드에서 스캔폭을 결정하는 이론적인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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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고되어 있다[3-2]. 그러나, 여러 가지 장치변수들의 오차로 인하여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 반치폭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실험적으

로 2θ가 증가함에 따른 반치폭을 결정하기 위하여 KCl 단결정에 대해 

Bragg 회절면들에 대해 θ-2θ 스캔을 수행하 다. 그림 3.3.2는 KCl 단결

정을 분산각이 1°인 제3 콜리메타를 장착하여 측정한 Bragg 회절면들의 반

치폭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3.3.2에 의해 결정된 반치폭을 근거로 하여 측

정할 시료의 스캔 스텝 및 범위들을 결정할 수 있다. KCl을 분석하기 위한 

각 회절면의 강도 측정은 그림 3.3.2를 근거로 하여 각 2θ측정 위치에 해

당하는 반치폭의 4배가 되는 범위를 2θ 스텝을 0.1°로 하여 UB 행렬에 의

해 계산된 33개의 반사면들에 대해 측정하 다. 데이터의 측정은 프로그램

(SXD)으로 자동화되어 있다. 초기 장치의 위치는 네 축 모든 각도가 장치의 

점에 고정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REFINE을 수행하여 회절 데이타의 설정각

이 주어지면 회절면들의 순서대로 스캔을 수행한다. θ-2θ 스캔을 수행할 

스캔 범위를 지정하여 줄 수 있으며 측정은 시간과 모니터모드 중 선택하여 

측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3.2 FCD로 측정한 KCl 단결정 회절피크들의 반치폭 

1 0 2 0 3 0 4 0 5 0 6 0

0 .5 6

0 .5 8

0 .6 0

0 .6 2

0 .6 4

0 .6 6

0 .6 8

0 .7 0
(0 06 )

(2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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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 4 )

(1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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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4 )

(1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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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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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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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데이터 전 처리

스텝 스캔에 의해 측정된 빔의 분포에서 순 강도(net intensity)를 결정

하기 위하여 백그라운드와의 경계를 결정하는 방법은 Lehmann과 Larsen의 

방법[3-3]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 다. 모든 회절강도들에 대해 이러한 정보

를 자동적으로 얻기 위한 프로그램이 Windows 환경에서 개발되었다. 전체 

signal 카운트, 전체 백그라운드 카운트, signal 스캔 스텝의 수와 백그라

운드 스캔 스텝의 수가 결정되면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orenz 보정과 흡수보정을 수행하여 구조해석

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타 파일을 만들 수 있다. 측정 프

로그램과 구조해석 프로그램, 분자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

하여는 제9절 5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마. KCl 구조해석

비대칭단위에 해당하여 측정된 33개의 독립 회절 데이타들 중 FO
2>4σ

(FO
2)에 해당하는 13개 관측 데이타를 사용하여 구조 정련을 시도하 다. 

KCl의 구조는 NaCl 구조로 이미 알려져 있는 구조로써 K의 위치는 (0, 0, 

0)에 Cl의 위치는 (0.5, 0.5, 0.5)로 입력하여 최소자승법으로 구조를 정련

하 다. SHELXL93 프로그램[3-4]이 모든 계산에 사용되었으며, 정 화 계산

은 ∑w(|FO|-|FC|)
2을 최소화하 으며, w=1/[σ2(FO

2)+(0.01P)2], 

P=(FO
2+2FC

2)/3 이고 변수는 3개가 사용되었다. 13개의 독립 회절 데이터에 

대한 최종 R 값은 4.62%이었으며 ωR 값은 6.9%로써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표 3.3.2에 결정학적 실험 자료를 정리하여 놓았다. 최종 온

도인자(Ueq)는 K=0.018(2), Cl=0.010(2)로서  비교적 작은 값을 갖는 원인은 

회절강도의 수가 적어 3개의 변수만이 사용되어진 이유인 듯 하며 최소의 

정련에 이용되는 변수의 수가 18개 이상은 되어야 보다 정확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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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KCl의 결정학적 실험자료 

Crystal data

KCl

Mw=298.24 Ge(331) radiation beam

Cubic λ=0.997Å

Fm3m 2θ=9.11-58.59
o

a=b=c=6.28Å T=293K

α=β=γ=90
o

4×4×4mm
3

V=247.67Å
3

Colorless

Z=4

Data Collection

Neutron four-circle θmax=28.44

diffractometer at KAERI h=0 → 3

ω/2θ scan k=0 → 4

Absorption Correction : none l=1 → 6

33 independent reflection 2 standard reflection

13 observed reflection [I＞4σ(I)] intensity variation : none

Refinement 

Refinement on F
2

Δρmax= 0.05eÅ
-3

R=4.62% Δρmin=-0.04eÅ
-3

ωR=6.90% Extinction correction : none

S=0.63 Neutron scattering lengths 

33 reflections  from International Tables

3 parameters  for Crystallography

Calculated weights

ω = 1/[σ
2
(F

2
o ) + (0.01P)

2
]

where, P= (F
2
o + 2F

2
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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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 도구와 시료환경장치의 개발과 응용

가.저온용 시료환경장치의 부품제작

FCD의 저온실험을 위해 포항공대 물리학과에서 APD사의 X-선 FCD 실험용 

저온실험장치를 중성자 FCD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vacuum shroud 및 

그 내부의 부품을 설계 제작하 다. 중성자빔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vacuum 

shroud와 radiation shield, bombe등의 재질은 알루미늄을 사용하 다. 그

림에 나타낸 각 부품들의 치수와 재질은 중성자 회절실험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설계되었다. 저온용 시료캔은 시판되는 알루미늄 음료수캔을 활용하

고, radiation shield는 맥주캔을 활용하 다. 이들 캔은 두께가 0.1mm로 

매우 얇으며, 알루미늄에 의한 중성자 회절상이 거의 관측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료를 둘러싸고 있는 bombe는 내부에 He기체를 채우고 인듐선으로 봉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이는 시료 및 시료 받침대를 포함한 bombe 내

부의 전 역의 온도편차를 줄이고 열적 평형상태에 신속히 도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림 3.4.1 Vacuum Sh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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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 Radiation Shield

그림 3.4.3 Al-음료수캔을 접합하기 위한 플랜지. 접합은 저온용 특수접합

제(stycast epoxy)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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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 시료를 부착하기 위한 시료 받침대. 시료에 접착하는 부분은 중성자

회절상을 피하기 위해 카드뮴을 사용하 다. 하부는 Brass로 제작되었다. 시료

가 FCD cradle의 중앙에 오도록 조정하기 쉽도록 여러 치수를 제작하 다.

그림 3.4.5 시료 받침대를 꽂아서 bombe에 넣기 위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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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6 APD사의 Displexer에 제작된 부품들을 조립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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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온시료환경장치의 활용

이번에 개발/제작된 시료환경장치는 10K∼300K에서의 중성자회절 실험을 

가능케 해주는 것으로 온도에 따른 구조의 변화, 저온에서의 자기적 구조연

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KD2PO4 단결정에 대한 실험결과 온도 및 진공 유지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은 향후 구매하게 될 CCR(Closed Cycle 

Refrigerator) 장치를 중성자회절 실험용으로 개조하는데 적용될 것이며, 

그 후로는 독자적인 시료환경장치를 갖추고 실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외부 이용자 지원체제 구축

중성자를 이용한 단결정의 구조연구는 기존의 X-선이나 전자선으로 수행

할 수 없는 연구의 역을 가능케하므로 향후 FCD를 이용한 중성자 회절실

험은 연구소를 포함한 산 학 연계분야에 걸쳐 그의 활용가치가 급증할 것

이다. 1999년 후반기부터 외부 이용자들에게 개방된 FCD의 활용을 활성화하

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외부 이용자 지원체제를 구축하 다.

중성자 빔 이용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빔 이용시간

을 공지하고 빔타임 신청을 받는다. 빔타임 신청서 양식은 이용시간 공지 

시에 첨부파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된다. 신청서 양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첫째, 빔타임 신청서, 둘째, 각 장치별 실험 신청서 그리고 셋

째, 실험 결과 보고서이다. 빔타임 신청서와 실험 결과 보고서는 모든 장치 

이용자가 공동으로 쓸 수 있게 같은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각 장치별 

실험 신청서는 각 실험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빔타

임 신청서와 실험 결과 보고서 양식은 본 장의 제1절 2/ 다항에 그 예를 보

으며, FCD 분야의 빔타임 신청서 양식은 그림 3.5.1과 같다. 신청서를 취

합하여 빔타임을 배정한 후 배정된 결과를 다시 이용자들에게 공지한다. 실

험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지원한다. FCD를 이용한 일련의 측정 절차를 체계화하 다. 측정의 

이론적 배경과 구체적인 측정 절차는 본 장의 제9절 5항에 자세하게 서술하

다. 그러나 아직 측정 프로그램과 측정 과정과 과정 사이의 완전 자동화

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이용자가 실험 담당자의 도움없이 직접 실

험하기는 어렵다. 또한 X-선을 이용한 충분한 예비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한

정된 중성자 빔 이용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이 되도록 한다. 측정 후에는 실



- 160 -

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그림 3.5.1 빔타임 신청서 중 FCD 분야의 실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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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용 연구

가.Zr(Y)O2

본격적인 중성자 회절실험을 위하여 이트리아를 첨가한 지르코니아

(yttria-stabilized zirconia, YSZ)의 결정구조 분석을 시도하 다. YSZ 결

정은 1173K 온도 이상에서 O2- 이온들에 의해 훌륭한 컨덕터(conductor) 역

할을 수행하는 성질로, 중요한 이온 전해질로 사용될 수 있다[3-5][3-6]. 

그러므로, 이 구조에서 산소 원자의 움직임을 평가하기 위하여 X-선 및 중

성자 회절기법을 이용한 많은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Carter와 

Roth[3-7]은 처음으로 중성자 회절기법을 이용하여 YSZ의 산소 원자들이 이

상적인 형석(fluorite) 구조의 (1/4,1/4,1/4) 위치에서 <111> 방향을 따라 

이동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 결과에 반하여, Steel과 Fender[3-8]는 중성자 

분말 회절실험을 통하여 Zr(Y)O1.87와 Zr(Yb)O1.87 화합물에 대해 <100>, 

<111> 두 방향으로 산소 원자들의 변위가 있음을 보고하 고, Morinaga, 

Cohen과 Faber[3-9]들은 Zr(Ca)O1.866과 Zr(Y)O1.893의 두 화합물에 대한 X-선 

단결정 회절실험을 수행하여 산소 원자들의 이동이 Steel과 Fender들이 보

고한 것과 같이(변위 크기는 다름) <100>방향과 <111>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보고하 다. 더 최근에 Howard와 Hiil, Reichert[3-10]들은 중성자 

분말 회절 기법으로 입방정 결정의 Zr(Mg)O1.875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여 

<111> 방향으로 산소 원자의 변위가 있음을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산소 원

자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것은 YSZ 구조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것으로, 일

반적으로 산소 위치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X-선 보다 중성자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왜냐하면, YSZ를 구성하는 세 원자들에 대한 중성자의 

산란진폭의 비율은 (1:1.22:1.36)로써 X-선 보다 매우 큰 반면, Zr과 Y 원

자들에 기인되는 흡수비는 훨씬 적기 때문이다. 또한, 분말보다 단결정 시

료를 이용하는 것이 산소 원자의 위치를 더욱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방법

으로 구조 정 화에 이용되는 Bragg 피크의 강도수가 분말 피크에 비해 단

결정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YSZ 화합물인 Zr(Y)O1.875 단결정에 대해 FCD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회절강도를 측정한 후 결정 구조를 정  분석하 다.

(1) 회절강도 측정

0.8×0.9×10mm 크기의 단결정이 중성자 회절실험을 위하여 지르코니아 

블록에서 분리되었다. 실험은 Ge(331) 단색화결정을 반사시킨 0.997Å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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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수행하 다. X-선 회절실험의 결과로 얻어낸 격자상

수, a=5.1552(5)Å을 이용하여 두 개의 반사면을 찾은 후, 초기 방위행렬을 

결정하고 남아 있는 Bragg 회절면들의 위치를 계산하 다. 정확한 격자상수 

및 방위행렬은 20개 추가로 얻어진 회절면들의 위치를 정 화하여 결정하

다. 최종 얻어진 격자상수는 a=5.155(2)Å이었다. 회절강도의 측정은 sinθ

/λ=0.57 범위 이내의 70개 Bragg 반사면들이 0.1°의 2θ 스텝 간격으로 

θ-2θ 스캔으로 측정되었다. 각 스텝에서의 측정 시간은 대략 14초가 소요

되었다. 측정된 데이터들은 Lorenz 보정을 수행하 고, 흡수보정은 하지 않

았다. Zr(Y)O1.87 단결정의 중성자 회절 실험에 대한 결정학적 데이터는 표 

3.6.1에 정리하 다.

표 3.6.1 Zr(Y)O1.87 단결정의 중성자 회절 실험에 관한 결정학적 데이터

Crystal data

Zr0.73Y0.27O1.87
Mw=490.57 Ge(331) radiation beam

Cubic λ=0.997Å

a=5.155(2)Å  2θ(max)=88.43o

α=β=γ=90o V=136.99Å3

Z=4 T=293K

0.8×0.9×10mm3

Data Collection

Neutron four-circle

diffractometer at KAERI h=-6 → 7

ω/2θ scan k=-6 → 7

Absorption Correction : none l= 0 → 7

70 independent reflection intensity variation : none

21 observed reflection [I＞4σ(I)]

Refinement 

Refinement on F2 ORFLS computer program

R(F)=5.65% Extinction correction : none

ωR(I)=10.57% Neutron scattering lengths 

S=1.394    from International Tables

4 parameters       for Crystall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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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정 화 및 결과

최소 자승 결정구조와 정 화는 프로그램 ORFLS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Zr, Y와 O 원자들의 산란길이(scattering length)들은 각각 6.9, 7.9, 5.77

을 사용하 다. Zr과 Y 원자 원자들은 불규칙하게 cation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온도인자들은 등방성(isotropic)이라 가정하 다. 

형석 형태의 결정구조에서 cation과 anion 위치의 원자들은 각각 공간군 

Fm3m에서 아래와 같은 특수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cations: 4(a) m3m 0, 0, 0

O atoms: 8(c) 43m ¼,¼,¼ + (000, ½½0, ½0½, 0½½)

¾,¾,¾

Zr 원자와 Y 원자의 혼합여부와 O 원자의 변위를 조사하기 위해 두 가지 

모델 - 1) cation이 (½½½) 위치에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과, 2) 분자내 O 

원자의 vacancy가 있다 -을 설정하여 구조 분석을 시도하 다. 최소자승 정

화는 척도인자(scale factor), 등방성 소멸인자(isotropic extinction 

parameter) 그리고, cation과 산소원자들 각각의 온도인자들에 대해 실행되

었다. 산소원자의 vacancy가 있다는 모델에 대하여는 구조 정 화가 잘 수

행된 반면, interstitial cation 모델에 대해서는 비 이상적인 온도인자와 

점유도인자, 그리고, 높은 신뢰도 R값들이 구조 정련 내내 관찰되었다. 산

소원자의 vacancy 모델에 대한 R값 및 온도인자는 다음과 같다.

 R(F)=5.72%, wR(I)=10.79%, Bc=1.8(3)Å2, Bo=2.6(2)Å2

Cation 원자에 비해 산소원자의 온도인자가 매우 높은 것은 이상적인 형

석 구조의 8(c) 위치에서 산소원자의 변위가 있을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

고 있다. 산소원자에 대한 변위의 크기와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100> 또는 

<111> 방향에 따라 미세한 산소원자의 변위가 있다고 가정하여 척도인자, 

등방성 소멸인자, 그리고, 두 원자들에 대한 등방성 온도인자들에 대해 최

소자승으로 정련하 다. 산소원자의 변위가 <111> 방향을 향한다는 정련 결

과는 모든 원자들에 대해 매우 높은 온도인자와 신뢰도가 발견되었다. 

<100> 변위에 대한 정련 결과 역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산출하여 산소원자

에 대한 온도인자가 비 이상적으로 감소하 고 신뢰도 R값 역시 매우 높았

다. 이런 이유로 산소원자의 변위에 대한 또 다른 가정이 필요하 고, 

<110> 방향의 변위에 대한 가능성이 조사되었다. 이 모델에 대하여 위의 네 

변수와 산소원자의 좌표에 대한 구조 정련의 결과는 신뢰도가 다소 좋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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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산소원자의 온도인자 역시 이상적으로 감소하 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R(F)=5.98%, wR(I)=10.64%, Bo=1.1(2)

8(c) 위치에 고정된 산소원자와 <110> 방향에 따라 변위하는 산소원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 두 산소원자의 점유도와 <110> 변위에 대한 정

련이 네 변수(척도인자, 등방성 소멸인자, 그리고, 두 원자들에 대한 등방

성 온도인자)와 함께 시도되었으나, 점유도는 0으로 온도인자는 음수로 수

렴되었다. 산소원자가 <110>과 <100> 두 방향으로 변위가 일어난다는 가정

에 대한 구조정련이 다음으로 수행되었다. 결과는 표 3.6.2에 정리하여 놓

았다. 

표 3.6.2 Zr(Y)O1.87 중성자 단결정 회절실험의 최종 정련 결과

 Atom Zr(Y)
O (displaced

 along <110>)

 O (displaced

 along <100>)

 x 0.0      0.217(2)      0.25

 y 0.0      0.25      0.36(4)

 z 0.0      0.283(2)      0.25

 occupation 1.0      1.77      0.11

 B(Å2) 1.7(3)             1.02(2)

 reliability

 indices(%)
R(F)=5.65, wR(I)=10.57

산소원자들의 95%는 이상적인 형석 구조의 (¼,¼,¼) 위치에서 <110> 

방향으로 Δ/a∼0.033의 크기만큼 이동하 고, 나머지 5%의 산소원자들은 

<100> 방향으로 Δ/a∼0.11 크기만큼 변위가 일어났다. 이 결과들은 

Horiuchi[3-11]등이 Zr(Y)O1.862 단결정에 대해 1040K에서 비행시간

(Time-of-Flight) 측정법으로 수행하여 보고하 던 결과들과 비교된다. 그

들은 전체 산소원자의 93%는 Δ/a∼0.022 크기로 <111> 방향을 따라 이동하

며, 나머지 7%의 산소원자들은 Δ/a∼0.14 크기로 <100> 방향을 따라 이동

한다고 보고하 다. <110> 방향과 <111> 방향에 따른 변위도 조사하 지만,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산출되어 무시하 다. 표 3.6.2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cation의 온도인자는 이전에 비슷한 물질에 대해 보고되었던 값들에 비해 

다소 높은 온도인자가 관측되었다. Cation 원자들에 대해 작은 변위가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Sreel과 Fender에 의해 조사되었다. 그의 결과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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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ion의 온도인자가 다소 작아질지라도 신뢰도 값은 변하지 않았다. 본 실

험 역시 cation 원자의 변위에 대해 조사되었지만 Steel과 Fender의 보고와 

일치하여 cation 원자의 변위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할 수 없었다.

 

나. Benzophenone

Benzophenone ((C6H5)2O2)의 X-선 구조해석의 결과는 Vul과 

Lobanova[3-12]에 의해 1967년에 처음 발표되었다. 사방정계이고 공간군은 

P212121, 격자상수는 a=10.26, b=12.09, c=7.88Å 이었다. 크기 7×8×10mm

인 직육면체 모양의 시료에 대하여 중성자 회절실험을 통해 구조분석을 시

도하 으나 초기실험이 보여준 신뢰할 수 없는 결과에 기인하여 실험을 중

단하 다.

(1) 중성자 초기실험

시료의 b축이 장치에 수직하게 오도록 정련하 고 방위행렬을 결정하기 

위해 (400)과 (004) 두 개의 회절면을 선택하 다. 선택된 두 개의 회절면

을 기준으로 X-선 회절실험 결과의 격자상수를 이용하여 나머지 설정각들을 

계산하 다. 계산된 회절면의 설정각들 중 추가로 20여 개의 회절면을 측정

하여 격자상수, 2θ0 그리고 방위행렬을 정련하 다. 정련된 자료를 기준으

로 측정 회절면들의 위치를 결정하여 데이터 수집에 들어갔다.

(2) 문제점

화합물 내의 많은 수소원자들에 기인되는 비간섭성 산란에 의하여 높은 

백그라운드를 보여 주었다. 이전의 KCl 데이터와 비교해 볼 때, 약 2배 이

상의 백그라운드 분포를 보여 주었다, 또한, 30여 개 측정된 데이터들 중 

최고 카운트는 동일 조건에서 KCl과 Zr(Y)O2-X와 비교하여 20배 가량 약한 

회절강도를 보여주었다.

한 면 (020)에 대한 결정의 흡수효과의 조사결과 χ=90°에서 φ=90°회

전시 100% 이상의 강도 차이가 나타나므로 반드시 흡수보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방위행렬을 결정하기 위한 두 개의 회절면 및 추가로 측정한 20여 개의 

회절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다. ω 스캔의 경우는 피크의 

모양이 Gaussian 형태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쉽게 ω의 위치를 잡

을 수 있었으나, 2θ 스캔의 경우에서는 피크의 모양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피크가 겹쳐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 정확한 위치를 판단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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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근거하여 나머지 측정할 회절면의 위치가 결정되므로 회절면 측정시 

상당히 큰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다. Chrysoberyl

Chrysoberyl (Al2BeO4)은 매우 단단한 광물로써 광학적 성질에 대해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불투명한 보석류이다. Chrysoberyl에 대해 X-선 

회절 데이터를 이용한 결정구조해석은 이미 오래 전에 Farrell, Fang와 

Newnham들에 의해 보고되었다[3-13]. 그러나, 구조해석의 결과는 매우 높은 

신뢰도 R값를 보여주고 있어 정 한 구조해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X-선 회절실험 결과에서 높은 신뢰도의 원인들 중 하나로는 

chrysoberyl 구성 화합물 내의 Be 원소에 대한 X-선 산란진폭이 Al과 O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

면, 중성자의 경우는 Be 원소의 산란길이(scattering length)는 오히려 Al

과 O보다 높아 Be 원소의 정확한 위치규명이 가능하다.

(1) 회절강도 측정

크기가 약 5.0×5.5×3.5mm3 크기의 단결정을 고니오메터 헤드에 부착시

켜 결정의 b축이 장치의 주축과 같은 방향을 이루도록 FCD에 마운트 하

다. 실험 초기의 결정학적 정보는 이전 X-선 회절실험의 결과를 이용하

다. 이 시료는 사방정계이고 공간군은 Pnma, 격자상수는 a=9.404, b=5.476, 

c=4.427Å 이었다. 방위행렬을 계산하기 위한 두 개의 회절면으로 (002)면

과 (200)면을 선택하여 회절면들에 대한 정확한 각도 정보를 결정하 다. 

REFIN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회절면에 의해 계산되는 초기 방위행

렬을 결정하 고 나머지 Bragg 반사면들의 위치를 찾아내었다. 격자상수와 

방위행렬을 정련하기 위해 20개의 회절면을 더 측정하여 프로그램에 사용하

고, 정련 후의 격자상수는 a=9.4086, b=5.4736, c=4.4274Å로 미세하게 

바뀌어졌다. sinθ/λ=0.65 범위 이내의 260개 Bragg 반사면들이 0.1°의 2

θ 스텝 간격으로 θ-2θ 스캔으로 측정되었다. 각 스텝에서의 측정 시간은 

대략 14초가 소요되었다. 측정된 260개 원시 데이터들은 DATBKG 프로그램에 

의해 각 회절면들의 순 강도가 결정되었으며, DATRE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Lorenz 보정을 하 다. 또한 흡수보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2) 구조정 화

구조정 화를 위해 SHELX9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ull-matrix 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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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방법으로 정 화를 수행하 다. 초기 원자들의 위치 정보는 X-선 회

절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입력하 으며, 온도인자의 초기 입력은 모든 원

자들을 등방성 온도인자로 가정하여 정 화를 수행하여, 최종 Be 원소와 O 

원자들에 대하여는 비등방성 온도인자를 사용하 다. 최종신뢰도 인자는 

[FO
2
>4σ(FO

2
)]인 211개의 독립 회절데이터에 대해 R1 = 0.0482, ωR2 = 

0.1253이었고, chrysoberyl이 모스 경도(Moh's scale)가 8.5인 매우 단단한 

광물로 빔의 소멸(extinction)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정 한 

구조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중성자 실험에 대한 결정학적 데이터는 

표 3.6.3에 정리하여 놓았다.

표 3.6.3 Chrysoberyl 단결정의 결정학적 실험자료

Crystal data

Al2BeO4
Mw=507.88 Ge(331) radiation beam

Orthorhombic λ=0.997Å

a=9.4086(1)Å 2θ(max)=76.29o

b=5.4736(1)Å V=228.01Å3

c=4.4274(1)Å Z=4

α=β=γ=90o T=293K

5.0×5.5×3.5mm3

Data Collection

Neutron four-circle

diffractometer at KAERI h=0 → 11

ω/2θ scan k=0 → 6

Absorption Correction : none l=1 → 5

211 independent reflection 2 standard reflection

211 observed reflection intensity variation : none

[I＞4σ(I)]

Refinement 

Refinement on F2 Δρmax= 0.05eÅ
-3

R=4.82% Δρmin=-0.04eÅ
-3

ωR=12.53% Extinction correction : none

S=1.394 Neutron scattering lengths 

211 reflections    from International Tables

28 parameters    for Crystall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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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Chrysiberyl에 대해  최종 원자좌표와 온도인자는 Farrell이 수행하 던 

X-선 회절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표 3.6.4에 정리하여 놓았다. 표 3.6.4의 

결과에서 chrysoberyl의 온도인자들은 0.002에서 0.005Å2의 범위로, 시료

가 매우 단단한 물질임을 고려해도 비합리적으로 작게 관측되었다.

표 3.6.4 Chrysoberyl에 대한 최종 원자좌표 및 온도인자

Atom

x y z Temp.factor(Å2)

X-ray Neutron X-ray Neutron X-ray Neutron
X-ray,

B

Neutron

U(eq)

Al1 0.000 0.000 0.000 0.1 0.002

Al2 0.2733 0.2728 0.250 -0.0064 -0.0053 0.1 0.002

Be 0.0931 0.0929 0.250 0.4345 0.4338 0.1 0.005

O1 0.0906 0.0901 0.250 0.7902 0.7880 0.2 0.003

O2 0.4337 0.4329 0.250 0.2403 0.2412 0.2 0.003

O3 0.1632 0.1632 0.0186 0.0149 0.2586 0.2569 0.2 0.003

그림 3.6.1은 최종 원자 좌표를 이용하여 단위격자 내의 분자구조를 그

려 놓았다. Chrysoberyl은 조 입방구조 (cubic close-packed)에 가까운 조

육방구조(hexagonal close-packed)로써 감람석(olivine,(Mg,Fe)2SiO4)과 

같은 형태의 구조를 갖는다. 두 개의 알루미늄 원자는 모두 8면체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나, Al1 원자는 (0,0,0; 0,½,0; ½,0,½; ½,½,½)에 해당

하는 반전중심(inversion center)에 위치하고 있고, Al2 원자의 위치는 ±

(x,y,z; ½+x,½-y,½-z; x,½-y,z; ½+x,y,½-z)에 해당하는 경면대칭

(mirror symmetry)을 소유하고 있다. Be, O1과 O2 원자들 역시 경면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Al-O의 평균길이는 1.913(3)Å으로 Farrell등이 보고한 길

이(1.914Å)와 거의 일치한다. 한가지 흥미 있는 사실은 Al2가 이루는 8면

체에서의 Al-O의 길이는 1.937(5)Å으로 Al1 팔면체에서의 해당 길이, 

1.889(2)Å와 비교하여 매우 크다. 이 사실은, Al 대신 Cr이나 Fe가 치환되

는 경우, Al1 자리보다는 Al2 자리가 치환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을 암시한다. 또 다른 흥미 있는 양상은 BeO4 사면체의 불규칙한 결합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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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 Be-O의 평균길이는 1.638(3)Å으로 beryllium oxide[3-14]에서의 

1.649Å과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최소 1.568(3)Å에서 최대 

1.693(3)Å으로 그의 편차가 매우 크다. 이의 원인으로는 chrysoberyl 구조

내의 cation-cation 쿨롬 반발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평형상태의 cation 

위치는 그와 가장 가까이 놓인 cation과의 반발력으로 려 이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6.1 Chrysoberyl의 단위격자 내 분자구조 

Farrell등이 수행하 던 X-선 회절실험의 결과는 본 중성자 회절실험의 

결과와 대부분 잘 일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신뢰도 인자를 비교하면 

4.82%의 신뢰도를 갖는 중성자 회절실험의 결과가 15%의 최종값을 갖는 

Farrell의 X-선 분석결과보다 훨씬 정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X-

선의 결과에서는 팔면체와 사면체들 사이에서 많은 원자들의 disorder가 발

생하 으며, Be 원자의 작은 산란인자 때문에 Be 원자의 위치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주지는 못하 다. 그러나, 중성자 회절실험의 결과는 팔면체

와 사면체를 구성하는 산소 원자들의 disorder가 보여지지 않았다. 또한, 

Be 원자에 대해 정확한 위치 규명이 가능하여 Be 주위 원자들과의 기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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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정보를 확증할 수 있었다. 

라.NiO

FCD에서 modulated 구조 또는 자성구조 연구를 위해 역격자 공간에서 어

느 한 방향으로 산란벡터의 크기를 일정하게 늘리거나 줄이면서 측정하는 

Q-scan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본 절의 8항 참조). Q-scan은 ω-2θ 스캔 

보다 구조의 배열 변형방향 및 그 주기성을 관찰하는데 훨씬 편리하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반강자성체인 NiO에 대해 magnetic 

satellite peaks를 확인함으로써 FCD에 개발된 Q-scan 방식의 성능이 

modulated 구조 또는 자성구조 연구에 적합함을 확인하 다. 시료는 Tokyo 

Gakugei University의 K. Namikawa 교수가 제공한 것을 사용하 다. 

(1) 시료 정렬 및 UB 행렬 결정

NiO는 상온에서 등축면심격자를 가지며 공간군은 Fm3m이고 격자상수는 

a=4.177Å이다. 크기가 약 10×10×10mm
3인 블록의 한 쪽 모서리가 깨진 모

양을 한 시료를 고니오메터 헤드에 한 축이 장치의 주축에 평행하게 오도록 

마운트하 다. 방위행렬을 계산하기 위한 두 개의 회절면으로 (020)면과 

(200)면을 선택하여 회절면들에 대한 정확한 각도 정보를 결정하 다. 

REFIN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회절면에 의해 계산되는 초기 UB 행렬

을 결정하 고 나머지 Bragg 반사면들의 위치를 찾아내었다. 이들 중 20개

의 회절면을 더 측정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해 UB 행렬을 정련하 다. 정련 

후의 UB 행렬을 Q-scan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 다.

(2) Q-scan

NiO는 magnetic moment가 (111)면에 존재하므로 [hhh]방향을 따라 스캔

을 수행하 다. 즉, (h-0.1 h-0.1 h-0.1) ∼ (h+0.1 h+0.1 h+0.1) 구간을 

51 측정점에 대해 각 측정점마다 5초씩 측정하 다. 그림 3.6.2에 그 결과

를 나타내었다. Bragg 반사면인 (111), (222) 그리고 (333) 면에서의 회절

피크 사이에 (1/2 1/2 1/2), (3/2 3/2 3/2) 그리고 (5/2 5/2 5/2) 면에서의 

magnetic satellite peak이 나타났다. 이들 satellite peaks의 강도는 h가 

커질수록 즉, 산란각이 커질수록 감소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magnetic atom

인 Ni의 magnetic form factor가 [(4πsinθ)/λ]가 커질수록 감소하기 때

문이다[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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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NiO의 [hhh] 방향으로의 스캔

마.KD2PO4

상온에서 정방정계에 속하는 KD2PO4 (DKDP)와 KH2PO4 (KDP)는 저온에서 

사방정계로 상전이를 일으켜 강유전성을 갖게 되며 구조는 물론 물성 연구

가 활발한 결정이다. DKDP는 KDP의 수소원자를 중수소로 치환한 것으로 X-

선 회절실험으로는 수소와 중수소원자의 구별은 물론 수소원자의 위치조차 

정 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중성자 회절실험을 통해서는 수소원

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위원소인 수소와 중수소원

자를 구별할 수 있다. 중성자 회절을 이용한 H/D 문제의 연구를 위한 시험

시료로써 구조가 잘 알려진 DKDP 단결정을 선택하 다. 부산대학교 유전체

물성연구소의 단결정은행에서 KDP 원료시약을 중수(D2O)에서 성장시킨 DKDP 

단결정을 FCD를 이용하여 회절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조해석을 행하 다.

(1) 회절강도 측정

크기가 약 4.5×4.5×3.5mm
3
 크기의 단결정을 고니오메터 헤드에 부착시

켜 결정의 c축이 장치의 주축과 같은 방향을 이루도록 FCD에 마운트 하

다. 이 시료는 상온에서 정방정계이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Enraf-no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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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4 diffractometer로 측정한 격자상수는 a = 7.4633(7), c = 6.9785(5) Å 

이며 Z = 4 이다. 방위행렬을 계산하기 위한 두 개의 회절면으로 (020)면과 

(200)면을 선택하여 회절면들에 대한 정확한 각도 정보를 결정하 다. 

REFIN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회절면에 의해 계산되는 초기 방위행

렬을 결정하 고 나머지 Bragg 반사면들의 위치를 찾아내었다. 이들 중 20

여 개의 회절면을 더 측정하여 REFINE 프로그램으로 2θ 점과 UB 행렬을 

정련하 다. sinθ/λ=0.70 범위 이내의 301개 Bragg 반사면들이 모니터 카

운트 모드(M=30000)로 0.1°의 2θ 스텝 간격으로 θ-2θ 스캔으로 측정되

었다. 측정된 301개 원시 데이터들은 DATBKG 프로그램에 의해 각 회절면들

의 순 강도가 결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순 강도가 음수

로 계산된 4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297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DATRED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Lorenz 보정을 하 다. 흡수보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2) 구조정 화

구조정 화를 위해 SHELXL-97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full-matrix least 

square 방법으로 정 화를 수행하 다. 초기 원자들의 위치 정보는 X-선 회

절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입력하 으며, 온도인자의 초기 입력은 모든 원

자들을 등방성 온도인자로 가정하여 정 화를 수행하 고 최종적으로는 모

든 원자들에 대하여 비등방성 온도인자를 사용하 다.

X-선 회절과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를 이용한 사전실

험으로부터 본 시료는 D가 100% 치환되지 않고 D와 H가 섞여 있음을 확인하

으므로 SHELXL 명령어인 EXYZ와 EADP를 사용하여 D와 H의 원자좌표와 비

등방성 온도인자를 구속하여 정련하 다. 최종신뢰도 인자는 [FO
2
>4σ(FO

2
)]

인 144개의 독립 회절데이터에 대해 R1 = 0.0410, ωR2 = 0.0957이었고, 중

성자 실험에 대한 결정학적 데이터는 표 3.6.5에, 최종 원자좌표와 온도인

자는 표 3.6.6에 정리하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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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5 KD2PO4 단결정의 결정학적 실험자료

Crystal data

KD2PO4
Mw=544.36 Ge(331) radiation beam

Tetragonal λ=0.997Å

a=7.4633(7)Å 2θ(max)=88.4o

c=6.9785(5)Å V=388.71Å3

α=β=γ=90o Z=4

4.5×4.5×3.5mm3 T=293K

Data Collection

Neutron four-circle

diffractometer at KAERI h=-6 → 10

ω/2θ scan k=-10 → 10

Absorption Correction : none l=0 → 9

144 independent reflection 2 standard reflection

297 observed reflection intensity variation : none

[I＞4σ(I)]

Refinement 

Refinement on F2 Δρmax= 0.06eÅ
-3

R=4.10% Δρmin=-0.04eÅ
-3

ωR=9.57% Extinction correction : none

S=1.158 Neutron scattering lengths 

144 reflections    from International Tables

25 parameters    for Crystallography

표 3.6.6 KD2PO4의 최종 원자좌표 및 온도인자 

Atom x y z U11 U22 U33 U23 U13 U12

K 0.0 0.0 0.5 0.0197 0.0197 0.0178 0.0 0.0 0.0

D/H 0.1481 0.2194 0.1254 0.0156 0.0089 0.0261 0.0100 0.0014 0.0008

P 0.0 0.0 0.0 0.0120 0.0120 0.0325 0.0 0.0 0.0

O 0.1486 0.0815 0.1256 0.0128 0.0155 0.0289 -0.0035 -0.0060 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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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SHELXL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 화한 결과, 본 시료는 KDP의 H 자리

를 D와 H 가 각각 66%와 34%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 KDP와 100% 중수소로 

치환된 DKDP의 상전이 온도(TC)는 각각 122K와 229K이다[3-16][3-17]. D와 H

가 섞여 있을 경우는 TC도 달라진다. 이러한 DKDP를 K(H1-xDx)2PO4로 표현하면 

이때 x는 D의 점유도이며, Nelmes등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 TC를 계산 

하 다[3-18].

(3.6.1) Tc= (122 + 107x)K

본 시료에서 D의 점유도 x는 0.66이므로 식 (3.6.1)를 이용하여 계산한 

상전이 온도는 193K이며 이는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의 

측정 결과와도 매우 유사하다(그림 3.6.3).

2회 대칭축을 중심으로 D/H는 50% 점유도의 두 가지 가능한 위치를 갖는 

무질서(disorder)를 보여준다. 이때 O-D/H 결합거리는 1.029Å이며 D/H…O 

거리는 1.486Å이다. P와 K는 4회 회반축(0,0,0; 0,0,½)에 위치하고 있으

며 산소원자와 각각 사면체 배위와 육면체 배위로 결합하고 있다. P-O 결합

길이는 1.539Å이며 4개의 K-O는 2.829Å, 다른 4개의 K-O 결합길이는 

2.902Å이다.

그림 3.6.3 DKDP의 DSC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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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온실험

포항공대 물리학과의 저온시료환경장치에 본 절의 3항에 서술한 바와 같

이 중성자 FCD 장치에 사용할 수 있게 개발/제작한 부품들을 이용하여 DKDP

에 대한 저온실험을 수행하 다.

(가) 저온시료환경장치의 설치

상온에서 구조분석을 위해 측정에 사용했던 단결정을 21mm 길이의 시료

받침대에 저온용 접착제 G-vanish를 사용하여 접착시킨 후 시료캔에 He를 

채우고 인듐선으로 봉하 다. 시료캔을 시료환경장치의 시료대에 고정시

킨 후 장치를 완전히 설치하기 전에 φ와 χ 각도를 0, 180° 그리고 90, 

270°로 회전시키며 중성자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확인하면서 시료가 Euler 

Cradle의 중심에 오도록 장치의 수평 이동나사를 조절하 다. 저온시료환경

장치를 설치 완료한 후 진공장치와 온도조절 장치를 가동시켜 실험조건인 

1.0×10-6mb와 100K에 도달시켰다. 진공과 저온상태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약 48시간동안 안정되게 유지되었다. 

그림 3.6.4는 FCD의 Eulaer Cradle에 저온시료환경장치를 설치 완료한 

모습이다. 장치의 무게가 무겁고 그림의 상부에 보이는 것처럼 Euler 

Cradle 위로 여러 종류의 선들이 제한된 길이로 연결되어 있어 장치의 구동

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치의 구조상 χ 각도는 0°를 중심으로 움

직이지 않고 180°를 중심으로 -90에서 90°까지 즉, Euler Cradle의 상부의 

반원을 따라 구동되도록 조정하 다. φ 축의 구동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한 방향으로 계속 회전되어 장치의 연결선들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

는 일이 없도록 구동 방향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나) 결과

저온시료환경장치의 시료대는 고니오메터헤드와는 달리 tilting을 조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료를 시료 받침대에 붙이기 전에 시료의 정확한 정렬

이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여 시료 정렬에 충분한 정 성

을 확보하지 못하여 구조해석에 필요한 회절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 다.

이 실험을 통하여 1) 본 과제에서 개발/제작한 저온용 시료환경장치 부

품의 진공과 온도유지의 안정성을 확인하 고 2) 시료환경장치를 사용한 실

험에는 φ와 χ축의 구동을 자동적으로 제한하여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개발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3) 고니오메터헤드를 

사용하여 시료를 정확히 정렬한 뒤에 정렬된 시료를 그대로 수평이동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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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환경장치의 시료받침대에 옮길 수 있는 보조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3.6.4 FCD에 저온시료환경장치를 설치한 모습 

7. 중성자 단결정 회절 분야 위탁연구

가. 위탁과제명: 중성자 Four Circle Diffractometer의 운용능력 개발 및 C16H15NO3

의 결정구조 연구

(1) 과제 책임자 : 김문집 (순천향대학교)

(2) 연구내용

하나로 FCD를 이용한 중성자회절방법에 관한 실험방법 및 절차를 확립하

기 위한 연구로써 중성자 회절데이터의 처리방법 및 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

그램을 수집하 다. 수집된 프로그램으로는 위상문제를 해결하여 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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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구조를 계산하는 SHELXS, 최소자승법으로 원자의 좌표를 정 화시켜

주는 SHELXL, 계산된 결과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ORTEP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험시료의 데이터로부터 결정구조를 해석하 으며, 

이들 프로그램들의 사용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하 다.

나. 위탁과제명: 하나로 중성자 단결정 회절장치를 이용한 단결정 구조해석 기술개

발

(1) 과제 책임자: 서일환 (충남대학교)

(2) 연구내용

FCD의 장치구성과 특성을 간단히 소개함으로써 X-선 및 전자선과 구분되

는 단결정 회절실험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FCD 장치 기하학을 고려하여 

windows 환경에서 작동되는 장치 구동 및 중성자 계측 프로그램을 완성하

다. 두 개의 회절면을 측정한 후 방위행렬을 결정하고 나머지 Ewald 구 이

내의 반사면들의 설정각들을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실험 체계를 확립하 으

며 회절강도들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동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 으며 단결정 구조

해석 소프트웨어를 확보하 다. 구조해석의 첫 번째 시험시료로써 KCl 단결

정을 선택하여 자체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FCD를 이용한 중

성자 구조분석을 수행하 고 프로그램의 정 성을 확인하 다. 본격적인 단

결정 회절실험으로 Chrysoberyl과 Zr(Y)O1.87 단결정에 대해 X-선 및 중성자 

회절강도를 측정하고 정  구조분석을 수행하 다. FCD를 이용한 중성자 구

조분석의 결과는 X-선 회절실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월등히 우수하 으며 X-

선으로 확인되지 않는 결정학적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8. 집합조직 연구분야

가. 개요

재료의 집합조직 분석을 위하여 FCD에 투과법을 사용한 극점도 측정장치

를 갖추었으며, χ를 0°∼ 90°까지 5°간격으로 측정함으로써 완전 극점

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하 다. 측정된 극점도의 분석은 ‘BEARTEX (Berkeley 

Texture Pacage)’ 및 ‘popLA’를 이용하 으며, 이로부터 ODF를 계산하여 집

합조직을 해석하 다. 또한 Harmonic method를 이용하여 재료의 소성이방성

(R-value)을 계산하 다. 다음은 FCD 장치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집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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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해서 측정한 시료들의 집합조직 측정 및 해석 결과를 요약하여 나

열하 다. 측정 방법 및 분석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9절의 ‘2.집합조

직 측정 기술 개발’에 수록하 다.

나. POSCO(포항제철) 시료

(1) 목적

Fe Hot-Band(HB)들의 집합조직 해석 및 이로부터 얻은 소성이방성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시료의 극점도를 측정하 다. 시료들은 포항제철

에서 의뢰한 것으로써 시편 이력은 표 3.8.1과 같다. 

표 3.8.1 Fe 시료들의 화학조성 및 열간압연 조건

시편

번호

Coil 

No.
Steel grade

Dimension

(mm)

Chemical composition Hot rolling condition

C Mn Nb RT4 FT CT

B G57097 V08XWNBR 2.6 x 1314 0.064 1.47 0.038 1030 893 561

D G57764 V08XWNBS 3.2 x 1137 0.080 1.49 0.043 1014 911 569

E,F F54160 V08XWNBR 3.2 x 1135 0.080 1.42 0.037 1023 888 561

* E는 Tail부, F는 Middle 부

(2) 측정결과

(가)시료 B의 극점도 및 방위분포함수(ODF) 측정결과

시료 B의 측정 극점도는 그림 3.8.1에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계산된 

ODF는 그림 3.8.2에 나타내었다. ODF 해석로부터 열간 압연한 시료 B는 α-

섬유집합조직이 주 성분이며, 약한 γ와 Goss성분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DF의 최대 강도는 5.6으로써 집합조직의 강도는 전체적으로 매우 

약한 편이다.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시료 D,F,G 들도 거의 유사한 해석 결

과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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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1 시료 B의 측정된 극점도 및 계산된 극점도

(나) 시료 SG_325의 측정결과

SG_325는 열간 압연한 시료로써 가공시 귀발생(earing)이 거의 없는 시

료로 알려져 있다. 그림 3.8.3은 측정 극점도로부터 계산된 ODF이며, ODF의 

최대 강도는 3.2로서 집합조직은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α-섬유집합조직 

매우 조금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시료 cold의 측정결과

시료 cold는 냉간 압연한 시료로써 가공시에 귀발생이 매우 큰 시료이

다. 그림 3.8.4는 측정 극점도로부터 계산된 ODF이며, ODF의 최대 강도는 

16.0으로 다른 열간 압연 시료들과는 달리 집합조직의 발달이 뚜렷하 으

며, α 및 γ-섬유집합조직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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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2 시료 B의 방위분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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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3  시료 SG_325의 방위분포함수

그림 3.8.4 시료 cold의 방위 분포함수



- 182 -

(라) 섬유집합조직의 도 비교

Orientation Density profile로부터 열간 압연한 시료와 냉간 압연한 시

료간의 ODF 강도 차이를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그림 3.8.5). 또한 귀

발생이 없는 시료인 SG_325의 경우 다른 열간 압연한 시료 B, D, F, G 들 

보다 집합조직의 발달이 약하며 거의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림 3.8.5 시료 cold의 orientation densit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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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6 시료 B, D, F, G, SG_325의 orientation density profile

0 1 0 2 0 3 0 4 0 5 0 6 0
0

1

2

3

4

5

6

7

8

 #  B    

 #  D   

 #  F   

 #  G    

 S G _32 5   

A lp ha -fibe r 

ph i1 =0 d eg , p h i2 = 45 d eg   

f(
g)

P H I

0 1 0 2 0 3 0 4 0 5 0
0

1

2

3

4

5

E ta - fib e r

p h i1 = 0 d e g , p h i2 = 0 d e g  

f(g
)

P H I

0 1 0 2 0 3 0
0

1

2

3

4

5

G a m m a -f ib e r  

P H I= 5 5 d e g , p h i2 = 4 5 d e g  

f(g
)

p h i1



- 183 -

(마) 소성이방성(R-value)

소성 이방성을 평가하는 값인 R값은 BCC 금속의 소성변형시 일반적으로 

구동되는 {hkl}<111> 슬립시스템을 적용하여 소성변형의 Taylor 이론을 적

용하여 0°, 45°,90°에 대하여 구하 으며, 이 값들로부터 Rm 및 ΔR 값

을 계산하 다. 각 시료들의 R 값은 표 3.8.2에 비교하 으며, 이를 그림 

3.8.7에서 나타내었다.   

 

표 3.8.2 포철 열연 및 냉연 강판의 R-value 값 비교

Angle(deg.)       Rm      ΔR
# B
# D

       R # F
# G

# SG_325

cold

그림 3.8.7 포철 열연 및 냉연 강판의 R-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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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ainless steel 316L

(1) 목적

상온에서 오스테나이트상인 316L의 냉간 압연에 의한 집합조직의 발달을 

조사하기 위하여, 78% 냉간 압연한 후 극점도를 측정하 다(그림 3.8.8). 

또한 압연 조건에 따른 집합조직의 발달을 비교하기 위하여 압연은 윤활 및 

무윤활에서 수행하 다.

   

그림 3.8.8 78% 윤활냉간 압연한 시료의 측정 극점도 및 계산 극점도

(2) 측정결과

해석결과로부터 78% 윤활 냉간압연한 316L에는 {110}<112>의 brass 성분

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약간의 {110}<001>의 Goss 성분이 발달해 있음

을 알 수 있다(그림 3.8.9). 또한 무윤활 압연한 시편은 윤활 압연한 시편

과 거의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그림 3.8.10), 이로부터 316L의 경우 압연시 

표면 마찰정도가 집합조직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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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9 78% 윤활냉간 압연한 시료의 방위분포함수

그림 3.8.10 SUS316L 78% 무윤활 냉간 압연한 시료의 방위분포함수

 

라.Stainless steel 304L

(1) 목적

304L은 상온에서 오스테나이트 단상이지만 압연시 변형유기 α' 마르텐

사이트로 상변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냉간 압연후 오스테나이트 및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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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한 마르텐사이트의 집합조직을 분석하고자 하 다.

(2) 측정결과

오스테나이트상의 집합조직은 316L과 같은 brass 성분과 약간의 Goss 성

분이 발달되어 있으며(그림 3.8.11), 마르텐사이트상에는 α 및 β 섬유집

합조직이 발달되었다 (그림 3.8.12).

그림 3.8.11 78% 냉간압연한 304L의 오스테나이트상의 방위분포함수

 

그림 3.8.12  78% 냉간압연한 304L의 마르텐사이트상의 방위분포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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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l 판재  

(1) 목적

집합조직을 갖는 시료의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방위분포함수로부터 계산

한 역극점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90% 냉간 압연한 Al의 정량분석을 위하여 

집합조직을 분석하 다.

(2) 측정결과

그림 3.8.13은 측정 및 계산된 극점도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3.8.14에는 

ODF 해석으로부터 계산된 역극점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3.8.13 90% 냉간압연한 Al의 측정 극점도 및 계산된 극점도

 

그림 3.8.14 90% 냉간압연한 Al의 역극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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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합조직 연구 관련 위탁연구 

가. 위탁 과제명 : X-선을 이용한 Zr, Al 압연시료의 집합조직연구 

(1) 과제 책임자 : 김순철 (안동대학교)

(2) 연구 내용 

집합조직의 측정은 X-선, 중성자등을 이용한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

며, 중성자 산란법은 비교적 큰 시료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정 한 집합조직

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측정에 있어 X-선과 비교하여 비교적 많

은 측정 시간이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방법을 비교하는 

쳬계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 으며, 집합조직 측정 및 해석의 신뢰도도 

확실하게 검증되지 못하 다. 이들의 검증을 위해  X-선과 중성자가 지닌 

장단점을 이용하여 압연한 Zr 판재(Zr-sheet)와 Al 판재(Al-sheet)에 대하

여 압연변형 시 윤활조건, 압연속도 등을 변형시켜 불균일한 집합조직을 형

성한 후, 이들의 집합조직을 X-선과 중성자를 사용하여 집합조직을 측정, 

해석하 다. 투과력이 좋은 중성자와는 달리 X-선의 경우, 특성상 표면에 

생긴 집합조직만을 측정하게 되며, 중성자에 의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불균일한 집합조직을 갖는 재료의 이방성 특성을 비교, 해석하 으며, 그 

결과가 물성, 즉 탄성특성, 소성 변형특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와 아울러  분말 시료가 아닌 집합조직를 가진 Zr 판재와 Al 판재를 직접 

시료로 사용하여 Al 판재의 회절무늬로부터 Al 결정의 구조적 특성 연구를 

하 다. Rietveld 정련법에 우선방위, 즉 집합조직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중성자 또는 X-선으로 측정한 집합조직을 해석하여 이들로 얻어진 반전극점

도를 사용하 으며,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집합조직 해석방법과 이

들이 지니고 있는 방법들의 장, 단점을 비교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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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역격자공간에서의 general scan 기술 개발

Modulated structure나 antiferromagnetic structure 연구를 위해, 해당 

구조를 갖는 단결정 시료에 대한 측정을 수행할 때에는 일반적인 ω/2θ scan 

보다는 역격자 공간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scattering vector의 크기를 일

정하게 늘리거나 줄이면서 측정을 진행하는 것이 구조의 배열 변형 방향 및 

그 주기성을 관찰하는데 훨씬 편리하다(그림 3.10.1). 이러한 측정 방식을 

통칭 Q-Scan이라 하며, 통상적인 단결정 실험에서 Miller inder h, k, l이 

정수인 것과는 다르게 지정된 방향으로 잘게 쪼개어가며 측정하게 된다. 

즉, h, k, l은 임의의 실수값을 갖는다. 3축 분광장치에서는 Q-Scan과 더불

어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E-Scan과 조합을 이루어 기본적인 측정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4축 회절장치에서는 회전 자유도가 4개나 되어 임의의 방향

으로 측정하는 General Q-Scan이 가능하므로 하나로 FCD에 이 측정 방식을 

부여하기로 하 으며, 관련 S/W를 개발하는 한편 구조해석이 진행중인 DKDP 

단결정을 이용하여 동작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3.10.1. 역격자 공간에서의 general scan 개념도

τ

τ+Q

τ−Q

ki

kf

O

2θ

[100]

[010]

Scan

Direction

Reciprocal

Lattice
Resolution(Peak Width)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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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Q-scan S/W는 한 개의 시작 및 종료 h, k, l과 그 간격으로 주어

지는 단일 세트의 측정을 수행하는 단일 측정 방식과 임의의 여러 세트를 

텍스트 파일로 기록하고 각 세트의 측정을 자동으로 바꾸어 측정하는 

“Batch Job" 방식을 구비하 으며, 전 측정과정을 그림 3.10.2에 수록하

다.

가. 시료 방위 각도 설정

Q-scan에서도 초기 시료 셋팅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구조 측정을 위한 측

정에서와 같이 대표적인 피크에 의해 UB-matrix를 생성하며, 본 측정과정에

서는 각 측정 위치를 h, k, l값으로 입력하면, 시료 및 검출기의 방위 χ, 

φ, 2θ 및 ϖ,는 이 h, k, l과 UB-matrix와의 조합에 의해 각도로 환산하여 

설정된다.

표 3.10.1 및 3.10.2에 각도 환산 과정을 수록하 다.

나. 계측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측정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며 상세

히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3.10.3은 Q-Scan프로그램의 초기화면이며, 각 부

분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Experiment Title : Raw Data가 저장될 파일에 같이 기록될 실험제목을 

입력한다.

Lattice Parameters : 시료의 격자상수를 입력한다. 

Neutron Wavelength : 중성자빔의 파장을 입력한다.

UB Matrix : Refine프로그램으로 얻은 UB Matrix를 입력한다.

Zero Offset : FCD장치의 점을 입력한다.

HKL to Angle Converter : 앞에 입력된 값들을 사용해 Miller 인덱스 값

을 각도로 변환한다.

입력된 설정치들은 File　메뉴의 Save Parameters　를 사용해 저장할 수 

있고, Load Parameters를 사용해 불러올 수 있다. 저장된 설정 파일은 .par

의 확장자를 가지며 보통의 편집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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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 Q-scan S/W의 측정 순서도

Initial  input data : 

lattice parameter, wavelength, 
zero angle, UB matrix

Select of scan job 

method

Scan mode Batch-job 

mode

Input parameters
hkl, variables, 

scan range & step interval

Angle calculation
 2θ, ω, χ, φ

Measurement condition

Monitor/Timer, 
Temperature etc..

Measurement

Input parameter
many hkl, variables, 

scan range & step interval

Angle calculation
 2θ, ω, χ, φ

Measurement condition

Monitor/Timer, 
Temperature etc..

Outpu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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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1 각도 χ 및 φ 계산 

ꀌ

ꀘ

︳︳︳︳︳︳

ꀍ

ꀙ

︳︳︳︳︳︳

hφ1
hφ2
hφ3

= (UB )
ꀌ

ꀘ

︳︳︳

ꀍ

ꀙ

︳︳︳

h
k
l ,  UB : 3×3 matrix

χ = atan
ꀌ

ꀘ
︳︳

-h φ3

- h φ1
2
+ h φ 2

2

ꀍ

ꀙ
︳︳, CHI = ART(-X(3), -SQRT(X(1)**2 + X(2)**2)

φ = atan(
h φ2
-hφ1 ),   PHI = ART(X(2), -X(1))

   

B : 양수 or 음수

T=ABS(A/B)

T-1=0 or T-1<0

ART=ATAN(T)

ART=2π-ART

ART=π/2-ATAN(1/T)

ART=π-ART

ART=π/2

B=0 or B>0

A=0 or A>0

END

예

예

예

예

아니요(B=0)

아니요(T-1>0)

아니요(B<0)

아니요(A<0)

ART(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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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2 각도 2θ 및 ϖ 계산 

λ = 2d sin θ

Volume : V

Lattice parameter : a, b, c, α, β, γ

Wavelength : λ

d=
V

S 11h
2 + S 22k

2 + S 33 l
2 + S 12hk+ S 23kl+ S 13hl

V= abc 1 - cos
2
α - cos

2
β - cos

2
γ + 2 cosα cos β cos γ

S 11 = b
2
c
2
sin

2
α,

S 22 = a
2
c
2
sin

2
β,

S 33 = a
2b 2 sin 2γ,

S 12 = abc
2
( cosα cos β - cos γ),

S 23 = a
2
bc ( cosβ cos γ - cos α),

S 13 = ab
2c ( cosγ cos α - cos β)

2θ = 2 sin
-1
(
λ
2d
)  or 2θ obs= 2θ+ 2θ o

ω=
(2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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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3 초기 화면

그림 3.10.4. 설정이 저장된 파일의 형식

설정을 입력한 후  Scan모드 또는 Batch모드를 선택한다. Scan모드는 원

하는 구간 하나씩 scan할 수 있어, 실험 초기에 유용하다. 그리고, batch모

드에서는 여러 개의 scan구간을 파일로 만들어 읽어드림으로써 많은 구간을 

자동으로 scan할 수 있다.

(1) Scan mode

그림 3.10.5는 scan mode의 화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면에 나타난 각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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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 Setting : Scan할 Miller 인덱스의 시작과 끝을 지정한다.

Data Point : 측정할 data의 개수.

Monitor/Timer Setting : Scan을 수행할 때 한 step당 측정시간을 정한

다.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monitor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Backlash Corrections : 각 모터의 backlash 보정을 선택한다.

Motor Status : 각 모터의 위치와 작동 상황을 보여준다.

Data Plot Graph : Scan하는 동안에 검출기의 값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그림 3.10.5 Scan mode의 화면 

한번의 scan이 끝나면 그 결과는 .dat의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로 저장된

다. 이 때 이 파일의 형식은 그림 3.10.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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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6. 저장된 raw data파일 형식

(2) Batch Mode

대부분 scan모드와 같으며, 단지 측정하고자 하는 hkl 조건을 화면상에

서 직접 조작하는 대신에 batch파일을 만든 후 이 파일을 불러들여 실험을 

하게 된다. 다양한 조건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10.7은 batch mode의 화면을, 그림 3.10.8은 batch파일의 형

식을 나타내는데, 입력파일의 각 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열 : 측정 번호

2 열 : 시작위치

3 열 : 끝위치

4 열 : data point의 개수

5 열 : T는 시간을 기준, M은 monitor의 값이 기준이된다.

6 열 : Monitor/Timer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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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7. Batch mode의 화면

그림 3.10.8. Batch mode 입력화일

1 (0.4,0.4,0.4) (0.6,0.6,0.6) 51 T 500

2 (0.9,0.9,0.9) (1.1,1.1,1.1) 51 T 500

3 (1.4,1.4,1.4) (1.6,1.6,1.6) 51 T 500

4 (1.9,1.9,1.9) (2.1,2.1,2.1) 51 T 500

5 (2.4,2.4,2.4) (2.6,2.6,2.6) 51 T 500

6 (2.9,2.9,2.9) (3.1,3.1,3.1) 51 T 500

5 (3.4,3.4,3.4) (3.6,3.6,3.6) 51 T 500

6 (3.9,3.9,3.9) (4.1,4.1,4.1) 51 T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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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KDP 단결정을 이용한 측정 시험

개발된 Q-Scan 방식의 작동 시험을 위하여 DKDP 단결정을 이용하여 측

정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상세사항을 기술한다.

(1) 실험전 예비 계산

(가) 역격자 공간에서의 Peak 폭 예측

ω/2θ scan의 경우에 DKDP의 (200) peak 반치폭이 0.8°정도로 알려져 있

으므로, 이 값으로부터 ω/2θ scan과 방향이 같은 h 방향 scan에 대한 역격

자 공간에서의 peak 반치폭을 추정하 다

그림 3.10.9에서 보는 바와 같이 Bragg 각을 h의 값으로 환산하면 반치

폭 위치는 (200) 피크 중심으로부터 좌측으로 Δh=-0.0516, 우측으로 Δ

h=0.0515 만큼 떨어져 있다. 따라서 역격자 공간에서의 반치폭은 (Δh)FWH

M∼0.10 이며, 이 반치폭 구간에 10개의 측정점을 원하는 경우에는 scan 

step은 (Δh)STEP∼0.01이고, 이는 Δ(2θ)∼0.08°에 해당한다. 

(나) Resolution Ellipsoid 예측

역격자 공간에서의 general Q-Scan 측정에서는 그 분해능(peak 반치폭)

이 3차원적인 타원구(Resolution Ellipsoid) 형태를 가지며, 3개의 주축 크

기 및 방향은 장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측정 방향에 따라 그 피

크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적 방향을 선택하는 것 역시 측정에 있

어서 고려되야할 중요한 점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그 계산은 매우 복잡하여 선진연구소에서는 전문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예측하고 있으나, 주로 UNIX나 VAX용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근래에 

일본의 일부 그룹은 이를 Macintosh용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본 프로그램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규칙을 이용하여 Resolution Ellipsoid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면 h-k plane에서 장축이 Scattering Vector와 이루는 

각도는 그 역격자점의 Bragg Angle(θhkl)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이 규칙에 따라 그림 3.10.10과 같이 (200) 역격자점에서의 

Resolution Ellipsoid를 추정하 다. Resolution Ellipsoid에 의하면 앞에

서 피크폭 추산에 이용한 바 있는 h 방향의 측정은 폭이 넓고 k 방향 측정

의 경우가 훨씬 좁은 피크폭을 얻게됨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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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9. DKDP (200) peak에 대한 역격자 공간에서의 분

해능 추산

그림 3.10.10. h-k plane에서의 (200) peak의 resolution 

ellipsoid 추정

[100]

[010]

Q200

~θ200

λ = 1 A

d200 = 3.726 A
θ200 = 7.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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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 정렬 및 UB-matrix 산출

크기가 약 4.5×4.5×3.5mm3 크기의 DKDP 단결정을 고니오메터 헤드에 

부착시켜 결정의 c축이 장치의 주축과 같은 방향을 이루도록 FCD에 마운트 

하 다. 결정을 정확히 정렬하기 위하여 χ각도를 90°로 이동하여 (004)면

의 2θ 각도를 계산한 후 검출기의 위치를 이에 고정시키고 이론적인 θ 위

치 근처에서 ω스캔을 수행하 다. φ각도를 180° 회전시켜 다시  ω스캔을 

수행하 다. 이때 얻은 두 개의 θ값을 비교하여 그의 중간값으로 고니오메

터헤드의 tilting을 조작하 다. φ=90°과 270°에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

여 결정을 정렬하 다.

방위행렬을 계산하기 위한 두 개의 회절면으로 (020)면과 (200)면을 선

택하여 θ-2θ스캔을 반복 수행하여 회절면들에 대한 정확한 각도 정보를 

결정하 다. REFIN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개의 회절면에 의해 계산되는 

초기 방위행렬을 결정하 고 나머지 Bragg 반사면들의 위치를 찾아내었다. 

이들 중 20여 개의 회절면을 더 측정하여 REFINE 프로그램으로 2θ 점과 

UB 행렬을 정련하 다.

(3) 다양한 조건에서의 Q scan 시험

(가) (200) 피크의 측정

(200) 피크에 대해 h-k 평면상에서의 resolution ellipsoid를 측정한 결

과(3sec/step), 그림 3.10.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정했던 모양과 유사하

으나, rocking curve의 모양이 완전히 깨끗한 단일 피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중심을 일치시키기는 어려웠다. 각기 다른 scan 방향을 표시하 으

며, 이를 포함한 6개 방향으로의 scan을 수행하 다.

① 축방향 

h 방향으로 (1.75, 0, 0)∼(2.25, 0, 0), k 방향으로 (2, -0.03, 0)∼

(2, -0.03, 0), l 방향으로 (2, 0, -0.5)∼(2, 0, 0.5) 구간에 대해 51 측

정점을, 각 측정점에 대해 5초간씩 측정하 으며, 결과는 그림 3.10.12과 

같다. 역시 정 한 시료 설정으로 인하여 피크 높이의 차이가 대폭 감소하

고, 중심 또한 서로 근접하고 있다. k, h, l 방향 순으로 피크 폭이 증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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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1. (200) 피크의 h-k 평면에서의 resolution ellipsoid 및 

각 scan 방향 표기

그림 3.10.12. (200) 피크의 h, k 및 l 방향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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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각선 방향 Scan

h/k 방향으로 (1.97, -0.03, 0)∼(2.03, 0.03, 0), h/(-k) 방향으로 

(1.97, 0.03, 0)∼(2.03, -0.03, 0), h/l 방향으로 (1.97, 0, -0.03)∼

(2.03, 0, 0.03) 구간에 대해 51 측정점을, 각 측정점에 대해 5초간씩 측정

하 다. 그림 3.10.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크 높이 및 중심의 차이가 대

폭 감소하 다.

그림 3.10.13. (200) 피크의 h/k, h/-k 및 h/l 대각선 방향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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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로 다른 격자점 및 방향으로의 q-scan

① (20l) ; l=0, 2, 4, 6

(20l) 격자점에 대해 l=0, 2, 4, 6에서 l-0.5∼l+0.5 사이를 51 측정점

에 대해 5초씩 측정하 다. 그림 3.10.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l=0에서는 분

해능이 매우 나빠서(반치폭이 매우 넓음 ; 그림 3.10.12의 l 방향 scan 참

조) Gaussian 등과 같은 형태라기 보다는 사다리꼴에 가까운 피크 형태이

나, 이후부터는 분해능이 향상되면서 일반적인 피크 형태로 바뀌고 있다.

② (h,h-1,1) ; h=1, 2, 3, 4

(h,h-1,1) 격자점에 대해 h-k의 대각선 방향으로  Δh=Δk의 조건으로 51 

측정점에 대해 5초씩 측정하 다. 그림 3.10.15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각 격

자점에 뚜렷한 피크가 측정되었으며, 그 폭은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그림 3.10.14. (20l) ; l=0,2,4,6 피

크에 대한 l 방향 scan

그림 3.10.15 (h,h-1,1) ; h=1,2, 

3,4 피크에 대한 h-k평면에서 h/k 

대각선 방향 scan

③ (h,0,h) ; h=1, 2

(h,0,h) 격자점에 대해 h-l의 대각선 방향으로  Δh=Δl의 조건으로 51 측

정점에 대해 5초씩 측정하 다. 그림 3.10.16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각 격자

점에 뚜렷한 피크가 측정되었으며, 폭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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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h,h-2,0) ; h=2, 3

(h,h-2,0) 격자점에 대해 h-k의 대각선 방향으로  Δh=Δl의 조건으로 51 

측정점에 대해 5초씩 측정하 다. 그림 3.10.17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각 격

자점에 뚜렷한 피크가 측정되었으며, 그 폭은 넓어졌다.

그림 3.10.16.  (h,0,h) ; h=1,2 피

크에 대한 l-h 평면에서 l/h 대각선 

방향 scan

그림 3.10.17. (h,h-2,0); h=2,3 

피크에 대한 h-k 평면에서 h/k 대

각선 방향 scan

(다) h-k 평면에서의 Resolution Ellipsoid 측정

h-k 평면에서의 (200), (310) 및 (020) 격자점의 Resolution Ellipsoid

를 측정하 다. 각 측정점에서의 측정시간은 3초이다.

그림 3.10.18는 각 격자점에서의 중성자 회절 강도의 등고선을 보여 주

고 있으며, 산란벡터와 ellipsoid 주축이 회절각도와 유사하다는 원칙이 유

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0.19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추정된 

ellipsoid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측정된 등고선중에서 중간 높이에 해당하

는 등고선으로 나타낸 그림 3.10.20의 Resolution Ellipsoid와 비교하면 비

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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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18.  (200), (310) 및 (020) 피크에 

대한 h-k 평면에서의 resolution ellipsoid



- 206 -

그림 3.10.19.  (200), (310), (020) 피크의 h-k 평면에서의 

resolution ellipsoid 개략도 

[100]

[010]

λ = 1 A

d200 = d020 = 3.726 A
θ200 = θ020 = 7.7o

d310 = 2.357 A
θ310 = 12.3o

0 1 3

1

(200)

(310)

(020)

그림 3.10.20.  (200), (310), (020) 피크에 대해 측정된 h-k 평면에서의 

resolution ellips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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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l-h 평면에서의 Resolution Ellipsoid 측정

l-h 평면에서의 (200), (202), (204) 및 (206) 격자점의 Resolution 

Ellipsoid를 측정하 다. 각 측정점에서의 측정시간은 3초이다.

그림 3.10.21는 각 격자점에서의 중성자 회절 강도 등고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산란벡터와 ellipsoid 주축의 각도는 수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22는 측정된 등고선중에서 중간 높이에 해당하는 등고

선으로 Resolution Ellipsoid을 나타낸 것으로, 대략적인 모양을 정리하자

면 그림 3.10.23과 같은 모양이 된다. 주축 방향은 항상 산란 벡터와 수직

관계를 유지함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3.10.21.  (20l) ; l=0,2, 4,6 피크의 l-h 평면에서의 resolution ellips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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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22.  (20l) ; l=0,2,4,6 피크에 대해 측정된 l-h 평면에서

의 resolution ellipsoid

그림 3.10.23. (20l) ; l=0,2,4,6 피크에 대한 l-h 평면

에서의 resolution ellipsoid 개략도

2 4 60 [001]

[100]

2

(200) (206)(204)(202)

(101)

λ = 1 A

d200 = 3.726 A
θ200 = 7.7o

d200 = 2.546 A
θ200 = 11.3o

d200 = 0.689 A
θ200 = 46.5o

d200 = 1.364 A
θ200 = 21.5o

d101 = 5.092 A
θ200 = 5.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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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론

∙ 개발된 Q-scan mode는 작동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시험 측정을 통하여 FCD의 기본적인 3차원적인 분해능 특성이 검토되었다. 

∙ 시료의 a, b 축이 scattering plane에 놓이고, c축이 이에 수직하도

록 설정하고, resolution ellipsoid의 축을 e22<e11<e33 로 하면, (hk0) 피

크의 경우에 h-k 평면에서 ellipsoid의 e11 축은 산란벡터로부터 회절각도 

정도만큼 회전되어 있으며, (h0l) 피크의 경우에 l-h 평면에서 e33 축은 산

란벡터와 직각을 이룬다. 또한, 이 두가지 사항으로부터 임의의 (hkl) 피크

에 대한 resolution ellipsoid를 추정할 수 있다.

11. 활용 실적

1998년 말에 FCD 장치의 설치가 완료된 후 여러 특성 시험과 장치 성능 

시험과 함께 일부 구조가 잘 알려진 시료에 대한 측정이 수행되었다. 1999

년 후반기부터는 FCD의 이용이 외부이용자들에게 개방되면서 산·학·연의 이

용자들에 의한 결정구조와 집합구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1.1에 FCD의 활용실적을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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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FCD 활용실적 

이용기관 활용내용 기간 활용결과물

단결정 구조

 1. 연구계

 -원자력연

∙KCl 이용 성능검사

∙DKDP

∙NiO

 1999/1/1주-1/4주

 1999/3/4주-4/3주

 1999/6/4주-7/1주

 2000/2/2주-2/3주

 2000/3/1주-3/2주

 학회발표 1건

 학회발표 2건

 2. 학계

 -충남대

 -포항공대

 -연세대

∙Zr(Y)O2

∙Benzophenone

∙Chrysoberyl

∙Nd2CuO4 저온실험

∙LMO/STO 박막

∙Biotite

 1999/7/2주-7/3주

 1999/9/2주-9/3주

 

1999/9/4주-10/1주

 1999/10/2주

 2000/2/4주

 2000/3/4주-3/5주

 논문투고 1건

 학회발표 1건

집합구조

 1. 연구계

 -원자력연

∙Zr 판재 2건

∙SUS316L 냉간 압연 판재 1건

∙SUS304L 냉간 압연 판재 1건

∙정량분석용 Al 냉간 압연 판재 1건

∙Al & 316L 혼합시료 2건

 1999/1/5주,2/1주

 1999/6/1주

 1999/12/3주

 2000/1/3주-1/4주

 2000/3/3주

 2000/3/3주

 학회발표 1건

 2. 학계

 -금오공대

 -안동대

∙Al 냉간 압연 판재

∙Zr 냉간 압연 판재

 1999/8/4주

 2000/1/1주

 위탁과제

 보고서 1부

 3. 산업계

 -포항제철 ∙Fe 열간 압연 판재  1999/8/1주-8/3주

 측정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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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향후 계획

장치의 완성과 함께 FCD를 이용한 단결정 구조분석의 종합적이고 독자적

인 실험체계가 확립되었다. 모든 실험 정보를 얻는 과정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나 각각의 프로그램이 독립적이므로, 하나의 과정을 수행한 후 다음 과

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파일의 편집이 불가피하다. 이들 프로그램

을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원활하고 정 도 높은 측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한

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위치 민감형 검출기를 FCD 장치에 도입함으로써 측

정 시간을 단축하여 중성자 빔 이용시간의 효율성을 높인다. 독일 Julich 

연구소에서 개발, 완성된 고온시료환경장치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와 함께 저온시료환경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상전이 연구는 물론 본 과제에서 

개발된 FCD에서 수행할 수 있는 Q-sca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성구조 연구

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성자의 독특한 산란 특성은 대부분 수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생체 고분자의 작용 메카니즘의 정확한 규명이 가능

하므로 사람의 생명과 유전현상을 다루는 분자생물학 분야로 연구범위를 확

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H/D가 포함된 결정구조의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

여 분석능력과 경험을 축적한다. 이와같은 장치개발 및 연구수행과 함께 외

부이용자들의 FCD 활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X-선 회절장치와 방사광 실험

장치와 연계하여 중성자 회절기법에 의한 결정재료와 신소재 연구에 하나로

의 FCD가 산․학․연의 이용자들에게 널리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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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개발 및 이용연구

방사선을 이용하여 물질 내부를 비파괴적으로 검사 또는 관측하는 방

법은 응용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다. 뢴트겐에 의하여 발견한 x-선

은 의료상의 진단을 위한 X-선 래디오그라피 장치를 포함해서 현재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X-선 래디오그

라피와 중성자 래디오그라피는 선원(source) 특성이 다를 뿐, 모두 물질

을 투과하고 역추적 하는 동일한 원리에 기초를 둔다. 즉 물질을 투과할 

때 대상 물질이 갖는 투과성질에 따라서 투과되어 나오는 세기

(intensity)가 달라지므로 이에 상응한 상의 대조를 바탕으로 물질내부

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X-선은 특성상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내에 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

존하며 원자번호가 큰 물질은 잘 통과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자번호가 작은 물질로 구성된 인체의 연부 조직상에 원자번호가 

상대적으로 큰 물질로 구성된 뼈의 결함을 구분할 수 있다. 반면에 중성

자 래디오그라피는 전자가 아닌 핵과의 직접적인 상호반응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핵에 따라서 제각기 고유한 중성자 반응 

단면적, 즉 고유한 중성자 투과율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핵연료물질과 

같이 물질내에 존재하는 동위원소간에 식별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X-선과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높은 원

자번호로 구성된 물질도 잘 투과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X-

선 래디오그라피 방법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분야에 있어서 중성자 래디

오그라피는 필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장치의 개발은 산업적 응용분야에 있어서 그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산업, 생화학, 원자력 재료 물질, 

고고학, 금속학 분야 등에 걸쳐 점진적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이

다. 이와 같은 기대 가치와 필요성에 따라서 최근에 하나로 원자로에 중

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를 새롭게 개발․설치하여 운 하게 되었다. 본 

절에서 근래에는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장치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이를 

이용한 연구 및 이용분야에 관하여 논의하 다. 하나로 중성자 래디오그

라피 장치의 개발의 결과는 현재 다양한 산업분야 및 응용분야에 넓게 사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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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의 구성 및 특성

가.In-pile 집속장치(collimator)            

그림4.1.1 NR 수평공내에 설치된 분산형 집속장치

  (divergent-typed collimator).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장치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

가 집속장치(collimator)이다. 집속장치의 형태 및 구조는 중성자 투과 

상법에 있어서 비파괴검사 기술의 발전과 개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여 

왔다. 중성자 래디오그라피를 최초로 응용하기 시작한 1965년 당시에는 

적절한 중성자 투과 상을 얻기 위해서 중성자를 조사할 물체가 있는 위

치에서 평행한 중성자 빔이 되도록 collimator를 설계하는 것이 최상의 

요건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1967년 초기에 이르러 Barton에 의하여 분산

형 빔(divergent-beam) 집속장치의 형태가 중성자 투과 상에 있어서 최

고의 해상도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4-1]. 하나로(HANARO)에 설치

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장치의 구성요소인 집속장치도 그림4.1.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분산형 집속장치이다. In-pile collimator는 핵분열과정에

서 발생하는 다양한 에너지의 중성자와 감마선의 직접적인 입사를 방지하

고 열중성자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목적으로 원자로 노심에 접선형 

(tangential type)으로 배치하 다.

 전체 길이는 2705.8㎜이고 중성자가 입사할 수 있는 그림 왼쪽의 구

경 지름은 67㎜이고 collimator 오른편은 blind flange로 되었고 flange

의 중심에는 그림 우측과 같이 크기 140㎜×220㎜인 직사각형 모양의 

window가 있다. 한편 그림 왼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collimator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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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는 γ-선의 차폐를 목적으로 filter를 내장시켰다. 이 필터는 다결정

(polycrystal) Bismuth (Bi)로써 원뿔을 축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른 모양

으로 길이가 82㎜, 대직경이 80.3㎜, 소직경이 76㎜이며 laser로 접합된 

Al-access cover로 덮어져 납 주조 물인 전치 집속장치(pre-collimator)

에 삽입 장착하 다.

 
그림 4.1.2 Bismuth의 두께에 따른 열중성자와 γ선 

   에너지의 투과율 그래프. 

그림 4.1.2는 Bi 필터의 열중성자와 세 에너지의 γ에 대한 Bi 두께에 

따른 투과율을 보여준다. 각 그래프의 곡선은 0.5MeV, 1MeV, 그리고 2MeV 

세 종류의 γ선의 에너지와 열중성자(∼0.025 eV)에 대하여 Bi의 반응 단

면적과 질량흡수계수를 아래 식 4.1.1에 적용하여 fitting한 결과이다.

(4.1.1)A=Aoe
-μmρmt

표 4.1.1 열중성자와 γ선 에너지에 대한 Bi 관련상수

γ-rays thermal 
neutron

energy(MeV) 0.5 1 2 0.025 eV

μm(㎠/g) 0.166 0.0721 0.047 0.026

density(g/㎤) - -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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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과 ρm은 물질의 질량감쇠계수와 도로서 γ선과 열중성자에 대한 

각각의 μm과 ρm은 표 4.1.1에 정리하 다. Bi filter 두께가 83㎜ 일 

때 γ-선은 투과율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필터에 의하여 거의 차폐가 

되었지만 이에 따라서 열 중성자도 약 87%정도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나.냉각 장치와 온도센서

핵분열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감마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열

을 발생하기 때문에 Bismuth 필터의 적절한 온도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

한 목적으로 냉각수 순환장치와 이 장치에 대한 온도계측장치를 설치하

다. 내부 냉각수 순환장치는 SUS 재질로 그림4.1.3과 같이 파이프의 내경

은 13㎜, 외경은 17㎜, 코일간 간격은 17㎜로  Bi 필터가 내장된 납 주물

체인 전치 조준기의 외경을 나선형으로 10번 에워싸도록 설계하 고 온도

감지를 위하여 2개의 열전대를 전치조준기 표면에 부착시켰다.

그림 4.1.3 냉각수 순환 파이프의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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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외부 벽에 부착된 냉각수 순환 라인에는 Bi 필터를 냉각시키는 

냉각수의 유입․출 전후 물의 온도와 압력 및 유량 측정을 위한 장치들이 

부착되어있다. 냉각수의 열 감지는 열전대로부터 나오는 전기적 신호를 

KR-100 Intelligent Hybrid Recorder 온도 게이지의 입력단자에 연결하여 

Bi 필터의 온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설치하 다. 부수적으로 Strainer 

filter가 순환 파이프에 부착되어있다. 그림 4.1.4는 중성자 래디오그라

피 조사시설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원자로 벽에 부착된 냉각 파이프의 계

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오른쪽 선들은 순환 파이프, 밸브, 온

도, 압력 게이지 등을 나타내며 수치는 설치된 장치들의 실제 높이와 위

치를 나타낸다. 바닥에서 약 2m 와 2.2m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T

와 P는 순환파이프 내에 유입․유출되는 냉각수의 온도와 압력을 나타내

는 게이지이다. T와 P의 왼쪽은 Bi 필터로 유입되는 냉각수의 온도와 압

력 게이지를 나타내며, 오른쪽의 T와 P는 필터를 돌아서 나오는 냉각수의 

온도와 압력게이지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Bi 필터를 통과한 전․후의 

냉각수 온도차는 1°이하이고 정상 가동시 물의 온도는 10℃≤T≤40℃ 정

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4.1.4. 냉각수 순환파이프의 장치계통도.

         

다.중성자 조사실

(1) 구조와 구성

중성자 조사실(exposure cell)은 그림 4.1.5와 같이 중성자 래디오그

라피장치의 주요 장치로써 제1 조사실과 제2 조사실로 나뉜다. 제1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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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핵 연료봉과 같은 고 방사능 물질을 조사(irradiation)하기 위한 공

간으로  폭 100㎝, 길이 165㎝, 높이 200㎝의 크기를 갖는다. 제 1조사실

에 시료의 설치는 그림4.1.5의 ②에 나타낸 바와 같이 access 플러그를 

열어 측정시료를 시료홀더에 고정시킨 후 플러그를 다시 닫은 후에 사용

하도록 되어있다. 제2조사실은 저 방사능 물질이나 일반 시료의 조사실목

적으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크기는 폭 140㎝, 길이 

194㎝, 높이가 200㎝로 제1실보다 다소 크다. 제2조사실은 그림4.1.5에서

와 같이 앞⋅뒤 그리고 상⋅하 방향으로 시료의 위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시료 테이블과 카세트 장착 홀더 ③, 그리고 조사실 개폐문 ④로 구성되

어있다. ⑤는 앞에서 언급한 중성자 실시간 상처리 시스템을 나타낸다.

제2조사실의 입사창으로 들어오는 열중성자의 빔 크기는 25㎝×35㎝이

다. 제2조사실에서 필름법에 의한 35.6㎝×43.2㎝ 크기의 Gd 전환막 카세

트를 사용할 때 열중성자를 조사하여 측정할 수 있는 시료의 최대 크기는 

76㎝×86㎝ 이다.

 
그림4.1.5 중성자 조사실의 내부 측면도. 

제2 조사실의 출입문은 도어 벽에 설치된 스위치로 조작된다. 문이 열

리거나 닫히는 중에 비상시에는 비상단추를 누르면 정지하도록 설계되었

으며 ①번의 셔터가 열려있을 경우에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열림 스위치

에 interlock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반면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셔터

가 열리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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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셔터(Drift shutter) 

그림4.1.5에 ①은 장착된 유동셔터(drift shutter)의 위치를 나타낸

다. 셔터의 구조는 아래 그림4.1.6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길이가 1050

㎜, 셔터 중앙의 8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128㎜, 두께는 380㎜이다. 중앙

부분의 재료는 MS4FR이고 중앙을 중심으로 앞․뒤는 두께가 150㎜인 납으

로 채워져 있다. 이 셔터는 상․하로 운동을 하며 유압식 구동모터에 의

하여 위로 열리면서 완전히 개방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3sec정도이

고 반대로 닫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1sec 정도이다. 따라서 Gd 전환막

을 이용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의 경우에 전환막 아래 부분이 윗부분보다 

약 26초 정도 더 조사를 받게된다. 이 시간은 조사시간을 최소 8분으로 

하 을 경우에 전체 조사시간에 비하여 6%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필름

의 위 부분과 아래 부분의 차는 실제로 크게 향을 받지 않는다. 더구나 

조사시간이 커질수록 이러한 향은 작아진다. 그러나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또는 image plate를 사용하는 경우, 수 

십 초 정도의 매우 작은 조사시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3초 정도의 셔터

의 작동시간은 측정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중성자 조사실에 공압 실린더를 이용한 quick shutter를 장착할 계

획에 있다. 

그림4.1.6 유동셔터(Drift shutter)의 전체구조도면. 

라.보조 도구 및 부대 이용 장치

(1) 동화상 시스템

시스템의 구성은 크게 그림 4.1.7에서와 같이 섬광스크린(scintilla- 

-tion screen), SIT(Silicon Intensifier Target) TV Camera,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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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ler, Frame Grabber와 image 처리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있다. 섬

광체 스크린 물질은 1㎜ 두께의 알루미늄 판에  25㎛ 정도의 두께로 
6
LiF+ZnS(Ag) (NE-426) 섬광 물질을 코팅되어 사용된다. 이 섬광체는 물

질 구성상 감마선과의 반응이 작고 중성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

질을 갖는다. 이 섬광체의 효율은 약 27eV/photon이고 붕괴시간은 250ns

이며 NaI 섬광체와 같이 조해성이 없다. 이 섬광 물질과 중성자는 아래의 

상호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2차 방사선으로부터 상을 얻는다. 

              
6
LiF + n → T + 

4
He + γ(4.78 MeV) 

그림 4.1.7 동화상처리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SIT Camera는 섬광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세기를 증폭하여 전기적 신호

를 출력하는 TV Camera이다. Video Controller System은 SIT Camera의 

focusing과 조리개를 제어하며 Zoom Controller는 카메라에 부착된 렌즈

의 zoom 기능을 원격 제어한다. 컴퓨터 내에 Frame Grabber를 내장하여 

카메라로부터 나오는 디지털 신호를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며 화면에 오

버레이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Frame grabber의 성능은 초당 capture된 

frame 수와 해상도, 그리고 pixel당 bit수 등으로 결정된다. 현재 설치된 

Frame grabber는 초당 30 frame의 상을 획득할 수 있고 8bit로 신호처

리를 하여 256 grey scale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화질은 

필름법에 비하여 다소 떨어진다. 이에 대하여 보다 성능이 향상된 우수한 

카메라를 이용한 화질개선이 진행 중에 있다.

(2) Gd 전환막 카세트; 구조 및 필름 장착

그림4.1.8과 같이 Gd 전환막 카세트는 Gd 전환막, o-ring, 알루미늄 

케이스, 진공노즐, 밸브, 그리고 진공게이지로 구성되어있다. Gd의 두께

는 필름에 형성되는 image의 해상도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

절한 두께로 코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판위에 Gd을 기상 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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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ur-phase deposition)하는 방법으로 코팅한 Gd의 두께는 약 25㎛정

도이다.

그림 4.1.8 Gd-전환막 카세트의 구조. 

Alminium cassette

Gd converter FilmVacuum gauge

Venting pipe

Gd 카세트에 장착되는 필름은 한쪽 면에만 감광물질이 코팅되어진 것

만 제외하면 의료용 X-ray 래디오그라피용 필름과 동일하다. 좋은 해상도

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감광물질 코팅면이 Gd 전환막에 직접적으로 접

촉되어야 한다. 필름의 코팅면이 전환막에 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름

에 표시된 부분이 Gd 카세트 왼쪽 위에 위치되도록 장착한다.

(3) 시료대(sample holder)

시료대 상판은 지면과 수평하게 설치되었으며 구조는 (Al6061) 시료의 

결합 장치를 바닥에 고정하기 위해서 중심에 25mm의 홀 및 중심선에서 x, 

y 방향으로 50mm 간격으로 62개의 M8 넛트 구멍을 내었다. 재질은 듀랄리

늄 (Al 6061)으로 하여 약 1 t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

시료의 상하 최대 Stroke 거리는 400mm이고 시료대의 최고높이는 

1300mm, 최저높이는 900mm이다. 상승 및 하강속도는 핸들 1회전에 1.2mm 

씩 수직 상승한다. 수평이동 특성은 핸들 1회전에 레일 상 30mm 씩 수평

이동된다.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카세트 홀더 장치는 시료대와 동일한 재질이며 

stroke의 거리는 시료대 중심점에서 2단이며 지면에서 하단까지는 125mm, 

상단까지는 130mm 이다. 카세트 홀더에 카세트 부착 및 제거는 빠르고 장

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 다. 또한 시료대는 스크류잭 핸들 반대방향으

로 시료대 중심축에서 90도 이상 수동으로 회전 왕복 가능하도록 하여 조

사실 내부 작업을 용이하도록 하 다.

(4) 필름 현상장치, Profile Projector, Densitometer

필름현상 장치는 현상액과 정착액 그리고 세척액이 담겨진 용량 19ℓ 

로 세 개의 용기로 구성되어있다. 필름 현상은 현상액의 온도와 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상장치에 현상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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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히터와 써미스터가 장착되어있다. 또한 필름의 세척을 위해서 수조에 

유입되는 물은 2차 정류하여 수조로 유입되도록 하 다. 다량의 필름현상

을 해야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현상장치가 있다.

현상된 필름상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불순물과 결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결함의 분포와 크기를 검사하기 위해서 profile projector 장치

를 사용한다. 이 장치는 필름상에 존재하는 결함을 최대 100배까지 확대

할 수 있으며 그 결함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필름의 흑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계를 사용한다. 이것은 중성자 조사시간에 따른 적절한 조사

량의 설정과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의 designation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2.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의 평가

가.L/D

1.그림4.2. 분산형 집속장치에 대한 L/D의 정의.

D

L

ΦΦ Ο

그림4.2.1은 분산형 집속장치의 개념도로 원형 tube의 단면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왼편의 collimator 입구의 면적을 D, tube 전체 길이를 L, 

들어오는 중성자 빔의 선속을 Φo 라고 하면 출구 쪽의 선속 Φ와의 관계

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4.2.1)Φ=
Φ oA

4πL 2

A는 collimator tube의 입구의 면적으로 원형 collimator인 경우이므

로 A=πD2/4 이다. 이 식을 위 식4.2.1에 대입하면 출구쪽으로 나오는 중

성자 빔의 선속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4.2.2)Φ=Φ o
D
2

16L
2 =

Φ o
16
(
D
L
)
2

위 식에서 L/D를 collimator 비라고 정의하고 식4.2.3와 같이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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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집속장치에 의하여 중성자를 잃게 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식

4.2.3에서 collimator의 출구에서 중성자 선속은 collimator의 길이 L2에 

반비례하고 입구의 구멍 D
2
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4.2.3) 
 

=
Φ o
Φ
=16(

L
D
) 2

중성자 조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체의 위치에서 강한 중성자 선

속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collimator의 길

이 L을 짧게 해야하지만 반면에 L이 크면 래디오그라프(radiograph) 상 

화질에 있어서 기하학적 비선명도(unsharpness)가 크게되어 래디오그라프 

상의 질을 저하시킨다. 기하학적 선명도와 L/D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그림으로 설명되어진다. 

그림 4.2.2 기하학적인 비선명도(unsharpness).

LS                                          Lf

object

Inlet aperture
Ug

Image detector
Penumbra

D

물체와 검출기 사이거리를 Lf, 중성자 선원과 물체간의 거리를 Ls, 그

리고 비선명도를 Ug라고 할 때 이들의 관계는 다음을 만족한다. 

(4.2.4)Ug=
D
Ls
Lf

일반적으로 Lf ≪ Ls 이고 Ls∼L 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식을 다시 정리하면 식 4.2.5와 같이 L/D 비와 선명도 Ug를 관련지을 수 

있다. 즉, L값을 크게 하여 전체적으로 L/D 비의 값을 크게 하면 Ug의 값

이 커져 결과적으로 화상의 선명도를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4.2.5)Ug=
D
L
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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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화상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길이 L, 즉 집속장치의 

전장을 작게 해야하고 반면에 화상의 선명성을 위해서는 L을 크게 해야하

는 서로간의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서 이들의 관계를 적절히 절충되도록 설계하여 최적의 상을 얻을 수 있

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하나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의 in-pile collimator와 이에 관련한 물리적 특성은 아래 표4.2.1에 

정리하 다.

표 4.2.1 하나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의 in-pile collimator  

        관련상수

제 1조사실 제 2조사실

D (㎜) 25

L (㎜) 7830

Horizontal 

collimation angle
  1.04°

vertical collimation angle   1.93°

thermal neutron flux

at beam tube nose
3.7×10

13
 (15MW) 4.3×10

13
 (20MW)

Beam uniformity(σ) 7%

γ intensity (R/h) 10%

neutron-to-γ

(n/mrem/㎠)
3.9×10

6

Standard image size (㎝
2
) 25×40             30×45

나.열중성자 선속과 분포

조사실 내에서 위치에 따른 열중성자의 선속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즉, 선속의 세기에 따라서 중성자 조사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를 이용한 측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열중성자 선속 측정 원리 및 방법

Wire/foil 형태의 197Au 금속에 중성자 빔을 조사시켜 열 중성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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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여기(excitation)된 
198
Au가 

198
Hg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방출되는 412 

keV에너지의 γ선을 측정함으로써 열중성자의 속(flux)을 알 수 있다. 그

림4.11에서와 같이 붕괴과정①의 β2
-
의 붕괴 확률은 95.56%이므로 β2

- 

붕괴에 동반되는 412keV의 γ선 에너지를 계측함으로써 열 중성자 속을 

구할 수 있다.

197
Au + n → 

198
Au → β2

-
 + 

198*
Hg                  ①

198*
Hg → 

198
Hg + γ(412 keV)                     ②

그림 4.2.3 
198
Au의 붕괴도.

(1/2-)

2-

198Au

198Aum

0       2.696 d

812    2.30 d

2+

2+

0+

β2
 -

β2
 -

1088

412

stable198Hg

0γ1

γ2

γ3

 
198Au의 4π 방향으로 γ-선을 방출하는 Au의 초기 방사능 (n/㎠㎎sec)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2.6)Ao = 
1
ε
1
f sh
(
A γ
mtcount

e
λt cool
)

식4.2.6에 사용된 측정값과 상수들은 아래와 같다.

m:gold 코일/디스크의 질량

tcount:γ-선 계수시간

tcool: 냉각시간(=tcool+ ½tcount)

tirr: 열 중성자 조사시간

Aγ: γ선의 검출 계수

λ: 붕괴상수= 2.976×10-6/sec

여기서 ε는 HPGe 반도체 검출기내 412 keV 에너지에 대한 γ-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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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효율을 나타낸다. 열 중성자 속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Au는 두 가지의 

형태로써 나선형으로 감겨진 코일형과 얇은 디스크형을 사용한다. 코일 

모양의 Au을 사용할 경우 Au와 검출기 윈도우간 거리를 10㎝로 고정되어  

ε=3.8×10
-3을 위 식4.7에 적용하고, 얇은 디스크형의 경우에는 20㎝로 

고정되어 ε=1.2047×10
-3
의 값을 적용한다. fsh는 Au와 검출기간에 기하

학적인 자기차폐 효과인자(self-shielding factor)로 gold 코일인 경우 

0.9438 (10㎝), gold 디스크인 경우 0.9934 (20㎝) 값이 적용된다. 

여기된(Activation) Au에서 방출하는 γ선의 계측을 통해서 얻은 Au의 

방사능, Ao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다음 식4.2.7과 같이 열중성자의 선속

을 구할 수 있다.

(4.2.7)Φ = 
1
Y

Ao
σ aNo

1

1-e
-λt irr

위 식과 관련한 상수는 아래와 같다.

Y: 에너지 412 keV γ-선의 방출 확률(0.9556)

No: Au 1㎎ 당 원자수 = 3.056×10
18/㎎

σa: 열중성자 흡수 단면적=87.87×10
-24㎠(T=20℃)

tirr: 열중성자 조사시간

(2) 열중성자 측정

Wire/foil 형태의 197Au 금속을 Al foil로 씌어서 OHP 필름이나 얇은 

알루미늄 판 위에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시켜 중성자 빔의 입사방향에 수

직하게 위치시킨 후 열중성자를 조사시킨다. 열중성자에 의하여 여기된 

Au 금속을 아래 그림4.2.4와 같이 γ선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측한다. 

그림 4.2.4 γ선 계측시스템 개략도.

HPGe Amp
2020

 H.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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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7

 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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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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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열 중성자의 선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속 중성자에 의한 Au의 

여기 효과를 제거하여야 한다. 속 중성자에 의한 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금속막으로 씌운 Au 금속을 Cadmium(Cd) 금속판으로 덮어 씌워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열중성자를 차폐함으로써 

속 중성자에 대한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속 중성자와 열중성자

의 여기에 의한 Au의 총 방사능(Ao)에 대한 속 중성자에 의한 방사능의 

비로 정의된 Cd ratio, 즉 (Rcd)을 구하여 다음 식4.2.8의 관계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4.2.8)Ath=Ao(1-
1
RCd

)

여기서 Rcd=At/(At-Ath)으로서 At는 중성자에 의하여 여기된 Au의 총 방

사능, Ath는 열중성자에 의하여 여기된 Au의 방사능이다. Aγ를 계측한 값

을 식4.2.6에 대입하여 열중성자에 의한 Au의 방사능 Ao를 얻을 수 있다. 

이 값과 측정해서 얻은 또 하나의 값 Rcd을 위 식 4.2.8 대입하면 순수한 

열중성자의 조사에 의한 Au의 방사능 Ath를 얻을 수 있다. 이 값을 최종적

으로 식 4.2.7에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열 중성자의 선속을 얻는다 

그림 4.2.5 열중성자 선속 분포. 

하나로 원자로 출력이 20MW 일 때, Gd 전환막 카세트를 이용하여 중성

자 래디오그라피의 필름법을 이용할 때의 카세트 위치(그림4.1.5에 ⑤의 

위치)에서 25개의 Au wire를 5㎝ 간격으로 배치하여 열중성자를 조사시켰

다. 조사후 여기되어 방출되는 512keV γ선을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열

중성자 선속의 분포를 구하 다. 측정으로부터 얻은 Rcd 값은 약 ∼4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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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4.2.5는 중심에서의 선속을 1로 했을 때 각 위치의 상대적인 비

를 gray scale로 나타낸 것이다. 중성자는 그림에서 지면을 뚫고 지나가

는 방향이다.

결과적으로 위 그림으로부터 대략적인 빔 세기의 분포를 알 수 있다. 

즉, 우측하단이 좌측상단보다 다소 선속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위치에 따른 열 중성자의 선속 차이는 필름법이나 동화상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상 대비(contrast)에서나 도계로 측정한 흑화도

의 차이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크지 않았다.

(3) 조사실내 위치에 따른 열중성자 선속

그림4.2.6은 빔 튜브 전단(nose)에서 조사실 내에 주요 위치에 대한 

거리를 나타낸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의 조사실 단면을 나타낸다.

그림 4.2.6 Beam tube nose에서 각 위치에 대한 거리 단면도.

조사실내 몇 개의 위치에서 측정한 중성자 선속을 이용하여 역으로 빔 

튜브 전단(beam tube nose)에서, 혹은 임의의 위치에서 열중성자 선속을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Beam tube nose에서의 열중성자 선속은 4π

방향에서 입사된다고 가정하면, beam 튜브 전단을 4π 방향으로 발산하는 

열 중성자의 점 선원(point source)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NRF 

조사실내 빔 진행방향 선상의 조사 지점에서 측정되는 열중성자 선속 

(I0)은 조사 지점에서의 방향각(solid angle)에 적용되는 beam tube nose 

면적(Anose)내에 point source (I0Anose)에 따른 감소와 beam tube nose부터 

collimator aperture 까지 구성되는 물질(8.2cm Bi filter, 36.3cm 공기, 

collimator내 224.5cm 헬륨 gas, 그리고 1.5cm 알루미늄 판)에 의하여 감

소되어진다. 따라서 빔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거리 (x)에 따라서 열중성자 

선속 값이 달라진다. 조사실 내에 어느 특정한 위치에서 측정된 열중성자 

선속은 이러한 감쇠인자가 고려된 아래 식4.2.9를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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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I=
I o․Anose(x)

4πx 2
․P(c)․e

- ∑
mid.
(x-270)

여기에서 P(c)는 열중성자가 beam nose 및 collimator를 통과할 확률

이고 Anose는 조사 지점에서의 방향각에 적용되는 beam tube nose 면적이

다. 여기서 D는 collimator aperture 구경(= 2.5cm), Σ는 각 물질에 

따른 선형 흡수계수(cm
-1)를 의미한다. 원자로 출력이 15MW인 경우에 각 

위치에서 Au wire를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위 식을 이용하여 얻

은 beam tube 전단에 대한 각 위치에서의 중성자 선속을 계산한 결과를 

아래 표4.2.2에 정리하 다.

표 4.2.2 원자로 출력 15MW인 경우 조사실내의 주요 위치에서의 중성자 선속

position x1 x2 x3 x4 x5

nose to

distance(㎝)
412 557 648 763 828

flux

(n/㎠sec)
2.46×107 5.60×106 3.78×106 2.47×106 1.93×106

다.ASTM

1975년 처음으로 ASTM E545 표준도구가 공인되고 1981년, 1986년 두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ASTM의 표준도구에는 BPI와 SI 두 종류가 있다. 

BPI(beam purity indicator)는 빔을 정량적(quantitative)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며 SI(sensitivity indicator)는 정성적(qualitative)으로 평가하

는 도구이다. 다음은 이 두 가지 도구에 대한 설명과 평가 방법을 기술하

다

그림 4.2.7 ASTM BPI 모형도.

  BN

Pb

Cd rod

Tef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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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순도 지시계 (Beam Purity Indicator)는 그림4.2.7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으로 한 변이 25.4㎜이고 두께는 8㎜이다. 중앙에 

15.9㎜ 크기의 커다란 구멍이 있고 재질은 테프론이다. BPI는 그림과 같

이 아래 양측은 테프론 앞뒤로 순도가 99.999%인 납으로 된 디스크가 삽

입되어 있고, 상단 양측은 질화붕소(BN) 디스크가 테프론 앞뒤로 장착이 

되어있다. 세로 방향으로 놓여진 가는 막대는 지름 0.04㎜의 길이 12㎜인 

순도가 99.999%인 카드뮴 봉으로 폭 0.6㎜, 깊이 0.7㎜의 홈에 삽입되어 

있다. 

그림 4.2.8 ASTM SI모형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한편, 감도 지시계(Sensitivity Indicator) 그림4.2.8과 같은 모양이

며 두께가 0.3㎜인 알루미늄 먼지 덮개로 덮여져 사용된다. 감도 지시계

의 크기는 가로 세로 크기가 모두 25.4㎜이고 두께가 6㎜이며 두께가 계

단식으로 증가하는 모양을 하고 있다. 여러 크기의 구멍(hole)이 각 계단

(step)에 존재하며 계단간에는 다양한 치수의 간격(spacer)이 삽입되어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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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3 홀 H와 갭 G의 크기 및 치수

Value
Hole 

size(㎜)
간격
(㎜)

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0.51

0.51

0.51

0.25

0.25

0.25

0.25

0.13

0.13

0.13

0.13

0.25

0.13

0.10

0.076

0.051

0.025

0.013

감도지시계 그림 상에 표기한 번호는 각 계단 위치 존재하는 구멍 크

기와 계단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간극 치수의 번호를 나타내며, 그 치수값

은 표4.2.3에 나타내었다.

(1) 필름 도 측정

필름 density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와 주의를 유념하여 

측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종류의 ASTM 지시계를 필름이 장착된 Gd 전

환막 카세트에 부착시킨다. BPI 지시계를 부착할 때의 방향은 BPI의 수평

축이 가장 가까운 필름 모서리에 수직되게 배열한다. SI의 배치는 가장 

두꺼운 계단이 BPI와 멀리 떨어지게 배치한다. 두 지시계 부착 시에는 카

세트 면에 최대로 착되게 부착하고, 조사할 필름상에 네 곳 모서리로부

터 최소한 25.4㎜ (1″)이상 떨어져 부착하도록 한다. BPI 지시계는 SI 

지시계와는 달리 먼지 덮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필름을 정의하기 위하여 Gd 전환막 카세트 위 부분에 측정기관, 측정

날짜, 필름일련번호 등의 라벨을 붙인다. 필름 도를 측정할 때는 확산

투과 도측정기 (diffuse transmission densi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

한다. 

도 측정기의 정 도는 ±0.04 정도가 되는 것을 사용하고, 필름상에 

동일한 위치를 측정할 때 ±0.02 정도 범위 내에 측정 재현성을 갖도록 

한다. 필름 화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감쇠시킨 빔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

에서 필름의 주요 역 상에 background 측정시 도 값이 2.0∼3.0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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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이 되도록 중성자의 조사시간을 적절히 선택․결정한다. 또한 필름

의 각 모서리에서 중심을 향하여 25.4㎜되는 위치와 중심에서 측정한 5개

의 도 측정값의 평균값에 대하여 각각의 위치에서 측정한 값들이 ±5%

가 넘지 않아야 한다[4-2]. 

조사된 필름을 후에 논의할 현상과정을 거친 후에 필름 도측정기를 

그림4.17에 보여지는 위치를 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2)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의 평가

그림4.2.9에 표현된 부분을 도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표4.2.4에 나

타내었다. DH는 현상된 필름 상에서 빔 순도 지시계 중앙부위의 홀에 해

당하는 필름 도 측정값이고 DT는 순도지시계의 몸체(테플론)의 필름 도 

측정값이며 highest DB는 빔 순도 지시계에 높은 측의 BN 디스크 부위의 

필름 도 측정치를 나타낸다. lowest DL은 Pb의 낮은 측의 도 측정치, 

그리고 ΔDB, ΔDL는 각각 BN과 Pb 디스크 부위에서 가장 높고 낮은 도

측정치간의 차를 의미한다.

그림 4.2.9 현상된 BPI와 SI의 필름상의 도계  

           측정위치. 

DB

DL DT Pb

DH Cd

BN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의 빔 순도 평가는 유효 열중성자 함량

(effective thermal neutron content; NC), 유효 산란 중성자 함량

(effective scattering neutron content; S), 유효 γ 함량, 그리고 유효 

쌍생성 함량(effective pair production content; P) 항목으로 나눈다. 

필름의 도 측정 자료와 위에 열거한 항목에 대한 관계는 다음 식들과 

같이 백분율로 표현된다[4-3].

NC=
DH-(highestDB+ΔDL)

DH
×100

S= (
ΔDH
DH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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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
(DT- lowestDL)

DH
×100

P= (
ΔDL
DH

)×100

표4.2.4에 있는 측정값들을 위 식들에 대입하면 각각의 함량(content)

들을 얻을 수 있다. 즉, NC=71.54, S=2.77, γ=0.4, 그리고 P=3.95 이다. 

BPI의 현상된 필름상에서 어느 하나의 카드뮴 막대의 상이 다른 하나보다 

심각할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L/D 비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값보다 작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장치에 대한 L/D 비의 값은 

그림4.2.9에서 선명한 카드뮴 박대의 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값으로 선택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 디스크

의 상(image)이 테프론보다 지나치게 밝은 경우는 높은 γ 함량으로 평가

되며, 반대로 지나치게 어두운 경우는 높은 쌍 생성 함량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하여 납의 상과 테프론의 상을 눈으로 보았을 때 두 상에 

대하여 뚜렷한 대비를 볼 수 없었다. 이는 표4.2.4에 정리한 데이터로부

터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테프론 상(image)에서 측정한 필름 

도는 2.15이고 납의 경우는 납에 위와 아래의 차이 ΔL=0.1을 고려하면 

대략 2.16∼2.26의 정도의 값을 가진다. 이 범위의 값은 테프론 상의 필

름 도 측정값과의 차이가 측정 권고 오차 ±0.04 범위에 근접할 정도로 

극히 작기 때문에 납과 테프론의 두 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4.2.4 필름 도 측정 데이터

DH highest DB ΔDL ΔDB DT lowest DL

2.53 0.62 0.1 0.07 2.15 2.16

측정된 γ(=0.4)과 P(=3.95)값은 열중성자 함량(NC=71.54)보다 상당히 

작은 값이다. 감마 함량과 쌍 생성 함량만을 비교해본다면 상대적으로 쌍 

생성에 의한 기여도가 감마선 함량보다 다소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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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 화질 분류

NC H G S γ P

Ⅰ
A 65 6 6 5 3 3

Ⅱ
A 60 6 6 6 4 4

Ⅲ
A 55 5 5 7 5 5

Ⅳ 50 4 5 8 6 6

Ⅳ 45 3 5 9 7 7

한편, 감도 지시계에 의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멍 수는 8개, 

간격 수는 7개이다. 표4.2.5의 자료를 참고하면 하나로의 중성자 래디오

그라피 장치를 이용하 을 때 맨 눈으로 확인 가능한 최소의 간격 크기는 

13㎛이며, 구멍의 최소크기는 250㎛임을 알 수 있다. 이 값의 의미는 하

나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화상자료에서 맨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최소 크기의 값은 구멍 형태의 경우는 250㎛, 간격간 거

리는 13㎛란 뜻이다.

결론적으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장치의 성능평가 지정(designation)을 

일반적인 표기법에 의하여 표기하면 NC-H-G=71.5-4-8-7로서 평가된다. H

는 식별가능한 홀(HOLE)수를, 그리고 G는 틈(Gap) 수를 상징한다. 표

4.2.5는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에 의한 화질 평가에 따른 분류 등급류

표를 나타낸다[4-4,5].

3.중성자 래디오그라피 Image Processing 프로그램개발

가.연구의 목적, 필요성

중성자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한 상처리란 중성자 투과 비파괴 검사법

을 이용하여 검사물 내부의 상을 Capture한 후 그 상을 가지고 처리

와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얻어진 상은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

보기 힘든 상이므로 이것을 컴퓨터가 대신하여 인식하고 처리, 분석하

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중성자 투과 비파괴 검사법을 이용하여 검사

물 내부의 실시간 Dynamic motion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중성자 래디오

그라피 상은 일반 카메라로는 얻을 수 없는 상이어서 SIT (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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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fier Target) TV Camera를 입력도구로 사용하며, 얻어진 상에는 

심한 잡음이 끼어 있고 렌즈 수차에 의한 심한 왜곡이 생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잡음과 왜곡을 없애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의 처

리 또한 실시간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본 시

스템이 개발되었다.

나.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 및 환경에 맞는 상처리시스템을 상업적으

로 판매하는 곳은 없으며, 일본의 무사시 공업 대학에서 MDIS(Musashi 

Dynamic Image Processing System)을 1992년에 발표하 다. 이것은 카메

라로부터 480×480의 해상도로 상을 받아 실시간으로 상보정

(Calibration), 잡음제거(Filtering), 의사 컬러화(Pseudo coloring)를 

처리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단순히 검사 상을 얻는 역할을 하므로 

이 상으로부터 다른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역시 외부의 상처리 프

로그램을 사용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현대중공업의 비젼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카메라의 입력 상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상의 실시간 처리뿐만이 아니라 상 분석을 위한 기능들도 

가지고 있었으며 Macro기능 지원등 사용상의 편리성도 도모하 다.

다.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상처리시스템의 전체 흐름도 및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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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전체시스템의 흐름도. 

 SIT Camera

 Frame Grabber  Capture

Capture

Capture

Capture

 Processing  Analysis

① 시스템의 상처리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② 시스템에서는 조사실에서 형광막에 맺히는 상을 ‘SIT(Silicon 

   Intensifier Target) Camera’로 촬 을 한다.

③ Fame Grabber는 카메라를 통하여 들어오는 입력신호를 디지털화하

   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으로 만들어 준다.

④ 상을 Capture하고 나면 심한 잡음이 끼게 마련이므로 이 잡음을 

   최대한 줄여 주기 위한 방법은 여러 장을 Capture하여 평균을 취하

   여 한 상을 취하거나 혹은 ‘Median Filtering’을 사용한다.

⑤ Capture된 상은 렌즈수차 때문에 왜곡이 생기므로 프로그램에 포

   함되어 있는 ‘Calibration’기능을 사용하여 왜곡을 보정하여 준다.

⑥ 이렇게 처리를 마친 상은 실험을 위하여 저장을 한다. 저장은 프

   로그램의 ‘Save’기능을 사용한다.

⑦ 저장된 상을 분석하거나 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Processing을 한다.

⑧ 위의 과정을 거쳐서 Processing이 끝난 상은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 이 때는 프로그램의 ‘Save As’기능을 사용한다.

⑨ 모든 실험이 끝이 났으면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본 시스템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가진 모듈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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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모듈은 입력 상을 Capture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모듈로써 

Active, Option, Capture, Save, brightness 기능이 있다. 둘째는 상을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모듈로써, B.G,  contrast, equalization, free, 

gamma, linear, log, sinusoidal, flip, 그리고 geometry 보정 모듈이 있

다. 셋째로는 상을 분석하는 기능으로 histogram display, histogram 

profile, filtering 분석기능 등이 있다.

위에 언급한 다양한 모듈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성자빔 이용

연구과제중 기보고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상처리 시스템개발’이란 기

술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라. 상처리시스템의 실제 사용 예

그림 4.3.2 상분석을 실행중인 화면 예.

모니터 상에 나타나고 있는 화상에 선택적으로 단면을 잘라 그 단면에 

대한 각 위치에 gray scale 분포를 보여주며 이에 대한 값을 직접 읽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마.기대성과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의 결과로 기존에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의 실시간 검사와 그 검사에 차원 높은 기능을 추가하여 유동적인 상처

리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성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째는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의 실시간 검사 및 검사 

상 분석을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두 번째는 래디오그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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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는 다른 분야의 파급효과이다. 산업체에서의 래디오그라피의 사

용 요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그냥 X선 필름을 이용하고 

있어서 번거로울 뿐 아니라 검사시간 또한 많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본 시스템의 도입으로 산업체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과 검사시간 

지연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하여 좀 더 손쉽게 검사가 가

능할 것이며 산업체에서 많이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이용연구 및 활용분야

가.이용분야

(1) (주)한화 현무용 화공품 의뢰부품

현무용 화공품 꼭지관과 폭발볼트

(목적) :시료내 연결 line의 crack, 및 단절 유․무 검사

그림 4.4.1 FCDC현무용 꼭지관. 그림 4.4.2 폭발볼트.

그림 4.4.1은 (주)한화에서 의뢰한 현무용화공품을 Al-plate에 장착한 

사진으로 조사실에 장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무용 화공품내에 

HNS(Hexanitro Stilbene)물질의 분포와 이들의 단절유무와 꼭지관의 간격

의 허용오차 등을 비파괴적으로 검사 평가해주고 있다. 그림 4.4.2는  다

른 화공품인 폭발볼트로써 내부에 epoxy 도포의 적절한 도포 및 유․무를 

평가 및 검사해준다.

이 밖에도 다양한 화공품 시료의 중성자래디오그라피장치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를 지속적으로 검사해주고 있다.

(2) ADD 의뢰 측정결과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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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현무용 화공품 파열

    쐐기관. 

그림 4.4.4 파열쐐기관과 볼트

     결합체. 

위 두 그림은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제작 시험중인 현무용 화공품으로 

강한 외부 압력에 의한 내부의 crack의 존재 유․무와 크기 등을 본 장치

를 이용하여 평가해주고 있다.

(3) PPS Composite에 대한 NR 실험결과분석

(가) 개요

성균관 대학교 고분자 공학과의 복합재료 연구실(남재도 교수)에서는 

기능성 복합재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의 하나로 Carbon 

fiber와 PPS(Poly Phenylene Sulfide)를 이용하여 복합재료를 DREF3 spun 

공정에 따라 만들 때에 온도, 시간, 압력 등의 공정 변수가 함침공정

(Infusion process)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 과제의 수행 중

에 복합재료의 내부에 존재하는 void의 이미지를 보고자 중성자 래디오그

라피 촬 을 의뢰하여 본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다. 참고로 의뢰자의 연구

는 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

(나)실험 개요

①시편

시편은 50 vol. % Carbon fiber와 50 vol. %의 PPS로 만들어졌다. 성

형 시간과 온도가 다른 6개의 시편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 는데 각 시

편의 성형 조건은 표4.4.1과 같다.

② 실험 과정

표4.4.2에 요약되어 있는 대로 총 7차례의 촬 을 수행하 다.  1차 

촬 은 Gd(NO3)3를 주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되어 void의 image를 볼 

수 없었다. 그림4.24에 있는 대로 PPS 수지에는 수소원자가 고르게 분포

되어 있어 이것이 void의 image를 보는 것을 방해하 다고 생각된다. 2차 

촬 에서는 촬  전에 각 시편을 2쪽으로 자르고 3㏖ 농도의 Gd(NO3)3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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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10∼1 bar 진공 상태에서 주입하고 60분간 dry시킨 후 촬 을 수행

하 다. 특히 5번 시편의 경우에는 폭 2 mm 정도의 작은 시편을 만들어 

측면을 촬 하는 것도 시도하 다.

표 4.4.1 복합재료 시편형성 조건

Sample 

No.
성형 압력(lbf) 성형 온도(℃) 성형 시간(분)

1 2000 320 5

2 2000 320 10

3 2000 320 15

4 2000 340 5

5 2000 340 10

6 2000 340 15

 그러나, 2차 촬  결과에 대하여 의뢰자와 상의한 결과, 얻어진 void 

image의 대부분은 surface void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3차 촬 은 

surface effect를 없애기 위하여 시편의 양면을 갈아서 1 mm 두께로 만들

고 기 주입된 Gd(NO3)3를 제거하기 위하여 물에 1시간 정도 담근 후 dry시

킨 다음에 수행되었다. 4차 촬 은 Gd(NO3)3를 진공조건에서 2분간 주입한 

후에 수행되었다. 3차 촬  결과와 4차 촬  결과를 비교하여 본 결과 

Gd(NO3)3가 image에 주는 효과를 분별하기가 어려웠다.

 
그림 4.4.5 PPS 분자 구조식.

 

이의 이유는 기 주입된 Gd(NO3)3가 3차 촬  전에 충분히 용해되지 않

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 고, 5차 촬 은 시편을 물에 장시간 잠기게 하

여 기 주입된 Gd(NO3)3가 충분히 용해되도록 한 후에 수행되었다. 6차 촬

은 Gd(NO3)3를 재 주입한 후에 수행되었으나 필름의 현상 결과, 시편이 

용액에 충분히 잠기지 않아 Gd(NO3)3가 고루 주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

었다. 따라서, 7차 촬 은 Gd(NO3)3 주입시 시편에 유리를 매달아 시편이 

용액에 충분히 잠기도록 한 후 수행되었다. 의뢰자에게는 5차 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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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7차 촬  필름이 실험 결과로 제공되었다.

표 4.4.2 실험 요약

촬  

차수
일 자

필름 일련 

번호

원자로 

출력(MW)

조사시간

(분)

시편 

두께(mm) 조사전 시편처리

1 99/08/12 990812A02 20 6 1.77

2 99/08/13 990813A01 20 8 1.77 시편을 두쪽으로 자름,

Gd(NO3)3 주입, 주입 후 60분 

dry
3 99/09/30 990930A01 20 6 1.0 시편을 얇게 재가공, Gd(NO3)3 

용해 시도
4 99/10/01 991001A01 20 5 1.0 Gd(NO3)3 용액에 2분 담금

5 99/10/08 991008A01 20 6 1.0 시편을 25시간 물에 잠기게 하

여 기 주입된 Gd(NO3)3 용해, 

38℃ 조건 전기로에서 60분간 

dry

6 99/10/15 991015A01 20 6 1.0 Gd(NO3)3 용액에 10분 담근 후 

dry 
7 99/10/30 991030A01 20 6 1.0 시편에 유리를 매달고 

Gd(NO3)3 용액에 잠기게 하여 

시편이 충분히 잠기게 하고, 

이후 48℃ 조건에서 dry

(다) 촬  결과 분석

의뢰자가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시편을 분석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20℃ 조건: 15분간 성형하면 complete bundle cohesion 발생

- 340℃ 조건: 성형시간이 5분 이상이면 complete bundle cohesion 발

생, 10분까지도 air-pocket(void) 존재.

7차 촬  결과를 보면 1번 시편에서 void가 최대로 발견되었고 2번 시

편에서는 fiber 주변에 void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 시편에서 

void가 가장 최소로 발견되었고 4, 5 및 6번 시편에서는 void의 양이 1번

과 2번에 비하여 적으나 성형 시간이 void에 주는 향을 보기가 어려웠

다. 1번과 2번 시편에서는 cohesion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 void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4, 5, 6번 시편에서는 온도의 향으로 cohesion이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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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일어나 기포가 미쳐 빠져나가지 못해 void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와 비교하면 NR 촬 을 통하여 광학현미

경으로는 볼 수 없었던 void의 분포 및 모양 등을 볼 수 있었다.

나.활용내역 및 이용실적(’97∼’99 기간 활용실적)

’97∼’99의 3년간 중성자래디오그라피 장치의 주요 이용분야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중성자 동화상처리 시스템 개발 및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상화 

- 래디오그라피 장치 및 중성자 빔의 특성파악 평가

  ; ASTM BPI&SI를 이용한 중성자 빔 특성 평가

-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학생 이론/실습 교육 

  ; 한국과학기술대, 서울대, 한양대, 조선대, 제주대

(시료분석)

- 성균관대 PPS 내 void 함량 조사

- (주)한화 현무용 화공품 내부검사

- 삼성항공 turbine blade 시료조사

- 국방과학연구소 의뢰 파열쐐기관, FCDC, 폭발볼트 등 화공품 내부 결함

- Zr(Ti) 내부 기공 유무조사

- 동화상 처리시스템 CCD 카메라테스트 

- 전문가 초정(Dr. En) Neutron Induced Auto-radiography실험

  ;합금내 붕소 원자의 정량분석 기술 습득, 핵물질내 fission        

      fragment 측정기술 연구

  붕소첨가 시료의 다양한 열처리 공정에 따른 스테인레스강내 붕소 

  원자의 분포조사연구

아래 표는 97년∼99년 3년 간의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를 이용한 

국․내외 산․학․연구기관들의 이용내역을 조사한 통계자료이다. 아래자

료는 이용기관별 활용내역을 건수로 표시하 다. 3년 간 장치를 이용한 

건수를 날짜로 환산하면 약 300일 이다. 이 기간동안 측정한 실제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의 이용이 산․학․

연구 계에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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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년(’97∼’99)간 이용현황 통계자료 

이 용 기 관 활   용   내   역 건 수 활용결과물/비고

1. 연구계
  ∙원자력연
  

  ∙국방과학
     연구소

  ∙전력연구원

 2. 산업계
  ∙포항제철

  ∙(주)한화

  ∙한국타이어
 
  ∙삼성항공
  

  ∙한솔제지

3. 학계 ;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대,
조선대, 제주대, 

KAIST,

삼군사관학교

       울산대

∙ASTM 측정 빔 평가
∙Cd ratio 측정

∙Zr(Ti) 합금 내부 기포 조사
∙중성자 선속 측정
∙무계장 캡슐 내부 비파괴 
검사 및 운반용 Du cast 

결함검사
∙Vessel구형간극측정

∙물회전 수온상승기내부검사
∙핵연료봉 용접부위검사
∙U-Zr 합금 ingot 주조검사, etc
 
∙파열쐐기관, 폭발볼트, etc.
  뇌관 시약분포 조사

∙저탄소강내 Fe2B 및 FeB의 

붕소분포조사

∙저탄소강내 붕소 분포 조사

∙FCDC(현무용꼭지관검사)내 
  Crack 조사
∙폭발볼트 내부 기공 조사

∙알루미늄 휠 결함검사

∙삼성항공 turbine blade 합금
  물질검사

∙신문용지/마분지의 이물질 및 

균일도 검사

∙PPS Void 함량조사

∙원자력관련학과 학생 실습

∙전자계산기액정누출검사

∙Transmission Housing 재질 

  비파괴 검사

18

계속

2

계속

12(계속)

1

4

2

3

15

1

3

∙학회발표: 3건
∙기술현황분석보고서 
:1건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실험에 의한 주요 
핵심부품내의 결함
  유무 분석 평가 지원

∙NR에 의한 기초물성 

평가 및 자료제공

∙대학교 
원자력관련학과 학생

  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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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외의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이용분야

아래는 www.anlw.anl.gov/nr/index.htm 사이트에 언급된 정보를 기초

로 각 국가별 중성자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한 특징적인 연구 및 이용분야

를 요약 정리하 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중성자래디오그라피 장치

들이 응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응용사례(각종 비방사성 시료의 비파괴

검사, 교육, 핵연료물질검사 등)는 내용에서 제외하 다.

- 오스트리아

  Tantalum내에 He 농도 측정, 콘크리트와 건축자재 내에 습도 검   

   사. 상업용 항공부품 및 다양한 응용부품 측정과 제조부품, 전자부

   품, 생물시료 등의 실험

- Belgium

   핵연료(플루토늄)의 품질 조정에 응용, Irradiated LWR 성분측정

- 중국

   콘크리트 속 물 침투에 관한 연구와 토양에서 성장하는 곡물뿌리의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연구, 핵연료 성분, 용접연결부위, 폭탄, 접

  착제(adhesive bonds) 연구.

- 체코

   비조사연료성분(unirradiated fuel elements) 평가, 복합건축물질

   내에 상대적 수소농도함량 평가

- 덴마크

   조사후 LWR 성분과 다양한 비핵시료물질 

- 프랑스

   조사후 LWR/LMR 성분 연구, 산업적 응용 및 비방사성 성분, 특히 

   항공 발사체 및 위성부품 제작 장치의 검사 및 평가

- 헝가리

   Static neutron과 X-선 래디오그라피: 금속합금 내에 Boron 분정작

   용(segregation) 및 수소분포에 관한 연구, 역학적 중성자와 X-선 

   래디오그라피; 2상 조직(two phase systems), 흡수와 압축형 냉동

   장치, stream line system, heat tubes, 등에 응용

- 인도

   조사후 FBTR 연료 pin과 전체 hot cell 시설의 구성물질의 검사.

- 이스라엘

   봉입형 스테인레스 스틸 용기 내에 압축된 질소가스 압력의 비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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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검사

- 일본

   치과구조물시료, 산업 및 생물학적 응용, MTR형 연료의 중성자 래

   디오그라피, two-phase flow, 일본항공개발국(NASDA)의 폭발장치의 

   검사, Mixed-oxide 연료 pellet검사, 속중성자 래디오그라피 테스

   트와 개발에 이용, 제조술, 세라믹, 혼합물질, 고대예술품, 수경성

   (水硬性)성분과 플라스틱부품의 실시간 중성자래디오그라피 검사

- 말레이시아

   박물관 예술품의 검사, 항공기 부품 검사, 식물뿌리 성장 연구, 탄

   약 검사 등.

- Peru

   Turbine blades 검사 

- 러시아

   WER, RBMK형 연료성분과 시료 검사. 

- 슬로베니아

   중성자-유도 auto-radiography, 고고학 유물검사, 생․의학 

   시료 검사.

- 국

   중성자 홀로그래피 실험운

- 미국

   대포, 폭탄 검사, 중성자 토머그라피, 정지 물체와 high-speed 

   events에 대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조사후 핵연료봉과 전체연료

   조립체의 중성자 래디오그라피와 토모그라피 연구, 콘크리트, 뿌리

   토향 조직내에 microcracking 연구, 실시간 유체유량 검사, 병기장

   치내 수소함유검사, 군 전투기 부품의 부식 검사, 물질특성과 그릇 

       분석(failure analysis)에 대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연구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외의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

치를 이용한 응용 분야는 다양하면서도 공통적인 이용분야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주로 현무용 화공품, 핵연료물질, turbine blade 검사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소의 하나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도 위에 언

급된 분야에 지금까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저변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로 본 절 뒤에 중성자 빔 이용신청서 양식을 첨부하 다.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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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작성하여 장치 담당자나, 관련 책임자에게 제

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쉽게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5. 향후 활용계획

가.Tomography 기술 분석 및 개발

(1)개 요

현재 래디오그라피 기술은 산업 및 의학분야에서 비파괴 분석 기술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토마그러피 기술은 래디오그라피 방법에 비해 측정 

대상물질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단면적의 분포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중성자 빔을 이용한 물질내부의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분

석을 위하여 중성자 토마그러피 기술개발이 계획되고 있다. 토마그러피 

기술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의학분야에서 환자의 진단용으로 개발되어 현

재는 산업응용에 실용화되고 있다.

대부분 방사선을 이용한 기존의 비파괴 분석방법은 분석 대상물질의 

내부 구조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효과는 무시하고 물질이 균일하게 분

포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져 왔기에 정확도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

이 있다. 특히 균일하게 핵물질이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는 시료내

의 핵물질에 의한 계측 공헌도보다 시료외부에 존재하고있는 핵물질, 즉 

계측기에 가까이 있는 핵물질의 계측 공헌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므로 

이 계측값을 이용하여 시료 내에 존재하는 전체 핵물질을 추정한다. 그러

나 균일하지 않은 핵물질 분포를 갖는 시료의 비파괴적인 분석에서는 이

러한 분석방법은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토모그라피 기술의 특징은 분석 대상 물질을 파괴하지 않고 비파괴적

으로 물질내부의 공간적인 물질 분포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토모그라피 기술은 시료내부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치별 분포를 

분석하는 유일한 기술로써 선진국에서는 이미 산업적 응용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대부분 분석 대상 물질내

부에 서로 다른 물질들이 비 균질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때로는 방사선 흡

수가 큰 물질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방사선원의 적당한 선택

이 매우 중요시되곤 한다. 특히 원자력분야에서는 분석시료 내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들의 위치와 양의 판별이 물질의 취급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

요시 되며 매질 내에 존재하는 핵물질들의 균질도 파악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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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는 물질내부의 핵과의 직접적인 반응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물질들은 중성자와 고유 반응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적인 감마선과 X선의 사용과는 구별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기술개발현황

- 알곤국립연구소

중성자와 물질내 핵자와의 직접 반응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 내부의 핵

물질 분포도 분석에 토마그러피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 원자로

의 중성자 빔 사용과 열중성자 측정을 위한 film 방법의 개선, 

projection의 재구성에 의한 이미지 처리, 중성자 선원개발, 데이터 처

리, 시스템 향상에 관하여 개발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post-test examination을 위하여 Argon-West 250kW 

TRIGA 원자로의 NRAD north beam tube를 사용하고 있다. 이 빔튜브의 L/D 

ratio는 185, 300, 7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시설내 시료의 빔 

projection을 위한 크기는 43x36cm2을 나타낸다. 이 시설내에서 핵연료 

집합체에 대한 중성자 토마그러피가 수행되었다. 시료의 회전에 따른 중

성자빔은 Cadmium filter를 거쳐 Indium screen에 epithermal 중성자가 

흡수된다 (115In(n, γ)116In). Esposure된 Indium screen을 photographic 

필름에 노출시키고 감광된 필름을 처리과정을 통해 인화한다. 인화된 필

름은 microdensitometer에서 scanning으로 위치별 중성자 속의 데이터를 

digitization한다. 이 digitized된 데이터는 수학적 과정을 거쳐서 단면

적의 정보를 나타내준다.

(3) 원리

방사선은 물질을 투과할 때 물질과의 반응으로 매질의 구성원소에 따

라 투과율이 다르게 나타나다. 일반적으로 감마선이나 X선은 원자번호가 

높은 원소일수록 매질내에서 감쇠가 많이 일어나며 물질의 고유특성인 μ

(감쇠계수)에 따라서 감쇠가 일어난다. 중성자는 원자번호가 낮은 원소와

의 반응에서 에너지의 감소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B, Cd, Gd, Dy

등의 물질이 존재할 경우 중성자를 많이 흡수하므로 다른 물질들과의 상

대적인 대조를 확연히 나타낼 수 있다. 

방사선원에서 중심 축으로부터 θ만큼 회전된 계측 값은 물질내부에서 

방사선이 통과한 지점의 parameter들의 합으로써 나타낸다. 분석 시료를 

2차 함수인 f(x, y)로 표현할 경우 방사선이 통과한 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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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cos θ + ysin θ = t                       (4.2.10)

여기서 t는 중심 축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다. 또한 line integral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θ(t)=
⌠
⌡( θ, t)

f(x,y)ds.                       (4.2.11)

수식 4.2.11를 수학적으로 취급할 경우 분석 대상물질 f(x, y)의 값들

을 유추할 수 있다. 

하나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시설에 설치된 실시간 이미지 처리 시스

템을 토모그라피 기술개발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토모그라피

를 위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Moving table : 시료의 회전에 사용

- Image acquisition and process : 카메라, frame grabber, IP s/w

- Image analysis

현재 적용대상은 하나로 핵연료 개발에 따른 핵연료 내 핵물질의 균질

성 파악을 계획하고 있다. 핵연료 개발에 따른 핵물질의 균질성 파악은 

핵연료 사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나로 

핵연료는 11.64wt%의 235U, 47.32wt%의 238U, 2.40wt%의 28Si, 38.60wt%

의 27Al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래디오 그라피 시설의 변경 및 최적

화, 중성자 계측 특성, 토모그라피 기술 개발의 타당성을 조사하고자 

MCNP 코드를 사용한 모사를 계획하고 있다. MCNP 모사에 따라 시료의 기

준들이 결정되고 투과된 선원으로부터 모사 시료에 대한 토모그라피 기술

을 적용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나. 필름법을 이용한 산․학․연구 계의 지속적 지원

한화(주) 화공품 의뢰 시료의 결함 측정과 평가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

이고, Potable 다축구동장치 제작, 설치, 및 성능평가, 원격제어장치 설

치, 중성자 계측 시스템 성능평가 및 개선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동

화상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를 이용한 이상 유동 연구의 측정 및 분석 

기술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 등 연구 현장 속에서 static NR의 활용

수요창출과 이상 유동 채널에서의 기포율 분포 측정을 수행할 예정이며, 

autoradiography의 합금 내 붕소 원자의 정량 분석 기본 기술 실험을 지

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산․학․연 계의 하나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의 이용

확대 및 활성화를 지향해 나갈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수한 화상의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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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래디오그라피 장치의 개발을 통한 기존의 2차원적인 상에서 보

다 발전된 3차원적 상구현을 통해서 측정 의뢰한 시료들의 결과자료를 

이용대상자로 하여금 보다 쉽게 받아 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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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중성자빔 이용 신청서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이용연구단 중성자빔이용연구과제

305-6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105호

전자우편 beamtime@neutron.kaeri.re.kr   전화(042)868-8443   팩스(042)868-8448 

Job Code

(쓰지마세요)

실험 

제목

exp. title

 한  

Korean

 문

English

 ■ 신규 실험 (new proposal) ■ 물리 □ 화학 □ 화공

 □ 연속 실험 (continuation) □ 재료 □ 금속 □ 생물

 □ 재신청   (resubmission) □ 광물 □ 기계 □ 기타

실험 책임자

principal 

proposer

이름(name) (한 ) (English)

연락처
(contact:)

전화(phone)
이동전화

(mobile phone)

전송(FAX)
전자우편
(e-mail)

소속
(affiliation)

주소
(address)

주민등록번호
(ID number)

우편번호
(zip code)

공동 연구자

또는

실험 참여자

coworker or

experiment 

participant

이름(name) 주민등록번호
(ID number)

소속
(affiliation)

e-mail phone

 Local contact(s) 

* 실험에 참여할 연구소 연구원을 결정하지 못한 연구진은 빈칸으로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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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required

NRF(Neutron Radiography Facility 이용자만 쓰시오)

신청 실험 기간

(     )시간

 희망실험기간:2000년□01/06-01/09  □01/13-01/16  □01/20-01/23  □01/25-01-28 

                    □01/31-02/03  □02/10-02/13  □02/17-02/20  □02/22-02/25

                    □03/02-03/05  □03/09-03/12  □03/16-03/19  □03/23-03/26

 실험할 수 없는 기간(non-acceptable period) :           (희망기간 근처중에서)

 시료 준비 : 즉시 가능 (   ),  요청 시간 2주전까지 가능 (      )

시료설명(sample description)
 ①시료 개수

 (No.of samples)

②시료명칭

(sample name)

③구성물질(composition material)

화학/분자식(substance/formula)

④시료크기(dimension, cm) 

 ※ 시료도면이 있으면 요청서에 첨부해주십시오.

    시료가 2종 이상일 경우는 복사해서 추가로 기입하셔도 됩니다.

 시료 안전성***(sample safety)

 □ 독성 (toxic) □ 부식성 (corrosive) □ 인화성(flammable)

 □ 폭발성 (explosive) □ 방사성 (radioactive) □ 흡습성(hygroscopic)  □ 기타  

          

  *** 실험 책임자는 시료의 반출/반입/제염 등에 최종 책임이 있습니다.

 실험 조건(measurement conditions or requirements)

 주요관심부분( parts of interesting): 
 시료 취급에서 주의할 점 (cautions):  

 시료 측정결과 자료 (resulted data type):  □ NR Film  □ Image File

 측정결과 요청시기 :                           까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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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중성자 소각산란 분광장치(SANS) 개발

소각산란 분광장치는 시료에 입사한 냉중성자(4∼20Å)의 소각도(0.0

5∼100) 산란을 측정해서 금속, 기공물질, 세라믹, 고분자, 생체 조직내 

10 ∼ 5000Å 정도 크기의 내부구조를 조사하는 장치이다. 특히 온도, 자

장, 압력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한 이들 구조 변화 또는 시간 의존성을 

조사함으로써 정적 또는 동적 물성 연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성자

의 높은 투과 성질을 이용하여 소각산란에 의한 비파괴 검사로 재료의 제

조공정 등에서 일어나는 구조의 미시적 변화를 조사할 수 있다. 중성자가 

자기모멘트를 가지므로 자성물질에서의 자기산란은 자기구조의 규칙도와 

역을 측정할 수 있으며, 자성계의 임계 성질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생체분자, 중합체(polymer) 등에서는 용매(solvent)에서 수소(H)와 

중수소(D)를 선택적으로 혼합하여 용액(solution)내의 산란 대비

(contrast)를 선택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거대분자들의 형태(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나로(HANARO)의 CN 수평관에는 그 선단에 CNS 수직공(내경 160mm ) 

장차 L-H2 냉중성자원을 설치하고, 3∼4개의 중성자 유도관을 이용해서 냉

중성자를 냉중성자 실험동에 유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 냉중성

자원을 설치 전까지는 중성자 단색화방법으로 중성자 속도 선별기

(neutron Velocity Selector)를, 속중성자 및 감마선 효과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액체질소 냉각 Be/Bi 필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단색화된 냉중

성자(E < 5.2meV)를 얻는 소각산란 중성자 분광장치(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SANS)를 제작/설치하여, 주로 micelle의 구조 연구, 합금

의 석출, 방사선 조사에 의한 void/cluster 생성 및 거동 등과 같은 금속

재료의 미시구조해석, 중합체의 구조해석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에

는 SANS장치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어 주요 부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특성

시험이 수행되고 있으며, 2000년 말경부터는 외부이용자도 이용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절에서는 현재까지의 SANS 장치 개발과 관련된 기 수행 내용과 향

후 수행될 관련 작업들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리하여, 후일 SANS 장치의 

개발, 유지 보수, 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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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N 수평공 중성자 특성 평가 [5-1,5-2,5-3]

가.CN 수평공(Cold Neutron Beam Tube) 주변 작업 

(1) CN Inpile Plug/콜리메타 제작 설치 

CN 수평관의 경우는 D2O 반사체내에서 노심 경계 500mm 되는 곳에 위

치한 CNS 수직관(내경:160mmφ)에서 Expansion Bellows 까지는 길이 630mm

인 Divergent 형의 관으로서 전후 단면적은 각각 70mm x 150mm, 150mm x 

150mm이다. Pool내의 Expansion Bellows에 이어서 콘크리트 차폐벽속에 

연장하여 387mmφ x 735mmL 및 700mmφ x 1170mmL의 두 원통관이 결합된 구

조로 되어 있다.  

이 CN 수평관의 제원은 후일 L-H2 냉중성자원과 함께 그림 5.1.1과 같

이 3∼4개의 분기된 냉중성자 유도관(Guide Tube)을 설치를 고려한 것이

다. 그러나 초기에는 Be 필터를 투과시켜 얻어진 냉중성자(E < 5.2meV)를 

이용한 소각산란실험을 수행하고자 그림 5.1.2와 같은 Inpile Plug를 이

미 제작, 설치하 다. 이 Inpile Plug의 전단부 빔 개구는 60mm x 116mm

이며, 후단부는 2개의 빔 개구 54mm x 106mm(길이: 567mm)와 400mmφ(길

이: 600mm)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원자로 벽면에서 약 5,000mm 되는 

시료위치에서 30mm x 30mm의 중성자 빔을 얻도록 제작된 것이다.다. 

그러나 SANS 장치의 최적 설계 구조는 그림 5.1.3에 주어진 원자로 홀 

공간과 CN 수평공 선단의 유효 빔 단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으며, 아래에 언급하는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조건에 따라 중성자원

의 모든 빔들이 검출기 중심 위치에 집속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성

자빔은 가능한 모두 차단하여 백그라운드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5.1.4는 원자로 건물의 벽면에서 약 1,000mm 떨어진 위

치(원자로 벽면에서 약12.5m)에 중성자 검출기가 위치할 때(장치의 총 거

리: 8.5m), CN 빔포트 선단의 설계 빔 단면적(70x150mm2)중 60 x 60mm2 빔 

모두가 위의 검출기 중심에 집속하는 경우에 CN 빔포트의 각 부분에서의 

유효 빔 단면적과 설계 단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2) CN 빔 Shutter 제작 설치 

ST 수평공과 다르게 CN 수평공 내부에는 Rotating/Collimator Shutter

가 없으므로 중성자빔의 효과적인 차단과 실험자/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원자로 벽면의 CN 수평공 보조차폐를 제거하고 이 자리에 빔 Shutt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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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Design values of thermal neutron flux at beam tube 

nose, for  various CNS materials

Material (CNS) H2O Air Ratio
Air/H2O

Al

Pocket length 　 20cm 20cm 30cm

ψcold (<5meV) 5.826× ´1011 1.259× ´1012 2.1617 2.8277 1.5524

ψth (<0.635eV) 5.603× ´1013 9.127× ´1013 1.6289 1.2985 1.3431

ψepi (<1MeV) 1.551× ´1012 9.050× ´1012 5.8347 3.0596 3.4716

ψf (<5meV) 2.137× ´1011 7.654× ´1011 3.5816 1.6937 3.6262

ψtotal 5.837× ´1013 1.023× ´1014 1.7533 1.3622 1.4103

ψgamma 2.741× ´1013 2.461× ´1013 0.8978 0.3899 0.3579

Material (CNS) Be Graphite Pb

Pocket length 20cm 30cm 20cm 30cm 20cm

ψcold (<5meV) 1.8352 1.8473 2.1070 2.0263 1.4350

ψth (<0.635eV) 1.4435 1.3579 1.5429 1.4244 1.3186

ψepi (<1MeV) 2.7880 2.2273 3.2144 3.8694 2.6605

ψf (<5meV) 1.3024 1.5365 1.5345 1.7910 1.7557

ψtotal 1.4828 1.3867 1.5931 1.4969 1.3572

ψgamma 0.3720 0.3512 0.3380 0.3550 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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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CN beam tube with cold neutron guide tube

그림 5.1.2  Inpile channel of CN beam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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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HANARO reactor floor.

그림 5.1.4 Designed and effective beam cross 

section of C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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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설치하 다. 이 빔 Shutter는 원자로 벽면과 착되는 앞면 차폐

체와 직경 68mm의 빔 개구를 갖는 빔 셔터부 및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으

며, 특히 빔 셔터부의 기본차폐는 100mm Pb + 고 도콘크리트( 도 > 

5.0g/cc) + 50mm Pb 로 이루어진 중성자/감마선 차폐체이다. 구동방식은  

ORIENTAL GEARED Motor (51K90GU-SMF2)에 의해 구동되는 on-off 방식이

며,  2개의 주 제한스위치(limit switch)에 의해서 빔의 개폐 위치를 지

정하며 2개의 보조 제한스위치을 달아 주 제한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모터 

구동을 제한하며 빔이 열리지 않도록 하 으며, 또한 수동으로 모터를 회

전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빔 Shutter의 제원 및 사양은 그림 5.1.5에 

주어졌다. 아울러 원자로 20MW에서의 빔 shutter 주변의 취약한 차폐부분

에는 차폐체를 보강하여 주변의 방사선  레벨을 1.0mrem/hr가 되도록 하

다. 

(3) 중성자 필터 및 NVS 차폐체 제작 설치 

CN 빔 shutter 후단부에는 SANS 단색화 장치의 부품들을 감싸고 있는 

중 콘크리트( 도 5.0g/cc이상)로 제작된 그림 5.1.6과 같은 차폐체가 설

치되었으며, 그 내부에는 액체질소 냉각 중성자/감마선 필터, 

NVS(neutron Velocity Selector)와 중성자 굴곡기(neutron V-bender)가 

설치되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전단부 차폐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CN 빔 셔터에 착되도록 하여 방사선 누출을 최소화하 으며, 액체 질소

로 냉각하는 [Bi+Be] 필터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기 위해서 상부 차폐체만 

제거하면 바로 장전/인출 할 수 있도록 하 다. 바로 뒤에는 내부 공간이 

60cmW x 60cmL x 77cmH이고 두께가 5cm인 철로된 박스 안에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박스의 전.후단부의 빔 개구 주변 틈

새에서의 방사선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앞단 또는 후단 부 차폐체

에 끼울 수 있는 계단식 원통형 플러그를 전 후단의 빔개구에 제작 설치

하 다. 따라서 NVS 장치 및 필터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박스를 제거 할 

때는 항상 이 플러그들을 제거해야 한다. 후단부 차폐체의 빔 중심부에는 

40cmW x 38.5cmH x 100cmL의 공간에는 중성자 굴곡기를 설치하고 차폐를 

보강할 수 있게 하 다. 이러한 차폐체의 구조는 측면차폐체에 만들어 놓

은 문을 이용하거나 또는 상부 차폐체를 들어내어 내부에 설치된 중성자 

필터, 중성자 속도선별기 및 중성자 굴곡기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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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CN beam Shutter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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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CN beam 차폐체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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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N 수평공 중성자 특성 실험 

(1) CNS 수직공내 중성자 반사체 설계 

CN 수평공 선단(60mmW x 150mmH)은 CNS 수직공(내경:160mm, 1,200mmL)

의 노심 중심에서 100mm 하단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CNS 수직공에는 H2O 

냉각수가 채워져 있다. 이러한 H2O에 의한 열 중성자속의 감쇠를 보상하

기 위하여 CNS의 CN 수평공 연결 중심의 상하에 다양한 길이의 Be, Al, 

Graphite, D2O 반사체 또는 CN 중심에서 상하 10cm 에 Air pocket을 설치

하고 그 상하에 20cm-Al을 각각 채웠을 때의 CN 수평공 선단에서의 중성

자속 및 감마선속의 이득을 MCNP 코드로 평가하 다. 특히 냉중성자(< 

5meV)속의 변화량을 보기 위해 중성자 에너지를 3개 군으로 나누고 감마

는 1개의 군으로 나누었으며, 원자로 출력을 30MW로 가정하 으며, 지발 

감마선의 효과는 무시하 다. 표 5.1.1에는 CNS 반사체에 H2O가 채워질 

때 중성자 및 감마선속에 대한 여러 가지 두께의 여러 반사체가 설치될 

때의 CN 수평공 선단의 중심에서의 상대적인 중성자속 및 감마선속을 나

타내었다. 이 계산에 따르면 Air pocket을 설치하는 경우에 냉중성자는 2

배, 감마선은 0.89배로 선질이 향상되었으나, 속중성자는 3.5배, 열외중

성자는 5.8배 증가함으로써 graphite의 반사체를 설치한 것보다 좋은 방

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

다. 

(2) CN 수평공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하나로 SANS 장치는 냉중성자원을 설치하지 않고 원자로 열평형상태의 

맥스웰 분포의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4.0Å이상의 냉중성자를 이용하므로 

SANS 장치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CN 수평공의 냉중성자 

빔 에너지 분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chopper와 PG 

단색화 결정 반사법에 의해서 CN 수평공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그러나 chopper의 경우에는 설치 방법의 장치 기하학적 특성 때문에 

중성자 검출기를 원자로에서 수평공에서 나오는 직선 빔 위치에 놓아야 

함으로, 정상출력의 원자로 상태에서는 과다한 감마선 및 속중성자의 

향 때문에 스펙트럼을 정 하게 측정하지 못하 다. 따라서 저 원자로 출

력, 즉 10KW, 100kW, 800kW에서의 스펙트럼을 측정하 으며,열출력애 따

른 스펙트럼, 반사체의 최빈 파장 등의 결과는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KAERI/TR-1290/99)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법 개발”의 제5장에 자세히 기

록되어 있다. 아울러 고 원자로 출력(20MW)에서는 한시적 시험용 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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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인 US-1 Goniometer에 PG(002) 단색화 결정을 설치하여 반사법으로 측

정하 다. 단색화 결정은 크기가 50mm x 50mm이고 mosaic 분포가 0.4도인 

HOPG(002)를 사용하 으며, 원자로에서 나오는 빔은 가능한 최소화하여, 

즉 PG에 입사하는 입사빕의 분산이 약 5" 정도 되게 슬릿을 설치하여, 검

출기가 직선빔으로부터 2θ가 약 8도를 벗어나면 직선빔의 향이 없도록 

하 다. 그림 5.1.7에 PG반사법으로 측정된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5.1.7(a)는 PG(002)반사의 고차 반사와 고차반사에 따른 중성자 반사율을 

고려하여 최소자승법으로 fitting한 것이며, 그림 5.1.7(b)는 단순히 1차 

반사만을 고려하여 해석한 것이다. Chopper 및 단색화 결정 반사법으로 

측정된 CN 수평공의 선단의 최빈 파장은 원자로 출력에 따라서 또는 반사

체 온도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1.73Å ∼ 1.8Å 사이

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원자로 중수 반사체의 온도 T = 35
0
C에 해당하

는 최빈 파장(1.76Å)은 이 측정 역 내에 들어 있어, SANS 장치에서의 

중성자속을 평가할 때는 원자로 반사체의 온도를 T=35
0C라 가정하여 맥스

웰분포를 계산하 다. 

그림 5.1.7. PG(002) 반사법에 의한 하나로 중성자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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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 박막법에 의한 중성자 절대속 측정 

SANS 장치의 시료위치에서의 파장에 따른 중성자 강도 평가 및 성능

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CN 수평공 선단에서의 중성자 스펙트럼외에 절대속

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SANS 장치의 주요부품들이 설치될 다양한 

위치에서 Au 박막 또는 wire을 이용하여 절대속을 측정하 다. 그림 

5.1.8 CN 수평공에 설치된 주요 빔 개구 및 부품들의 위치를 나나낸 것이

며, 절대속은 NVS 박스의 입구 위치(X4)와 중성자 필터/NVS차폐체 바로 

외부(X5)에서 측정하 다. 아울러 SANS 장치의 감마선 및 중성자 [Bi 단

결정-18cm + Be 다결정-25cm]를 설치하 을 때, 즉, 3.96Å이상인 냉중성

자들만의 절대속을 측정하 으며, 또한 이를 액체질소로 냉각하 을 때의 

냉중성자속 이득을 측정하 다. 표 5.1.2에는 이와 같이 측정된 다양한 

조건에서의 절대속과 이로부터 평가된 CN 수평공 선단에서의 중성자속을 

노물리 계산결과를 비교하 다. 감마선 및 중성자 필터[Bi-18cm + 

Be-25cm]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에서 언급하는 필터의 특성 평가를 근거

로 필터의 투과율은 0.3로 추정하 고, 공기에 의한 중성자 흡수는 무시

하 다. 또한 SANS 장치에서 액체질소 냉각 필터[Bi-18cm + Be-20cm]와 

상온에서 Bi-12cm 단결정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한 길이가 4m인 빔 콜리

메타 입구(그림 5.1.8에서 X5의 위치)에 직경이 24mm(=D1)인 핀 홀을, 출

구에는 직경 8mm(=D2)인 핀 홀을 설치하 을 때 시료위치에서의 Au-wire

를 이용하여 측정된 냉중성자 절대속은 1.0 x 105 neutrons/cm2.sec 이었

다. 이는 전에 측정된 중성자 속으로부터 예상된 결과이다. 표 5.1.3에는 

Au-박막/wire의 특성과 냉중성자속 계산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었다. Be 

필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3.96Å의 중성자들만 투과함으로 절대속 평가시

에 에너지가 5.2meV인 Au의 단면적을 사용하 다. 그림 5.1.9는 이와 같

은 측정 결과를 이용해서 얻어진 CN 수평공 선단에서의 절대속 분포를 나

타낸 것이며, 후일 CNS 수직공에 액체 수소 냉각 반사체를 설치했을 때의 

중성자속 변화를 함께 나타내었다. 냉중성자 역에서도 열중성자 역에

서와 같은 중성자속을 얻기 위해서는 반듯이 냉중성자원의 설치가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성자빔 이용연구분야에서 측정된 하나로 수평 

실험공에서 절대속을 측정한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 당시의 원자로 

출력을 고려하여 계산된 중성자 절대속을 표 5.1.4에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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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a m  t u b e  n o s e  ( 7 ( W ) × 1 5 ( H ) )

R e a c t o r  W a l l

1 4 3 . 5

M V S  B o x
P G  C r y s t a l

7 5 . 5 5 5 + 6 0 2 5 5 . 5 4 9 . 21 7 7 . 0

X 0 X 3 X 4 X 5 X 6

D i m e n s i o n  :  c m

C N S

X 1  :  a p e r t u r e ( 6 ( W ) × 1 1 . 4 ( H ) )

X 2  :  a p e r t u r e ( 4 . 8 ( W ) × 5 . 6 ( H ) )

X 3  :  a p e r t u r e ( 5 . 2 ( W ) × 5 . 2 ( H ) )

X 2X 1

Experimental position Design(30MW)
Flux (n/cm2/sec)  Remark

Beam tube nose (6(W)x14(H)cm)
5.6 x E13

5.8 x E11

 Thermal

 Cold

X4 in Fig. (589.5cm from nose) 8.3 x E08 Eff. Nose 7.0 x 8.9
X5 in Fig. (766.5cm from nose) 4.1 x E08 Eff. Nose 6.7 x 7.8

그림 5.1.8. CN 수평공 주요 부분의 위치 및 빔 개구 

표 5.1.2 CN 수평공 주요 위치에서의 중성자 절대속측정 

Experimental

position

X4 (20MW) X5(20MW) Beam Tube Nose(20MW)
Remark

Capture Flux1

(n/cm2/sec)
Rcd

Capture Flux

(n/cm2/sec) Rcd
Capture Flux

(n/cm2/sec) Flux

Without Filter 4.6 x E08  37.8      -   3.2 x E13 3.71 x E13 Without Filter

 With Filter(300K) 

[Bi-20cm+Be-25c

m]

1.55 x E06  175
1.64 x E05

(Not B.C.)
1.05 x E11 1.20 x E11

Filter T ∼ 0.3

Air Absorption  

 

With Filter(80K) 

[Bi-20cm+Be-25c

m]

3.4 x E06 - 2.3 x E11 2.60 x E11
Gain ∼ 2.0

Air Absorption

  주) Capture Flux Φc =∫(dф(λ)/dλ(λ/λ0) dλis measured with the activation of a gold f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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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CN 수평공 Neutron-Flux 분포 계산을 위한 공식

● Initial Activity   
A0 =  

1
ε
1
f sh

Net count
m t count

 e
λ t cool

    (1)

● Beam 분포   
R (x,y) = 

A0(x,y)

A0(0,0)   (2)

● Cadnium Ratio   
RCd = 

A total(= th.+epi.)

Aepi. (3)

● Thermal neutron Activity. Ath. =Ath.+epi. - Aepi. (4)

From (3)  RCd = 
Ath.+Aepi.
Aepi.

=
Ath./Atotal+1/RCd

1/RCd

Ath.
Atotal

 = 1 - 
1
RCd (5)

● Thermal-neutron Flux.  
φ =  

1
Y

A0
σ a N0

1

1-e
-λt irr (6)

A0  : γ-ray(E=0.411MeV) initial activity to 4π radial direction of 198Au in unit 

( = number/cm2/mg/sec ).

 Ath.  : Initial activity by thermal neutron,

Aepi. : Initial activity by epithermal neutron.

Atotal : Initial activity by both thermal and epithermal neutron, ( = Ath + Aepi. ) 

A(0,0) :  Activity at the bam center. 

A(x,y) :  Activity at the position (x,y). 

ε : Ge detector의 counting efficiency.

(계측거리 10 cm에서 3.8×10-3 , 20 cm 에서 1.2047×10-3 )

f sh : Gold의 geometry에 따른 Self-shielding factor 
(Gold wire: 0.9438, Gold disk: 0.9934) 

Y: Irradiation 된 198Au 가 198Hg 로 decay(β-) 할때 0.411MeV의 에너지를 갖는 γ-ray의 방출 

확율(= 0.9556).

m: Gold wire 혹은 gold disk의 mass.

N0 : Gold 1 mg 의 atom 수(= 3.057×1018 number/mg).

σa: 197Au(n,γ)198Au reaction의 absorption cross section (= 87.87×10-24 cm2 ) at 1.8Å 

λ: 198Au → 198Hg의 decay constant(= 2.976×10-6 /sec).

t irr : 시료의 Irradiation time(= 14840 sec.)

t cool : Cooling time(irradiation 후부터 counting 시작까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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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Summary of neutron flux measurement for beam tube in HANARO

Beam Tube ST1 ST2 NR CN*

Nose size 8x14cm 8x14cm dia. 15cm 7x15cm

Length from nose 

to Rx wall
365cm 354cm 360cm 334cm

Calculated φth at 

the nose (n/cm
-2
-s)

1.35x1014

(20MW)

8.45x1013

(15MW)

3.21x1013

(22MW)

4.59x1013

(22MW)

Measurement Data

Measurement Date 1999.7.10 1997.4 1996.2.16 1997.8.28

Reactor power 20 MW 15 MW 22 MW 22 MW

Detector position
40cm from 
beam 
shutter exit

a. SDM
(105cm from 

Rx wall)

b. PDM
(252cm from 

Rx wall)

a. 1st Exp. Rm.
(307 cm from Rx 

wall)
b. Sample position in 

2nd Rm.
(494 cm from Rx 

wall)

255.5cm from the 

Rx wall
(589.5cm from 
Nose)

Detector material Au wire Au foil Au foil Au foil

Measured φth at 
detector 

position(n/cm-2-s)
7.79x109

a. 4.42x109

b. 2.18x109
a. 9.61x106

b. 4.31x106
5.33x108

Calculated φth at 

detector position 7.33x10
9 a. 3.57x10

9

b. 2.05x10
9

a. 9.02x10
6

b. 4.44x10
6 6.55x10

8

Cd ratio ~15 a. 16.4
b. 15.4

39.5~79.4 37.8

Meas./Cal. 1.063
a. 1.238
b. 1.063

a. 1.065
b. 0.971 0.814

그림 5.1.9 CN 수평공 선단에서의 평가된 중성자 절대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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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각산란중성자 분광장치(SANS)의 기본 개념[5-4,5-5,5-6,5-7]

가. SANS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구조 평가

SANS 장치 설계의 중요한 인자는 허용되는 원자로 공간과 빔포트의 유

효 빔단면적에서 얻을 수 있는 기하학적 분해능과 검출기 계수율을 절충

하여 장치의 최적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다. SANS 장치의 최적구조는 시료

에서 산란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그 기하학적 최적구조가 달라지며, 

대부분 SANS 실험에서의 산란은 단지 산란각과 방위각(azimuthal angle)

에 의존함으로 시료 전후의 비행경로가 같다(L1 = L2).  그러나 일정한 

분해능을 유지하는 임의의 측정 역에서는 장치의 총 비행경로(L0 = L1 

+ L2)는 제한하지 않고, 단지 빔포트의 유효 빔을 가능한 최대한 사용함

으로써 검출기의 계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장치의 최적

구조는 L1 ≠ L2 의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하나로 CN 수평관 주변의 제

한된 원자로 홀 공간(약 13.5m)에서 얻을 수 있는 기하학적 분해능과 임

의의 실험 분해능에서의 기하학적 최적구조를 계산하여 하나로 SANS 장치

의 최적구조를 정하 다.  

임의의 파장 λ 가 시료에 입사하여 소각 산란되는 경우 산란벡터의 크

기 Q와 산란각 θ 사이의 관계식은 

Q = (4π/λ) sin(θ/2)  ∼ 2π θ/λ (5.2.1)

로 근사할 수 있으며, 산란벡터의 편차(variance)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δQ) 2 = (
2π
λ
) 2 [ (δθ) 2 + θ2(

δλ
λ
) 2]　

(5.2.2)

즉, 산란벡터의 분해능은 입사 빔, 시료 및 검출기의 기하학적 성분(δ

θ)과, 단색 입사중성자의 파장폭 δλ/λ에 기인한다. 따라서 입자의 크기

가 수1000Å(θ → 0 인) 정도 되는 미시구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하학

적 분해능의 향상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며 중성자 강도를 증가하기 위해 

파장 반치폭을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시료 입사 및 산란 중성자들의 산란각이 매우 작아 중성자빔 단면들의 빔 

경로차에 의한 기하학적인 파장 분포 기여가 무시되므로 편차는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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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인 성분만 고려하고, 파장분포 기여는 중성자속도 선별기

(Neutron velocity selector) 또는 Multilayers의 파장 분해능을 단순히 

기하학적 분해능에 구적(quadrature)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로 CN 수평실험관 선단부(70mm x 150mm)에서 열평형상태의 중성자 

분포가 등방적이고 Maxwell 분포라고 가정하면, 원통좌표계에서 시료입사 

중성자속(Is), 검출기 계수율(CD) 및 분해능은 각각 다음과 같이 쓸 수 있

다.

                                 

I s(nv) =
φ0
4π
2(
λ0
λ
)
4 e

-(
λ0
λ
)
2

λ
 π (

R1
L1
)

2

 
Δλ
λ
 ε

CD(Q) = C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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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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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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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2D

L22
]

1
L'
=
1
L1
+
1
L2

          (5.2.3)

         Δλ/λ : Multilayers 또는 속도선별기 투과 파장 반치폭 

          ∈  : 필터, 속도선별기 등 모든 빔 경로 투과 효율

여기서 λ0 = h/(2mkBT)
1/2 = [950.6/T(K)]1/2(Å)이며, T는 반사체의 열

평형상태 온도(T = 350C), φ0는 CN 빔 튜브 선단(nose)에서 교란된 열중성

자 속으로 원자로 출력 22MW에서 4.59 x 1013neutrons/cm2.sec이다. 또한 

R1, R2 및 ΔD는 각각 시료전 비행경로 입구의 유효 빔 단면적(이하 

“source 빔 단면적”이라 칭함)의 반경, 시료 유효 빔단면적의 반경 및 검

출기 분해능, L1, L2 는 각각 시료 전 비행경로의 길이(source 위치에서 

시료위치까지의 거리) 및 시료후 비행경로의 길이(시료위치에서 검출기까

지의 거리)이다. C는 SANS 장치의 기하학적 분해능을 결정하는데 무관한 

상수로, 

    
C =

φ0
4π
2π2(

λ0
λ
) 4
e
-(
λ0
λ
)
2

λ
 
Δλ
λ
 ε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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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쓸 수 있으며, 시료에 의한 중성자의 감쇠효과를 고려하면 C는 다

음과 같이 수정되어진다.

C'‘ = C t Ns (∂σ/∂Ω)s e
-μt  ηD

(5.2.5)

         ηD   : 검출기 효율,            t  : 시료 두께   

         μ    : 시료의 선형 흡수계수   

         Ns   : 시료내 단위부피당 산란핵수

       (∂σ/∂Ω)s : 시료의 미분산란 단면적

또한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산란벡터의 최소값은 입사 및 산란 빔의 

최대 발산각의 합에 시료위치에서 검출기 요소의 길이에 해당하는 각을 

추가로 더해 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Q min = kθ min = k[
R 1+R 2
L 1

+
R 2+ΔD
L 2

]
(5.2.6)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는 산란벡터의 최소값은 검출기 앞의 빔 stopper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식(5.2.6) 보다 항상 큰 값을 가져야 한다.   

일정한 분해능에서 검출기 계수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단지 R1, R2, 및 

ΔD를 구속하여 Lagrangian multipliers 방법으로 계산하면 

R 1
L 1
 = R 2 (

1
L 1
+
1
L 2
) = c 0

ΔD
L 2 (5.2.7) 

의 관계식을 얻으며, 여기서 c0 는 산란벡터 Q의 크기에 의존하는 실

험에서는 (2/3)1/2, 산란벡터 Q에 의존하는 실험에서는 (1/3)1/2로 주어진

다.  

이 관계식을 식(5.2.3)에 적용하면 파장에 무관한 기하학적 분해능과 

검출기 계수율은 

(σ∣Q∣)
2
k
=Δθ0= [2+

1

3c
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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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 [2+

1

3c
2
0

]R2[
L1+L2
L1L2

]

= [
1
3
+2c20] [

ΔD
L2
]   

                                                            (5.2.8)  

 

CD(Q ) = C
(R 1R 2)

2

(L 1L 2)
2 Δ

2
D ∼ (Δθ0)

6[
L 1L 2
L 1+L 2

] 2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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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일정한 분해능(Δθ0 = 상수)에서는 검출기 계수율은 단지 L1 

및 L2의 함수로 주어지므로 장치의 총길이( L0 = L1 + L2),  CN 빔 포트

의 유효단면적 크기(R1), 검출기 제원(반경:Rdet, 분해능:ΔD) 등과 관련

되며, 임의의 분해능에서 장치의 최적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을 고려

해야 한다. 즉 관계식 (5.2.7)에 추가하여 장치의 총 거리도 구속조건으

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치의 최적구조는 대칭구조(L1 = L2)를 가지나, 

원자로 홀 공간이 충분하여 요구되는 장치 분해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면 source 유효빔 단면적을 가능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검출기 계수

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장치 최적구조는 비대칭구조(L1 ≠ L2)를 가

진다(KAERI/RR-1533/94 및 KAERI/RR-  /96 보고서 참조).

따라서 하나로 SANS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설계는 제한된 원자로 공간

내에 설치할 SANS 장치의 구성요소, 즉 빔 shutter, 단색화장치, 중성자 

집속기, 중성자 검출기, 빔차폐 등의 제원을 고려하여 중성자 총 비행경

로 길이, 장치 분해능, 시료 입사 빔‧강도 및 집속기의 빔‧단면적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여 최적 구조를 설정하 다.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속 및 산란벡터의 최소값은 기하학적 최적조건

인 식(5.2.7)을 (5.2.3)과 (5.2.6)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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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0)  
 

이다. 일정한 파장과 검출기의 분해능에서 요구되는 중성자 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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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능은 설계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 으

며,

I s(n‧cm
-2 sec -1)= I 0 (λ)π

2
3

Δ2D

L
2
2

 
Δλ
λ
 ε ≥104

Q min = 
2π
λ
2.633

ΔD
L 2
 ≤ 0.005A

-1

이로부터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즉,  SANS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구조는 분해능의 관점에서 보면 대칭구조를, 중성자 계수율 

관점에서는 비대칭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기하학적 구조

에 대한 선택은 원자로 바닥 공간 및 부수장치 설비 등을 고려한 장치의 

총 거리가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주로 실험하고자 하는 Q 역과 

도달할 수 있는 Qmin의 값을 절충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따

라서 하나로 SANS 장치는 위에서 언급한 설계 목표에 따라 총 길이(L1 + 

L2)가 8.5m인 대칭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나. 분해능 및 중성자속  평가   

실제  SANS 실험에서는 실험 목적에 따라서 장치의 기하학적인 최적구

조에 적절히 조합하여 실험 Q- 역과 시료입사 중성자속을 결정해야 한

다. 따라서 위에서 결정된 하나로 SANS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 조건에서 

빔 콜리메타의 슬릿 시스템(D1, D2, L1, L2)의 변화에 따른 장치의 분해

능, 시료 입사 중성자속 및 얻을 수 있는 최소 Qmin값을 평가하 다. I0

(λ)값 계산에서는 하나로 출력 22MW에서 CNS 수직공에 H2O가 채워진 경우

의 노물리 계산 결과에서 얻어진 φ0 = 4.59 x 1013(n cm-2 sec-1)을 이용

하 으며, 중수반사체의 최빈 파장을 λT = 1.7568Å(T=3050K)로 하 다. 

또한 중성자 강도 평가 에서는 중성자 단색화 장치로는 독일 Dornier사의 

중성자속도 선별기(Δλ/λ = 0.1, 투과율 80%, λ = 4.5∼20Å)를, 중성자 

감마선 필터로 투과율이 50%인 액체질소 냉각 [Bi-20cm + Be25cm]를 고려

하 다. 표 5.2.1에는 기하학적 대칭구조(L1 = L2 = 4.25m)를 갖는 하나

로 SANS 장치가 여러 실험 기하학적 배치에 대해서 분해능, 각 배치에서 

얻을 수 있는 실험 Q 역, 시료위치에서의 중성자속 및 current 등을 정

리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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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The Q range(with the beam centered on the detector), 

resolution, and neutron flux  and current at the sample for the 

several configurations of HANARO SANS instrument with area detector 

of resolution  ΔD = 5mm.

 D1

(mm)

 D2

(mm) 

  L1 

  (m)

  L2

  (m)

 λ range

    (A)

 Q range
a)

   (A
-1
)

  σQ at

minimum

 Q(A
-1
)

 Neutron flux

  (n/cm
2
sec)

 32   16  4.25  2.0  4.5∼7.5  0.011 - 0.21   0.0033 1.1∼6.3x105

 32  16  4.25  4.25  4.5∼7.0  0.0078- 0.10   0.0025 1.1∼63.0x105

 24  12  4.25  4.25  4.5∼7.0  0.0060- 0.10   0.0019 6.6∼35.0x104

 16   8  4.25  4.25  4.5∼7.0  0.0044- 0.10   0.0015 2.9∼15 x104

  a) Estimated at detector resolution ΔD = 5mm   

다. SANS 실험에서의 중성자 산란강도 및 최적실험 선택  

 중성자를 중성자 속도 선별기에 의해 단색화된 중성자를 시료에 입사

시켰을 때, 시료에 의해 산란된 중성자들이 검출기에 검출될 강도 I(Q)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Q) = φ(n/cm
2.sec) As ds 

dΣ
dΩ
(Q)Ts ε d dΩ t 

φ =
φ0
4π
2(
λ0
λ
) 4e

-(
λ0
λ
)
2

 
Δλ
λ
 TNVS TBeBi π(

R 1
L 1
) 2    (5.2.11)

여기서

    φ  : flux on the sample 

 As  : sample area

 ds : sample thickness

 Ts : measured sample transmission 

ΔΩ  : solid angle substended by one pixel of detector 

                 (= 2 π R Δd /L2 2)

   ε : detector efficiency

  t  : effective counting time 

이다. 또한 2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Ordela 2660N)의 물리적 사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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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 ε = 80% at 5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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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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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1 -

되면, 검출기의 불감 시간(dead time)에 의한 오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 계수율의 초과시에는 attenuator를 이용하거나 또는 실험목적

에 따라 장치의 배치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의 

세기를 조절하여야 한다. 즉, 실험하고자 하는 시료가 선정되면 관찰하고

자 입자의 크기 등에 따른 Q 역, 중성자 강도 등을 계산하여 적절히 장

치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방성 산란강도를 갖는 미국표준연구소(NIST)의 표준 시료

에 대한 계수율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계산에서는 

파장 5Å일 때 시료 위치에서 중성자속 φ = 1.0 x 10
5
(nv), 시료와 검출

기 간 거리 L2=4,250mm 및 빔 슬릿 시스템 D1 = 16mm/D2 = 8mm, 검출기의 

분해능 : 5mm x 5mm 및 Active area : 64cm x 64cm 로 하 다. 

    등방성 산란을 갖는 시료의 산란 함수는   

        P(Q) = 
dΣ
dΩ
(0) [

3(sinQR-QRcosQR

(QR)
3 ]

2

로 주어지며, 다음의 표준시료에 대한 산란함수를 그림 5.2.1에 보

다. 

I. Partially deuterated polyisoprene XD 0.5, MW = 70K, ds = 1.0mm

  
dΣ
dΩ
(0) = 64 cm-1, Rg = 76Å, 측정 Q-range  : 0.01 ∼ 0.3(Å-1)  

II. Partially deuterated polystyrene XD 0.5, MW = 200K, ds = 1.53mm

  
dΣ
dΩ
(0) = 220 cm-1, Rg = 110Å, 측정 Q-range : 0.005 ∼ 0.3(Å-1)  

검출기에 의해 검출되는 등방성 산란 강도/sec 는    

    
I(Q) = 1.0x10

5
(n/v)π(0.4cm)

2
0.1cm 0.8 0.6

dΣ
dΩ
(Q)

2πRdR
4,250mm

로 주어지며, 여기서 R은 검출기의 빔 중심에서 반경방향의 거리를 나

타내며, dR = (3/2)-1/2ΔD이다. 또한 시료의 투과율은 시료에 의한 

multiple 산란이 존재하지 않는 60%로 가정하 다. 따라서 검출기에 의한 

총 계수율은 검출기의 전 면적에 대해서 적분해야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준시료 I : 213 neutrons/sec    

   - 표준시료 II : 354 neutrons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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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NIST 표준시료의 산란강도함수 

0 .0 0 0 .0 2 0 .0 4 0 .0 6 0 .0 8 0 .1 0 0 .1 2 0 .1 4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N IS T  S ta n d a rd  S a m p le

  # 1 ,  P a rtia lly  d e u te ra te d  p o ly s ty re n e ,    R a d iu s  o f  g y ra tio n  = 6 4 A , I (0 )  =  7 6  c m -1

  # 2 ,  P a rtia lly  d e u te ra te d  p o ly s ty re n e ,    R a d iu s  o f  g y ra tio n  = 1 1 0 A , I (0 )  =  2 2 0  c m -1

co
un

ts

Q (1 /A )

그러나 각 실험의 통계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권

고되는 한 시료 측정당 검출기의 총 계수율을 2 x 104 ∼ 1 x 107 

neutrons 내에서 측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낮은 값의 한계는 산란강도

가 검출기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어 데이터 해석시 약 수%의 오차를 나타

내며, 높은 값의 한계는 산란강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검출기의 전 

역에 걸쳐 해석해야 되는 경우라 한다. 또한 산란 강도가 등방적으로 분

포되어 있다면, noise level이 1%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통 1 x 

10
6 neutrons 되도록 측정하라고 시험자에게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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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시료 I 은 1 x 10
6
 / 213　∼ 4,700 sec(약 78분)의 측정시간이 요구되

며,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Q 역에서 SANS 장치의 기하학적 구조, 즉 

빔 aperture 크기, 거리 등을 변화시켜 시료 입사 중성자속을 10 배 증가

시키면 측정시간을 약 470 sec(약 8분 소요)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표준시료 II의 경우에도  1 x 10
6
 / 354　∼ 2,800 sec(약 47분) 측정 시

간이 소요되나, 중성자 속을 5배 증가시키면 약 560 sec(약 9.3분 소요)

로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료 입사 중성자 속은 무한정 증가시킬 수 없고,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불균일성의 크기에 따라 측정 Q- 역이 정해지고, 장치의 기

하학적 구조도 정해져 시료입사 중성자속도 정해진다. 따라서 보다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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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실험을 위해서는 시료 환경수, 시료수, 계수통계오차 범위를 할당된 

빔 실험 시간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중성자 및 감마선 필터 특성 평가[5-8] 

SANS 실험에서는 원자로에서 직선으로 나오는 백색중성자(white 

neutron) 중에서 단지 냉중성자만을 단색화시켜 시료에 입사시킨다. 따라

서 직선 중성자 빔에는 상당량의 속중성자와 감마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마선 및 중성자 필터 사용하거나 또는 중성자 굴곡기(V-bender)를 사용

하여 원자로 직선빔으로부터 시료 위치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속중성자 및 감마선의 향을 최소화 해야한다. 특히 하나로 

SANS 장치와 같이 냉중성자원과 중성자 유도관을 설치하지 않고 원자로에

서 나오는 직선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자로 고유 특성에 맞는 감마선 

및 중성자 필터를 선정하고, 배경산란(background)를 고려한 적정 길이를 

결정해야 한다. 

냉중성자( < 5meV)를 얻기 위한 중성자 필터는 Be, BeO등의 다결정을, 

감마선 필터로는 Bi, Si, Quartz 등의 단결정을 사용하며, 투과율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 액체질소로 냉각한다. Be 결정의 Bragg cut-off 파장은 

3.96Å이며, BeO 결정의 Bragg cut-off 각은 4.7Å이다. Bi 결정의 Bragg 

cut-off 파장은 7.9Å이므로 다결정을 사용할 때는 λ ≥ 7.9Å에서, 단결

정을 사용할 때는 λ ≥ 3Å 역에서 높은 중성자 투고율을 얻을 수 있으

므로 냉중성자(λ ≥ 4Å)를 얻기 위해서는 감마선 필터로 Bi 단결정을 사

용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로 SANS 장치의 중성자 및 감마선 필터로는 액

체질소로 냉각하는 [20cm Bi(단결정) + 25cm Be(다결정)] 필터를 사용한

다. 그림 5.3.1a는 이 액체 질소 냉각필터의, 그림 5.3.1b는 액체 질소통

의 제작도면을 보인 것으로 이 냉각 필터관 크기는 내경이 66mmφ x 

460mmL이다. 따라서 이관에는 외경 63mmφ x 50mmL인 5개의 Be 다결정과 

외경 63mmφ x 200mm Bi 단결정을 1.5mm Cd으로 감아서 장전하 다. 그러

나 필터의 최적길이는 장치가 완성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중성자 및 감마선 필터에 대한 중성자 특성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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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 액체질소 냉각필터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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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e 단결정 중성자 필터 특성 평가  

앞서 언급한 봐와 같이 SANS 실험에서는 파장이 4Å 이상의 냉중성자

만을 이용하므로, 이를 위해 Bragg 차단 파장이 3.96Å인 Be 다결정을 필

터로 사용하고 있다. 즉, 양질의 냉중성자를 얻기 위해서는 시료 위치에

서 필요 없는 열 중성자 및 열외 중성자를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하며, 냉

중성자의 투과율은 반대로 높여야 한다. 따라서 SANS 장치에서 적절한 Be

의 길이의 선정은 양질의 냉중성자를 얻기 위해서 극히 중요한 장치 변수

이며, 이는 저속 쵸퍼로  Be의 길이에 따른 투과율을 측정하여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나로 CN 수평공에 쵸퍼를 설치하여 Be 필터의 중성자 

차단(Bragg-cutoff) 파장 및 파장에 따른 중성자 투과율을 측정하 다. 

또한 액체 질소 냉각에 따른 필터의 이득을 평가하 다[TOF 기술보고서]. 

(1)Be 다결정 투과 중성자 스펙트럼 및 투과율 측정

원자로 출력에 따른 감마선 및 속중성자 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Be 다결정(polycrystal)을 추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납 Pb-5cm와 금속 

Bi-17cm 괴(ingot)를 CN 수평공에 장전하 다. 그림 5.3.2는 길이가 다른 

Be 다결정을 추가로 장전할 했을 경우에의 Be 필터 투과 측정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4A이하는 모두 중성자들은 cutoff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 5.3.3은 위의 측정 결과로부터 5cm Be필터의 투과율을 평가한 

것이며, 4Å ∼ 6Å 이상에서의 5cm-Be 다결정의 투과율이 상온에서 약 

75 ∼ 80%정도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3.2.  Be filter에 의한 neutron cutoff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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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3. 5cm-Be polycrystal의 파장에 따른 투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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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e 필터를 액체질소로 냉각할 경우 투과율 증가

Be 다결정에서 Bragg 차단 파장보다 큰 역, 즉 냉중성자 역에서는 

결정을 냉각함에 따라 전 산란 단면적이 감소하여 중성자 투과율이 증가

한다. 이는 필터의 열 비탄성 산란에 의한 것이며, 필터를 냉각하면 중성

자 투과율이 증가한다. 특히 Be 다결정 필터의 경우에는 액체 질소로 냉

각했을 때 냉중성자 투과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것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냉중성자 필터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이다. 여기서는 길이 25cm Be 다결정

과 20cm Bi 단결정으로 만들어진 필터를 액체질소 온도로 냉각하 을 때

의 중성자 투과율 변화를 측정하 다. 측정에 사용된 쵸퍼 장치의 전자

적, 물리적 계수는 다음과 같다.     

(가) 액체질소 냉각효과 

그림 5.3.4는 20cm 길이의 Bi 단결정 및 25cm 길이의 Be 다결정을 액

체질소로 냉각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중성자 투과율의 변화를 보인 것이

다. 액체질소를 필터에 채운 후 약 8시간정도 지나면 중성자 투과율이 최

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3.5에 보인 것처럼 시간에 지남에 따

라 Be이 냉각이 되어서 파장이 4Å - 5.5Å 역의 중성자들의 최대 투과

율이 4배까지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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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20cm-Bi 단결정과 25cm-Be 다결정을 조합한 필터를 액체질소로 

냉각할 때의 중성자 투과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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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5. 그림 5.3.4에서 측정된 필터로부터 평가된 액체질소 냉각시간에 

따른 투과율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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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냉각시간에 따른 총 계수율의 변화

Be 필터를 액체 질소를 냉각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성자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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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의 펄스 파고 모드로 측정하여 비교하 다. 즉 전체 중성자 에너지를 

갖는 중성자들의 총수의 변화율을 그림 5.3.6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측정한 범위의 모든 중성자의 수의 합을 시간에 대해 나타낸 것이며, 백

그라운드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5.3.6. MCA pulse height mode로 측정한 액체 질소 

냉각 시간에 따른 총 중성자 수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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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체질소 냉각에 따른  4∼6Å 중성자들의 투과율 변화 

그림 5.3.4의 필터 조건에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현재 하나로 SANS 

장치에서 사용될 중성자 파장 역, 즉 4 ∼6Å 사이의 중성자들에 대해서 

액체질소 냉각 시간에 따른 투과율 이득을  평가하여 그림 5.3.7에 나타

내었다.  

그림 5.3.7. 중성자 파장 4∼6Å 역에서의 액체질소 냉각

에 따른 투과율 증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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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Bi 필터 특성 측정

SANS 장치에서 감마선 및 속중성자 필터로 Pb와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Bi 결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Bragg 차단 파장은 7.9Å이나, 냉중

성자 투과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보통 4Å 이상의 냉중성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Bi 단결정을, 냉중성자 원을 설치되어 8Å이상의 파장을 이용하

는 경우에는 Bi 다결정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하나로 SANS 장치에 설치할 Bi 필터의 중성자 및 감마선 감

쇄효과, 단결정 및 다결정에서의 파장에 따른 중성자 투과율을 측정 비교

하 다. 측정은 하나로 CN 수평공에 쵸퍼를 설치하여 수행하 으며, 냉중

성자 투과 효과를 얻기 위해서 Be 필터를 추가로 장전하 으며,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3mm Cd 박판을 이용하여 백그라운드를 측정하여 

보정하 다. 또한 감마선 및 중성자의 감쇄율은 MCA의 펄스 파고 측정 상

태로 측정하 으며, 단결정 및 다결정의 투과율 비교는 TOF 법을 이용하

다. 

(1) Bi 필터의 감마선 감쇄율 측정 

Bi의 길이를 변화시키고, 측정에서 열중성자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Cd(3mmT) + Boron Rubber(5mmT)의 중성자 차단막(neutron screen)을 놓고 

길이에 따른 적분 강도 변화율 측정 평가하여 그림 5.3.8에 나타내었다. 

적분강도 측정은 MCA 펄스 파고에서 검출기에서 1.0V - 7.0V 사이의 에너

지를 발현하는 펄스들을 모두 측정하 다. 이 경우 감마선 감쇄율은 5cm

당 1/1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적으로는 neutron screen의 

효과 때문에 상당수의 속 및 열외중성자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3.8. Bi 길이에 따른 측정된 감마선 감쇄율 

5 1 0 1 5 2 0 2 5 3 0
1 0

1 0 0

1 0 0 0

1 0 0 0 0

1 0 0 0 0 0

 G a m m a .s e c  M e a s u r e d  G a m m a  a t t e n u a t io n  fa c t o r  

                In s e r te d  B e ( 2 0 c m )  f il te r  :  C o ld  N e u tr o n

                W i th  N e u t ro n  S c r e e n  :  C d (3 m m T ) +  B o r o n  R u b b e r ( 5 m m T )

                M C A , P u ls e  H e ig h t  A n a ly s is  :  In te g ra te d  r a n g e  1 0 0  -  7 0 0  c h a n n e ls   

In
te

gr
at

ed
 C

ou
nt

s 
/ s

ec

B i  f i l te r  th ic k n e s s ( c m )



- 280 -

(2) 냉중성자( < 5.2meV) 감쇄율 측정 :

Be-20cm 다결정을 Bi 결정전에 설치하고, Bi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중성자 차단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 즉 냉중성자만의 적분강도 

변화율을 측정하여 그림 5.3.9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 Be-20cm 필터 효과 

때문에 5.2meV 이하인 냉중성자만 모두 측정된 것으로 생각되며, Bi 단결

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Bi 다결정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냉중성자 투과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Bi Bragg 차단 파장

이 7.9A인 것에 기인한다.  

그림 5.3.9. Bi 길이에 따른 냉중성자 감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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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 Integrated intensity(w ithout screen -  with neutr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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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i 단결정과 Bi 다결정의 투과율 비교

쵸퍼를 이용하여 Bi 단결정 12cm 및 Bi 다결정 5cm의 투과율을 측정 

그림 5.3.10에 나타내었다. 측정에 사용된 단결정은 결정립의 크기가 큰 

block 단결정이므로, 중성자 투과 위치가 다른 2개 위치에 대해서도 측정 

비교하 다. CN 수평공에 기본적으로 Pb 5cm + Bi 17cm의 금속 괴를 장전

하 으며, 백그라운드를 보정을 위하여 3mm Cd 스크린을 사용하 고 쵸퍼

의 투과율과 검출기의 효율을 보정하여 투과율을 구하 다. 그림 5.3.11

에는 Bi 다결정 및 단결정을 투과율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 길이에 대한 

투과율을 나타내었다. 이 측정 결과에 따르면 Bi 단결정의 경우에 길이가 

12cm 인 경우에도 중성자 파장 4 ∼ 5.5Å에서 투과율이 약 70%정도이며, 

Bi-5cm 다결정인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투과율을 보이고 있다. 동일 

길이 5cm에서의 중성자 투과율은 단결정의 경우에 약 85%정도로 다결정 

약 75%보다도 투과율이 월등하게 좋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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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0. 12cm-Bi 단결정, 5cm-Bi 다결정의 중성자 투과율 비교(3mm Cd 

박판에 의한 백그라운드, 검출기 효율, 쵸퍼 투과율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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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1. 12cm-Bi 단결정과 5cm-Bi 다결정의 동일 길이(5cm)에 따른 중성

자 투과율 비교(3mm Cd 박판에 의한 백그라운드, 검출기 효율, 쵸퍼 투과율 

보정)~

0 1 2 3 4 5 6 7 8
0.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9

1 .0
B i tra nsm ission

ba ckgro und correc tion, 

 po lycrys ta l

 s ing le crys ta l (1)

 s ing le crys ta l (2)

tr
an

sm
is

si
on

w ave leng th (A )



- 282 -

다. 중성자 굴곡기(V-bender)의 중성자 특성 평가 

원자로 노심에서 나오는 직선 감마선 빔을 줄이기 위해 20cm의 Bi 필

터를 놓았다고 할 지라도 시료위치에서 감마선의 향이 존재하며, 이러

한 향을 더 줄이기 위해 중성자 굴곡기를 써서 중성자의 방향을 이동시

켜 시료위치가 직선 빔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굴곡기는 유리에 

Ni/Ti 코팅한 400mm의 supermirror들을 V-형태로 2.6
0
 틀어지게 만들어 

중성자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 으며, 굴곡기에서 약 4.5m떨어진 시료 위

치에서 직선 빔의 약 18cm 벗어나도록 설계하 다. 이 굴곡기의 제원은 

빔 크기 56mm x 60mm, 투과 파장 > 4Å, 길이는 820mm이며, 공기에 의한 

중성자의 감쇄효과를 줄이기 위해 진공을 뽑을 수 있도록 하 다.  이 중

성자 굴곡기의 제작 및 중성자 특성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제 9절 중성자 

분광기술 개발의 9항 supermirror 이용기술 개발] 항에 자세히 언급되었

다. 

4. 중성자 단색화장치 개발 

가.중성자속도 선별기(Neutron Velocity Selector, NVS) 제작

(1)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원리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중성자 필터를 통과한 중성자를 기계적인 방법으

로 단색화 시켜주는 장치이다. 백색중성자를 단색화 시켜주는 것은 백색 

중성자빔을 수 Å의 특정 Bragg cut-off 파장을 가진 Be, BeO등에 투과하

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이 방법은 투과율과 분해능이 낮고 10Å 이상의 

파장을 가진 단색화된 중성자빔을 얻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

므로 4-20Å 범위의 파장을 갖는 단색화된 중성자빔을 만들 수 있는 기계

적인 중성자 속도 선별기가 SANS 실험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다[5-9].

그림 5.4.1(a),(b)는 중성속도 선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5.4.1(a)와 같이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회전체에 나선형의 넓은 블레이드

(blade)가 붙어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나선형 블레이드들은 중성자

가 투과하지 못하도록 차폐물질이 도핑 되어있어 중성자속도 선별기가 회

전하면 회전속도에 따라 특정한 속도를 가진 중성자만이 투과할 수 있다. 

그림 5.4.1(b)는 중성자빔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로 중성자속도 선별기를 

도시한 것으로 α는 중성자빔의 divergence, β는 블레이드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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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ce, b는 블레이드 사이의 길이, L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길이, 

γ는 블레이드의 나선각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5.4.1(c)는 v 공간에서 

투과되는 중성자의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φ(V)는 입사되는 중성자의 

도분포, A(V)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에 의해 주어지는 투과함수, 그리고 

u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를 나타낸다. 그림 5.4.1(c)에 나타난 

바와 같이 φ(V)와 A(V) 그리고 u에 의해서 투과되는 중성자의 속도분포

가 결정되고 속도분포가 결정되면 투과되는 중성자의 파장범위도 결정된

다. 중성자속도 선별기를 투과되는 중성자의 도분포 φ t(V)는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5-10].

φ t(V)=A(V)⋅φ(V) (5.4.1)

식 (5.4.1)로부터 투과함수 T(V)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V)=⌠⌡V= const
A(V)⋅φ(V)dVy/

⌠
⌡V= const

φ(V)dVy (5.4.2)

그림 5.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성자의 도분포함수, φ(V)가 입

그림 5.4.1 중성자속도 선

별기의 측정원리; a) 나선

형 블레이드 type의 중성자

속도 선별기 b)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단면도 (c) v 공

간에 표현된 중성자의 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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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빔의 divergence 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삼각형 분포를 가질 경우

에는 T(V) 는 오직 V/V0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v 공간에서의 중성자빔의 분포가 Gaussian 함수일 경우에는 T(V)를 

유도할 수 있다. 이때 T(V) 역시 Gaussian 함수를 가지며 그 폭은 다음

과 같이 표현된다.

ΔV( fwhm)=V 0⋅ α
2
+ β0

2
/tgΓ (5.4.3)

또한 maximum transmission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m=T(V 0)=Tm⋅β0/ α
2+ β0

2 (5.4.4)

이 때 Tm은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로터축에 평행한 중성자빔에 대한 

peak transmission을 나타내고, β0= b/L, 그리고 tgΓ=u/V 0로 정의된다.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resolution, R은 R=ΔV/V 0로 정의되므로 식 

(5.4.3)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 0⋅R
-1
⋅ α

2
+ β0

2
=u (5.4.5)

식 (5.4.5)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에 대한 모든 인자들간의 관계를 보여

준다.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성능이 좋으려면 peak transmission값이 높아

야 한다. 그러나 높은 peak transmission 값을 i)높은 중성자속도, ii)좋

은 resolution, iii) 큰 입사빔의 divergence 조건에서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림 5.4.1과 식 (5.5.3), 식(5.4.4)을 고려하면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 u를 높이는 것이 이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제작시 고려사항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성

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회전속도는 나선형으로 부착된 블레이드

의 인장강도에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블레이드들의 숫자를 증가시키면 

높은 투과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블레이드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중성자속도 선별기 전면에서의 중성자 흡수, 1-Tm 가 커지게 되어 이 요

인이 블레이드의 숫자에 대한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중성자속도 선

별기의 직경이 커질 경우 radial 방향으로의 transmission deviation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상승하고 설치면적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

다.

그림 5.4.2는 twist angle 11.9°, 250개의 블레이드 조건에서 α각의

변화에 따른 peak transmission, Tm과 resolution, R을 high speed와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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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2 Beam divergence의 변화에 따라 

계산된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투과함수 

T(V/V 0)의 변화거동; Full lines: prototype 

design with 28300 rpm maximum. Dashed 

lines: low-speed-selector designed for 

conventional 7000 rpm maximum.

 speed에서 비교한 것이다. 그림 5.4.2는 α각이 증가함에 따라 peak 

transmission, Tm과 resolution, R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중성자속도 선별기를 설치할 때 그 성능에 향을 주는 인자로는 tilt 

angle, ξ와 빔 height가 있다. 그림 5.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ξ가 양

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투과중성자의 속도 범위가 줄어들어 resolution이 

좋아지고, ξ가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투과중성자의 속도 범위가 증가

하고 resolution이 저하된다. 그러나 ξ값이 증가하면 peak transmission 

Tm이 감소하므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4.3은 빔 두가

지 height 조건에서 ξ의 변화에 따른 peak transmission, 

Tm,resolution, R, current density(∼
⌠
⌡T(V)dV≈R⋅Tm) 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 결과는 beam height가 작을 경우 peak transmission과 

resolution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3)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제원

SANS 실험에서 사용될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독일 Dornier사에서 제작

한 것으로 0.4mm 두께의 72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5.4.4는 

Dornier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블레이드 재료로는 

가볍고 강도가 높은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료를 채용하 고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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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3 두가지 빔 

height 조건에서 ξ의 변화

에 따른 peak 

transmission, Tm, 

resolution, R, current 

density(∼R⋅Tm)의 변화의 

변화거동.

그림 5.4.4 72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된 

Dornier 중성자속도 선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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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흡수하기 위하여 
10
B을 코팅하 다. Dornier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길이 296mm인 회전체를 최고 28,300rpm으로 회전할 수 있으며, 회전수에 

따라 0.45-4.3nm 범위의 중성자 파장이 결정된다. 이 중성자속도 선별기

는 α=30′, ξ=0, 빔 height=20mm 조건에서 88%의 투과율과 10.5% 

resolution을 나타낸다. 표 5.4.1은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자세한 제원을, 

그림 5.4.5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제작도를 나타낸 것이다

(4)지지대 제작

중성자속도 선별기를 CN 수평공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Huber cradle

과 지지대가 필요하다. Huber cradle은 tilt angle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고 지지대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와 Huber cradle 사이를 고정하기 위한 것

이다. 지지대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진동을 감당하기 위하여 질량이 중

성자속도 선별기(약 39kg)보다 비슷하거나 커야 하므로 중성자속도 선별

기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무게가 각각 약 20kg인 두께58mm의 강재 두 

개로 제작하 고 Huber cradle과 연결되는 부위는 두께 20mm의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하 다. 그림 5.4.6은 중성자속도 선별기에 지지대로 Huber 

Cradle을 고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5.4.7은 Huber cradle과 강재 지

지대를 연결하는 알루미늄 판의 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나.동작 특성 및 절차

(1)시스템 구성

그림 5.4.8은 monitoring 시스템이 포함된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전체 

시스템 구성을 보여준다. 전체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으로 중성자속도 선별

기, converter, monitoring 시스템 포함된 data aquisition unit, 그리고 

PC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은 그 기능에 따라 선별기, drive 시스템, 작

동을 위한 제어 프로그램, monitoring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다음은 기

능에 따라 분류된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가)중성자속도 선별기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블레이드 carrier, 블레이드가 포함된 로터와 케

이스로 구성되어있다. 높은 인장강도와 비틀림강성을 갖기 위하여 갖기 

위하여 블레이드내의 탄소섬유들은 90°를 벗어난 각도로 적층되어 있다. 

블레이드에는 중성자를 흡수하기 위하여 
10
B이 코팅되어 있으며 그 함량은 

36g/m2 이상을 유지하도록 제작되었다. 케이스 원통형 모양으로 알루미늄 

재질로 진공도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었고 냉각수, 진공라인, 전선등이 한

쪽면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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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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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5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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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6 강재 지지대로 연결되어 Huber cradle 함께 설치된 중성

자속도 선별기 

그림 5.4.7 Huber cradle과 강재 지지대를 연결하는 알루미늄 판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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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8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monitoring 시스템

(나)Drive system

Drive system은 모터와 convert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4.9는 

drive system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모터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로터 안에 위치하며 회전장을 일으키기 위한 코일은 안쪽에 바깥쪽에는 

자석이 설치되어 있다. Converter는 로터의 회전속도를 급격히 감소시키

기 위한 braking circuit 과 로터의 position detection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 

(다)작동을 위한 제어 프로그램

PC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은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제어와 monitoring

을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중성자속도선별기의 제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Control and display of the selector operating mode

* Speed-controlled normal operation

* Stand-by operation (idling cycle)

* Br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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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9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drive system의 모식

도

- Display of actual speed on the monitor

- Display of the actual current and its polarity

- Speed related storage of the actual power loss in a special

  file

- Selection between manual and automatic power loss monitoring

- Automatic slip monitoring, i.e. in the case of too high a

  nominal/actual speed deviation during normal operation, the

  selector is switched into the 'braking' mode

- Prevention of operating the selector in critical speed

  ranges

- Addition and storage of the selector operat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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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Monitoring 시스템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역할 

이외에 여러 실험인자들을 monitoring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서 monitoring하는 인자들이다.

- Speed, speed deviation(slip)

- Current and its polarity

- Power loss

- NVS-vibration

- BCU value

- Rotor temperature

- Cooling water inlet temperature

- Cooling water outlet temperature

- Cooling water flow rate

- Operating vacuum

- Sensor defect of the measuring tube operating vacuum

- Position of the vacuum valve

이 Monitoring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나뉘어 진

다. 그림 5.4.10은 monitoring 시스템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림

에 나타난 인자들에 대해 하드웨어 시스템은 모두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그림 5.4.10에 나타난 인자들의 컴퓨

터 화면상에 표시해 주며 그 값들이 허용범위를 넘을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오거나 장비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2)작동조건

중성자속도 선별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작동전과 작동 중에 

monitoring 되는 작동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조건들은 온도, 진공도, 

회전속도, water flow, vibration, BCU(Bearing Condition Unit)들이다. 

조건들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작동을 하

지 않거나 멈추게 된다. 표 5.4.2는 온도, 진공도, 회전속도, water flow

에 대한 작동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Vibration은 속도의 단위로 주어지며 BCU란 bearing의 condition을 나

타내는 인자로 non-dimensional 인자다. BCU값은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회

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그러나 vibration은 지지대의 중량이나 

강성에 의존하고 특정한 속도범위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 제작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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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0 Monitoring 시스템의 모식도

표 5.4.2 온도, 진공도, 회전속도, water flow에 대한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작

동조건

Operating Condition Range of Operating Condition

Before

Operation

Rotor Temperature, TRot >+15℃

Operating Pressure, p <5x10
-3
 mbar

During

Operation

Operating Pressure, p <5x10
-3
 mbar

Rotor Temperature +15℃<TRot<+50℃

Cooling Water Switched on at 

Speeds
>3000rpm

Cooling Water Switched off at 

Speeds
<3000rpm

Cooling Water Flow Rate >1.0l/min(up to 15,000rpm)

Cooling Water Flow Rate >1.5l/min(above 15,000rpm)

Cooling Water Temperature +8 t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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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실험한 조건을 근거로 3600-4200mm/sec 범위와 7300-8600mm/sec 

범위에서 높은 vibration을 나타내므로 이 두 회전속도 범위에서의 작동

을 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5.4.3은 vibration과 BCU 값의 작동범위

를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에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3)작동방법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매뉴얼 작동방법과 컴퓨터 작동방법의 두가지 방

법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매뉴얼 작동은 그림 5.4.11에 나타난 control 

panel에서의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표 5.4.4는 control panel의 주요기능

을 나타낸 것이다. 컴퓨터 작동은 NGS.exe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이루어진

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control 프로그램과 monitoring 프로그램으로 나

뉘어진다. Control 프로그램은 표 5.4.2와 표 5.4.3에 나타난 작동조건들

을 범위를 결정하는 setup menu와 start/stop, 회전속도 조절을 할 수 있

는 control menu로 구성되어 있다. Setup menu는 안전을 고려하여 작동조

건들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제작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 번호를 입력하여

야만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Control menu는 Controlling, 

Idling, Braking 그리고 Power Loss의 네 가지 m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속도의 조절은 Controlling mode에서 이루어진다. Monitoring 프로그

램은 표 5.4.2와 표 5.4.3에 나타난 작동조건들을 컴퓨터 상에서 표시해 

주며 setup menu에서 결정된 안전작동을 위한 조건을 벗어날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작동을 중단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4)작동실험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작동실험은 CN 수평공에 설치하기 전 제작된 지

지대의 적합성과 구성된 시스템의 작동성능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하

다. 모래주머니 위에 두께 50mm 길이와 너비가 각 1000mm인 알루미늄 바

닥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중성자속도 선별기를 고정시킨 후 회전속도를 

3100rpm에서 28300rpm까지 증가시키면서 온도, 진공도, 회전속도, water 

flow, vibration, BCU를 monitoring 하 다. 1차 실험은 Huber cradle을 

장치하지 않고 중성자속도 선별기를 직접 알루미늄 바닥판 위에 고정시킨 

후 실험을 실시하 고 2차실험은 Huber cradle을 장치에 고정하고 바닥판 

사이에 높이와 위치조절을 위한 20mm 두께의 알루미늄 판을 3개 삽입한 

조건에서 실시하 다. 그림 5.4.12는 2차실험시 구성한 중성자속도 선별

기의 설치모습을 보여준다. 1차 실험결과 상기 6가지 실험조건에서 문제

가 없었고 28300 rpm까지 회전속도가 증가하 다. 그러나 2차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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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3 Vibration, BCU에 대한 회전속도 변화에 따른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작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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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1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control panel

표 5.4.4 매뉴얼 작동법의 주요기능

'I'-button Mains is switched on

'O'-button
Drive is disconnected from the 
mains

'Decelerate'-button Motor is slowed down until it stops

'Idle'-button Drive is switched powerless

'Automatic'-button
Controller drives the selector to 
the speed indicated on the 5-digit 
BCD-switch

5-digit BCD-switch Adjust nominal speed

'Reset'-button Releases a hardware reset

'Mode' display
Display of the actual mode of 
operation

'Current' display

Display of the actual rated current 
of the motor controller; if the 
first figure shows an 'E;, the 
second figure represents an error 
message

'Speed' display Display of the actual speed of the 
selector(rpm)

'Stop'-button
Release of the emergency stop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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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2 높이/위치 조절용 알루미늄 판으로 고정된 중성자속도 선별기

다른 조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vibration 값이 9300-10200rpm 범위

의 회전속도에서 작동조건 범위를 벗어나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작동이 정

지하 다. 2차 실험후 분석결과 지지대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진동을 감

당할 만큼 무게나 강성이 충분히 커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질량이 중

성자속도 선별기(약 39kg)와 비슷하게 중성자속도 선별기와 직접 접촉하

는 부분의 지지대를 질량이 각각 약 20kg인 두께58mm의 강재 두 개로 제

작하 다. 그리고 높이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판 사이에 높이와 위

치조절용으로 삽입된 20mm 알루미늄판 3개를 제거하고 장치를 바닥판에 

설치한 후 3차 실험을 실시하 다(그림 5.4.6). 3차 실험결과 상기 6가지 

실험조건에서 문제가 없었고 28300 rpm까지 회전속도가 증가하 다. 그림 

5.4.13은 1차, 2차, 3차 실험에서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 변화에 

따른 vibration 값의 변화와 표 5.4.3에 제시된 vibration 값의 허용범위

를 함께 도시한 것이다. 2차 실험에서는 9800rpm에서 허용범위를 넘는 

vibration 값을 나타내어 장치의 작동이 정지하 으나 1차, 3차 실험에서

는 vibration 값이 모두 허용범위를 넘지 않아 작동에 문제가 없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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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13 로터 회전속도의 변화에 따른 vibration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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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향후 실험계획

중성자속도 선별기를 CN공 내에 설치하고 tilt angle, ξ를 변화시켜 

resolution과 peak transmission이 최적화된 설치조건을 확립한다. 그리

고, 디스크 쵸퍼를 이용하여 비행시간 측정법(Time-of-Flight)으로 중성

자속도 선별기로 선별된 중성자의 파장을 측정하여 회전속도의 변화에 따

른 중성자 파장을 실험적으로 구한 뒤 SANS 실험에 적합한 회전속도를 결

정한다.   

 

5. 중성자 빔 콜리메타 제작 및 설치 

가. 제 1 비행 경로 차폐체 제작 및 설치 

SANS 장치의 기하학적 분해능은 제 1 비행경로의 길이와 빔 입구 및 

출구의 빔 크기에 의존하므로 다양한 실험조건에 따라 비행경로 및 빔 크

기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현재의 제 1 비행경로는 길이는 고정

하고, 입구 및 출구에 단지 빔 슬릿을 설치하여 빔의 크기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시료에 입사되는 주변 열외 중성자 및 감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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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최소가 되도록 차폐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림 5.5.1a와 

같이 내경 각각 100mmφ, 170mmφ이고, 관 사이에 중성자 차폐체인 B4C 분

말을 채운 이중 관을 3개 연결하여 그 뒤에 진공 gate(DN100) 및 길이 선

택용 진공관을 연결하는 총길이 3,965mm되는 진공관이며(그림 5.5.1b), 

진공관의 입구 및 출구에는 3mm Quartz window를 만들어 중성자 투과를 

높이고 내부를 관찰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사용중 진공도는 10-2 torr 

이하로 유지한다. 또한 진공 gate와 뒤에서 업급하는 시료대 다목적 챔버

사이에는 길이 200mm, DN63의 주름 진공관(bellows)을 설치하여 공기중의 

노출을 최소화하 다. 각 연결된 이중 진공관 사이에는 boron이 함유된 

25mm PE와 0.8mm Cd 차폐체를 겹쳐서 일체형의 차폐체를 만들고, 빔 개구

를 5도 각도로 taper지게 가공 설치하여 시료에 빔을 집속하도록 하 으

며, 관 내부 표면에는 Cd 판으로 씌워 필요 없는 중성자 및 감마선의 내

그림 5.5.1. 제 1 비행경로 차폐체의 개념도.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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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차폐체에서의 산란에 의한 혼입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 으며, 1차 

비행경로 외부에는 200mmH x 400mmW PE 차폐체에 반원형 홀을 내어 이중 

관을 상하로 덮음으로써 차폐를 보강하 다. 비행경로의 하부에는 상하, 

좌우 조정 및 하부지지 데이블에 고정할 수 있는 조정대를 설치하여 제 1 

비행경로 차폐체의 빔 중심선을 CN  빔 중심선에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

다. 

나. 빔 콜리메타 슬릿  

이중 진공관의 입구 및 출구에는 소각산란 실험 목적에 따라 빔 크기

를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입구 및 출구에는 좌우, 상하 미세 

조정용 키트를 설치하고, 여기에 감마선 방출체가 아닌 Li함유 PE와 Cd으

로 제작된 크기가 50mm x 50mm x 5mmT인 차폐체에 다양한 빔 크기를 갖는 

빔 슬릿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요구되는 장치 분해능 및 최소 산란벡터 

Qmin에 따라 실험 중에도 슬릿 크기의 교체를 용이하게 하 다. 

6. 시료대 및 시료대 다목적 진공 챔버 

가. 기본 시료대 

본 장치는 실험 목적에 따라 시료와 다양한 시료환경장치를 설치할  

기본 시료대로서, 그 위에 모터 구동 정  제어 회전체, 직선이송장치 및 

진공 챔버가 설치된다. 또한 2-D PSD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약 6

톤에 해당하는 2-D PSD용 진공 챔버의 회전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따라

서 위와 같은 다목적 기능 외에 충분한 강성을 지녀야 하며, CN  수평공

의 빔 중심선에 정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5.6.1은 기본 시료대의 개념

도를 나타낸 것이며, 시료대를 설치할 CN 수평공 원자로 후면 바닥부터 

빔 중심선까지 높이는 약 1,100mm로서 원자로 바닥부터 시료대의 중요 구

성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로 바닥에 준비된 철판 위에 높이 조정 및 고정용 바닥 고

정판(Base Plate, 540mm x 1,00mm)을 설치하고, 그 위에 수동으로 위치를 

약 500mm까지 조정할 수 있는 LM 레일을 설치하여 빔에 평행한 방향으로 

위치를 조정한다. 

(2) LM 레일 위에 외경이 400mm인 원통형 자유 회전체를 설치하여, 

시료대의 적정 위치에 고정한다. 이 회전체는 약 6톤의 2-D PSD용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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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와 연결되어 실제 회전축이 되며, 회전대의 상부는 바닥에서부터 

약 277mm이며, 그 위에 높이 141mm 직경 400mm인 Huber 430 rotator 가 

설치되어 회전대의 기본 높이를 418mm로 설치하 다. 

(1) Huber 430 회전체 위에는 모터 및 수동으로 위치를 제어할 수 있

는 삼익 TP 400 규격의 직선 유니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전자석, 저온장

치, 고온장치 등 다양한 시료환경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2) 또한 대부분의 SANS 실험은 상온과 200
0
C 아래의 온도에서 수행

될 예정으로 직선 유니트 위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시료대 다목적 진공 

챔버를 상호 간섭이 없도록 원자로 하부 바닥에 지지하여 설치하며, 위에

서 언급한 시료환경장치를 사용시에는 이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가. 시료대 다목적 진공 챔버 

본 장치는 SANS장치에서 회전체와 직선 이송장치로 구성된 기본 시료

대 위에 설치되는 진공 챔버로 그 내부에 온도 조절용 실험 블럭 또는 시

료 홀더를 설치하고, 이를 모터 구동이나 수동에 의해서 시료 위치를 빔 

중심선에 맞추는 장치이다. 이 다목적 진공 챔버는 위의 목적 외에 시료 

바로 앞에 중성자 핀 홀(D2)을 설치할 수 있는 플랜지를 설치하여, 시료

에 입사하는 빔 collimation 및 실험 목적에 따라 슬릿 계(D2)를 쉽게 바

꿀 수 있다. 또한 진공 챔버의 전.후단부에는 각각 SANS 빔 콜리메이터 

와 2D-PSD 용 진공챔버를 ISO-F DN 63 및 DN250 플란지 bellows를 연결할 

수 있도록하여 공기 중에 의한 냉중성자 흡수를 최소화하 다.

그림 5.6.2는 시료대 다목적 진공 챔버의 개략도이다. 챔버는 20mm 두

께의 Al 6061로 만들어 졌으며, 내부는 약 406mm(W) x 1,041mm(L) x 

635mm(H)의 공간이 확보되어 바닥에 시료 정  이송 장치가 설치되었다. 

이 이송장치는 THK사 LM/LM 블럭, 볼 스크류 등을 사용하여 170mm W x 

220mm L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만들고, 이송거리를 430mm가 되도록 제작하

다. 베이스 플레이트 위에는 Newport사 높이 조절 장치(110mm W x 

165mm L x 최소 60mm H)를 설치하며, 그 위에 63.5mm W x 60mm H x 250mm 

L 크기의 시료 holder mount를 제작 설치하여, 그 위에 다양한 시료 홀더 

및 시료환경장치를 설치한다. 아울러 진공 챔버는 10
-2
 torr이하의 진공에

서 운전 할 수 있도록 전원, 온도, 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feed trough

와 view port가 준비되어 있다. 

이 진공 챔버의 바닥에서부터 챔버의 빔 중심선(전,후단 플란지 중심

선)까지의 높이는 330.3mm이다. 이 중심선을 CN 바닥으로부터 1,100mm에





- 305 -

있는 빔 중심선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챔버 외부에 높이 조정 및 

고정용 볼트/홀을 준비하여, 시료대 위에서 수평 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1. 2차원위치 민감형 검출기(2-D PSD)용 진공 챔버 제작 

가. 2D-PSD용 진공챔버

(1) 본 장치는 SANS장치의 핵심부품인 2차원 위치 민감형 중성자검출

기(2-D PSD, 외경 약 1.2m, 길이502mm)를 진공 중에 유지하면서 중성자를 

검출하고 또한 시료와 검출기까지의 거리를 1.2m에서 5m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장치이며, 상세 제작 도면은 그림 5.7.1에 나타내었다. 운전중의 진

공 챔버는 공기중에 산소와 질소에 의한 중성자 흡수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진공도 1 x 10-2torr이하, 즉 로타리 펌프를 사용하고, leak rate

는 1×10-7 torr ℓ/sec 이하가 되도록 하 다. 표 5.7.1은 Leybold DB65 

진공 펌프 2대를 이용한 챔버의 측정 데이터로서 약 3시간만 지나면 운  

진공도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치의 납품 후에 진공시험 대기압

에서 시작하여 3.0×10-3mbar까지 내린 후, 여기서부터 펌프를 끄고 gate 

valve를 잠근 상태에서의 진공의 누설 상태를 약 20일간 체크하 으나 그

림 5.7.2와 같이 기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진공 챔버는 단단한 외형 지지프레임 위에 설치하고 이 프레임을 

필요 각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며, 바닥에서 진공 챔버 중심까지의 높

이는 1,050mm가 되도록 제작되었다. 이는 진공 챔버 안으로 2D-PSD의 설

치/인출 등의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크레인이 접근되는 방향으

로 이 지지프레임을 필요한 각도(약 60
0
) 만큼 회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전 프래임의 구동 방법은 진공 챔버의 제작 당시에는 공기 부상 방법을 

고려하여 제작하 으나, 진공 챔버의 과중한 부하로 인해 모터/수동에 의

한 레일의 회전 구동 방식으로 수정 제작 중이다. 

(3) 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한 배경산란을 줄이기 위해서 챔버의 내벽

에는 0.5mm 두께의 Cd sheet설치하 으며, 외벽에는 추가로 Borax 와 파

라핀이 50:50 혼합된 차폐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외부에는 1m 간격으로 T

자형 브라켓을 준비하 다. 이 차폐체는 추후에 배경산란의 정도를 측정

하여 차폐체 두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4) 진공챔버 내부에는 2D-PSD의 기계구동을 위해 하단에 LM(Linear 



- 306 -

Module) 가이드 설치용 각형 앵 을 설치하며, 그 위에 아래에서 언급하

는 자동제어 검출기 이송대 및 beam stop 교환 시스템을 설치한다.  

 

표 5.7.1 2-D PSD용 진공챔버의 진공도 시험  

No. Time(hour) Test-1(mbar) Test-2(mbar)  비 고 

1 0.02 1013 1013 전원 on
2 0.08 200 300
3 0.04 0.043 0.06
4 0.75 0.022 0.04
5 1.08 0.01 0.03
6 1.25 0.008 0.025
7 1.50 0.005 0.02
8 2.58 0.003 0.011
9 5.58 0.003 0.008  전원 off
10 20.83 0.004 0.02  
11 24.00 0.006 0.022
12 28.33 0.007 0.027
13 44.00 0.01 0.03
14 48.08 0.01 0.03
15 54.92 0.011 0.033
16 70.25 0.013 0.036
17 117.41 0.022 0.044
18 127.75 0.024 0.046
19 152.90 0.025 0.05
20 312.75 0.043 0.08
21 483.92 0.056 0.12

나. 검출기 이송 장치 및 빔 stop 교환장치

SANS에서 실험 목적에 따라 시료 위치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를 적절

하게 조정하여 장치의 최적구조, 적정 산란강도 및 측정 역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실험중인 경우에도 검출기를 이동하여 시료와 검출기 사

이의 거리를 조정해야 한다. 검출기 이송장치는 위에서 언급한 2D-PSD용 

진공 챔버 내부의 각형 앵  위에 설치되어 시료와 검출기의 위치를 변화

시키며, 빔 stop 교환장치는 중성자 입사 빔에 의한 검출기의 손상을 방

지하기 위해 크기가 다른 중성자 흡수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알루미늄 6061을 사용하고, 검출기의 이송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해서 linear roller bearing(Thomson bearing)을 사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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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4  진공 챔버에 설치된 검출기 이송장치 및 빔 stop 교환장치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형 앵 에서부터 2-D PSD의 중심까지의 높이가 

600mm가 되도록 모든 이송대의 치수와 높이가 결정되었다. 이송장치의 구

동방법으로는 랙, 피니언 기어와 스탭 모터를 이용하 으며 LM의 설치시 

이음부의 주행 및 보전시에 탈 부착이 원할 하도록 하 다. 또한 이송 중

에 장치의 안전을 위해서 LM 가이드/레일의 전단부와 후단부에는 이중 리

미트스위치를 설치하고, 이송장치에는 2-D PSD에 공급되는 각종 전원, 전

자제어 케이블, 공기공급 파이프 등의 간섭이 안되도록 cable bear를 설

치하고, 이를 진공 챔버의 중심부에 마련되어 있는 플랜지를 통해 밖으로 

유도하도록 하 다. LM의 설치시에 설치 지그를 이용하 으며 조립 및 검

사 시에도 지그로 확인하여 평행도 및 수평도는 0.05mm/1M 이내로서 주행

시 원활하게 구동되도록 하 다.

(1) beam stop 교환장치 

이송장치 전단에는 2D-PSD 검출기에 입사하는 중성자 직선 빔으로부터 

검출기를 보호하기 위한 원형의 중성자 흡수막(neutron beam stop) 또는 

SANS 실험시에 시료의 중성자 투과율을 측정하기 위한 He-3검출기를 교환 

설치할 수 있는 beam stop 교환장치를 제작 설치하 다. 여기에는 크기가 

다른 3개의 beam stop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중 1개는 He-3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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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검출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Beam stop은 미국 EAD사 EAD P/N 

: ZB17GBKN-200-6" 청공 스텦 모터를 사용하여 90도 회전하여, CN 빔의 

중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Beam stop 교환장치는 LM 가이드/

레일을 설치하여 beam stop이 CN 빔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250mm, 상하로 

60mm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좌우 축은 2-D PSD용 진공 챔버 내

에서 이송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 다. 구동장치의 안전을 위하여 구동

장치의 양끝 단에 리미트 스위치를 부착하 다. 

(2) 외부 LM 가이드/레일 구조물 

SANS 장치의 진공 챔버에 검출기를 설치 또는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2D-PSD를 진공 챔버로부터 장전 또는 인출하기 위한 LM 가이드/레일이 설

치된 외부구조물을 제작하 다. 이 외부 LM 가이드/레일은 진공 챔버의 

경판을 열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LM 가이드/레일에 맞추어 설치, 고정되

도록 구조물을 제작했다. 또한 2-D PSD가 설치된 이송장치가 안전하게 외

부 LM 가이드/레일의 구조물로 이동되어 2-D PSD의 검출기를 천장 크레인

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부 LM 가이드/레일 구조물은 

좌우 및 높이 조정의 기능이 있어 진공챔버 내부에 설치되는 LM 가이드/

레일과 수평, 수직으로 정 하게 조정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 2-D PSD 이송대 및 빔 stopper 특성 시험 결과

 용남(주)에서 제작한 이송대 및 빔 stopper의 구동 시험을 하기 위하

여 스테핑 모터 콘트롤러(PK), 콘넥터(MS), 전원 및 신호선 케이블(6 

pin), limit switch를 준비하 다.

(1) 이송대의 구동 시험 

   이송대가 진공 쳄버내의 레일 위에서 림(back rush)없이 정확한 

위치의 왕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태핑 모터의 출력 토오크가 충분하여

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구동전류가 4.7A의 스태핑 모터와 감속비가 1/20

인 감속기아를 사용하 다.  쳄버 레일의 전후에 리미트 스위치(normal 

close)를 달았으며, 스태핑 모터 콘트롤라는 이송대가 상하 제한점에 도

달하 을 때 limit switch가 open된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이송대가 제

한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도록 프로그

램하여 1주일 동안 연속하여 구동시험을 하 다. 

(가) 이송대의 구동 시험 결과

①스태핑 모터 콘트롤라 드라이버의 문제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콘트롤라 드라이버의 출력 방식이 정전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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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터를 충분하게 구동 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모터의 용량에 비하

여 힘이 부족하고, 모터의 속도를 높이는데 초당500 펄스 이상을 넘기기

가 힘들다. 그러므로 최종 설치 단계에서는 출력 방식이 정전류 방식의 

드라이버로 교체를 하여야만 하겠다. 또한 모터가 구동을 처음 시작할 때

와 목표점에서 정지 시에 SU(slow up), SD(slow down)의 기능이 추가되어

야 한다. 현재는 상하 제한점에 이송대가 도달하기 전에 SD의 기능이 없

어 림현상(back rush)이 약간(500 펄스) 발생되고 있다.

②감속기아의 탈조

   일 주일 연속 구동에 의한 감속기아의 피로 인하여 모터와 기아의 

연결 부분이 이탈되어 헛도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 구동 시험 당시는 

전 하중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기에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스태핑 모터의 사양과 콘넥터와 모터 드라이버 결선도 

①스태핑 모터의 사양(SLO-SYN-Motor: WARNER Electric)

   - 구동전류: 4.7A

- 구동 전압: 1.65VDC

- 구동펄수: 200 step/Rev 

②스테핑 모터의 8선 결선도(bipolar series)

Red:           A상

White. Black:   A상의 common

White/Red:     A의 역상

Green: B상

Orange, White/Black    B상의 common        

White/Green B의 역상

③Stepping Motor Controller의 출력 단(MS connector)과 케이

블 결선  

A Pin: A상(Black)  

B Pin: A상 common(Yellow)

C Pin: A의 역상(Green)

D Pin: B상(Red)

E pin: B상의 common(White)  

F Pin: B의 역상

    

(2)Beam Stopper의 구동 시험



- 313 -

Beam Stopper는 몸체의 좌우 운동, 상하운동과  3개의 beam stopper를 

90도 올리고 내리는 운동을 5개의 스테핑 모터로 조절하고 있다.  준비는 

각각의 운동에는 2개씩 limit switch가 10개가 달려 있어 20개의 신호선

과, 한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선이 6개씩 30개의 전원선, 연결 콘넥터

(MS, 소켓콘넥터), 4축 스테핑 모터 콘트롤라를 준비하여 구동 시험을 하

다. 

(가)Beam Stopper 의 구동 시험.

①좌우 운동

Beam stopper의 좌우 운동은 모터 콘트롤라의 SU(slow up), SD(slow 

down) 기능만 보강된다면 큰 문제점은 없다.

②상하 운동

Beam stopper의 상하 운동은 처음에는 1대1의 구동기어로 힘을 전달하

는 과정에서 힘이 모자라 정지점에서 림 현상이 발생되어 1대 2 타이밍 

벨트로 교체하 다.  

③90도 운동

3개의 linear actuator 모터로 beam stopper를 90도 올리고 내리는 운

동에서는 처음 운동 시작점에서 축 가이드에서 떨림 진동이 심하게 발생

되었다.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터의 속도를 낮추면 beam stopper

를 올리고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Linear actuator 모터의 사양과 콘넥터와 모터드라이버결선도 

①Linear actuator 모터의 사양(Dover: Eastern Air Devices) 

- 구동 전류: 2A

- 구동 전압: 2.5V

- 구동 펄스: 200 step/Rev 

②Linear actuator 모터의 결선도

white/Red: A상

     Black: A상의 common

     Red:             A의 역상

     Green: B상

     White: B상의 common

     White/Green:     B의 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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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원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제작 및 특성 시험 

가.상세 제원 및 제작 특성 기술  

(1)상세 제원

Model 2660N 2D-PSD(2 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detector)는 

ORDELA사에서 제작한 것이다. 그림 5.8.1은 NIST에 SANS 장치에 설치된 

같은 모델의 사진이다. 이 모델은 검출기안에 position decoder 

electronics와 데이터 수집장치 그리고 전원과 바이어스 공급장치들이 포

함된 것이 특징이다. 2D-PSD의 압력관과 electronics를 봉입된 window는 

모두 6061-T6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이 장치들은 모두 진공 하에서 작

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안전을 위하여 Window는 작동압력의 두 배의 설계

압력으로 제작되었고, 압력관들은 모두 50% 이상의 작동압력에서 안전성

을 확인하 다. 4He는 buffer gas window의 두께에 대한 counter-depth를 

개선하기 위하여 entrance window에 봉입되었다. Count gas 로는 77% 
3He 

와 23% CF4 의 혼합 gas가 260kPa의 압력으로 봉입되었다. 그림 5.8.2는 

2D-PSD의 제작도를 나타낸 것이다. 

2D-PSD에서는 Amplifier-per-wire법으로 위치측정과 중성자검출이 이

루어진다. 이 방법은 spatial resolution이 우수하고, 중성자 검출능력이 

크고, 내구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2D-PSD에서 측정되는 역은 

64.5cm x 64.5 cm이며 128x128 pixel로 구성되어 있다. 표 5.8.1은 

2D-PSD의 주요사양을 나타낸 것이고, 표 5.8.2는 2D-PSD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2D-PSD의 position encoding electronics는 256개의 output(x축, y축 

각각 128개씩)에 대한 독립적인 amplication과 discrimination을 위하여 

cathode wire 하나당 한 개씩의 preamplifier/discriminator를 가지고 있

다. 모든 cathode wire의 signal들은 16개의 set로 구성되어 있고 각 set

는 modular preamplifier card, discriminator card 그리고 

front-end-processing card를 가지고 있다. 인접한 wire 사이의 Multiple 

Event Discrimination(MED)은 Programmable Gate Array(PGA)회로를 통해 

처리되며 이 기술은 검출중에 발생하는 노이즈들도 제거하는 기능도 수행

한다. 또한 256개의 output은 컴퓨터에 장착된 Fast Digital 

Interface(FDI)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wire에 

대한 amplification과 discrimination 그리고 high voltage의 setting은 

RS-485 시리얼 버스를 통해 컴퓨터로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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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8.1 ORDELA Model 2660N 2D-PSD; (a)옆면, (b)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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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2 2D-PSD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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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1 ORDELA Model 2660N 2D-PSD의 주요사양

Active Area 64.5cm x 64.5cm

Spatial Resolution 128 x 128 pixels

Pixel Size 0.5cm x 0.5cm

Counting Gas 77% 
3
He + 23% CF4 at 260kPa absolute pressure

Spatial Uncertainty 0.5cm(for an avalanche charge of 100fC per neutron)

Proton-Triton Range 0.8cm

Buffer Gas 4He at 260kPa absolute pressure

Neutron Detection Efficiency 80%@5Å, 65%@2Å, and 30%@2Å

Count-Rate Capability 105 neutrons per second

Spatial Uniformity ±10% differential

Anode Bias Voltage 2500V preset at the factory

Electronics Power ±5V, ±12V, ±24V, internal power supplies

External Power 110V 50/60Hz, clean power

표 5.8.2 ORDELA Model 2660N 2D-PSD의 제원

Body and Windows Aluminum 6061-T6

Design Pressure 600kPa gauge for the counter/buffer assembly

Test Pressure in Air

Counter and buffer chambers @ 400kPa gauge pressure, 

electronics chamber @ 150kPa gauge pressure (i.e., 50% 

overpressure for all chambers)

Window Thickness 0.48cm buffer chamber, 0.32com counter volume

Overall Dimensions 121.2cm diameter, 55.7cm height

Shipping Weight ∼800kg

다음은 2660N 2D-PSD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사양들이다.

- All power and bias supplies

- One high-voltage filter network and anode-output preamplifier

- All interconnection cables

- All interface modules

- One gas purifier

- 2660N.exe software and instruction manual

위의 기본사양 이외에 설치된 것은 High-Speed Data Acquisition 

System(DAS)과 DATAVIEW Software이다. DAS는 PC의 Win95나 NT OS에서 구

동이 가능하며 100ns/event(10MHz)의 성능으로 data를 저장할 수 있는 시

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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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변부품과의 연결과 그 내부구조

그림 5.8.3과 2D-PSD와 주변부품간의 cable 연결구조를 도시한 것이

다. 6553 interface box는 data aquisition을 위한 것이고 RS485 시리얼 

cable은 2D-PSD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Preamplifier는 nuclear 

amplifier을 통해 oscilloscope로 연결되고 P.G. out은 pulse generator

와 연결된다. 이 두 가지는 실제 중성자 검출과정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2D-PSD 장치내의 electronics를 점검할 예비실험시 사용된다.

2D-PSD를 진공챔버에 설치할 때는 그림 5.8.3에 나타난 cable 연결이

외에도 진공호스를 연결하여야 한다. 그림 5.8.2의 2D-PSD의 뒷면을 나타

낸 그림에서는 KF NW50, ψ2.0 IN 규격의 진공호스를 연결하는 세 개의 

구멍이 나타나 있다. 이중 1개는 vent를 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고 나

머지 두 개는 그림 5.8.3에 나타난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cable들을 관통

시켜 진공챔버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이다.

2D-PSD의 cathode wire와 electronics는 2D-PSD 내부에 연결이 완료

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다. 그림 5.8.4는 검출기 안쪽의 cathode wire 연

결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Cathode guard wire는 ground에 연결되어 있고, 

anode와 그 guard wire는 anode bias SHV 커넥터에 연결되어 있다. 그림 

5.8.5는 진공봉입된 electronics의 연결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power supply가 110V/50Hz로 공급되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 이중 

ASTRODYNE Model AS-25-24는 HV. Control Module(ORDELA 2660N-60), H.V. 

Supply(BERTAN PMT-30C-P-1) 그리고 H.V. Filter(ORDELA 2660N-59)에 전

원을 공급하고, ASTRODYNE Model AS-100F-5는 ORDELA AIM-310 Module과 

2660N Back-End Board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 두 전원은 1.5A 퓨즈로 분

리되어 있다.

(3)2D-PSD의 중성자 검출원리

열중성자가 2D-PSD로 입사되면 
3
He 가스와 반응하여 

3
He(n,p)반응에 

의해 proton과 triton이 760keV의 에너지를 갖고 발생한다. 발생한 

proton과 triton은 함께 충진된 CF4 가스에 의해 운동을 멈추는데 이때 

이동거리는 약 0.8cm이다. 검출기의 gas의 ionization potential이 약 

30eV이므로 3He(n,p)반응에 의해 여기된 760keV의 에너지로 약 760000/3

0∼2.5x10
4
 개의 자유전자가 발생한다. 이 자유전자들은 발생지점으로부

터 수직궤도를 타고 바이어스된 anode plane으로 이동하며 이때 수직궤도

로 이동하므로 반응지점의 좌표가 그대로 전달된다. 고전압으로 바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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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3 2D-PSD와 

주변부품의 cable 연결도

그림 5.8.4 2D-PSD의 

cathod-plane 연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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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5 진공 봉입된 electronics의 연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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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anode wire에 전자가 충돌하면 avalanche 현상이 일어나 이동한 전

자(drift electron) 하나당 약 40개의 전자-이온쌍이 발생하고 결과적으

로 하나의 avalanche 현상에 대해 약 150fC의 전하가 발생한다. 이 

avalanche 전자들은 anode에, avalanche 이온들은 cathode에 모아진다. 

이때 최초에 발생하는 avalanche 이온의 빠른 속도로 인하여 두 개의 직

교하는 cathode wire에서 <20ns time duration을 갖은 pulse가 발생하고 

이 결과 중성자 입사된 좌표가 정의된다. 
3
He(n,p)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proton과 triton의 이동거리는 0.8cm로 

anode나 cathode wire의 피치(0.5cm)보다 크다. 그러므로 한 개의 

neutron event로 발생하는 drift electron의 분포가 3개의 anode wire에 

향을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2D-PSD에서는 두 개의 인접한 discriminator에서는 triggering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조절되고 있다.

나.전자적 및 중성자 특성 평가 

(1) 2D-PSD에 대한 Factory acceptance test

(가)Test의 목적

Factory acceptance test는 ORDELA 2660N 2D-PSD에 대해 장치성능평가

를 위해서 ORDELA 사에서 실험한 것이다. 이 Test 목적은 다음과 같다.

- Multiplication factor, 검출효율, differential linearity,

  안정성에 대한 작동조건 확립

- 확보된 작동조건 하에서의 system 동작확인

(나)Test 절차

이 Test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2D-PSD의 serial number와 gas filling record의 확인

- Anode monitoring circuit의 “as built"특성 측정

- High voltage 변화에 따른 output amplitude를 측정하여 gas

  multiplication factor를 결정

- Reference anode pulse-height spectrum 기록

- Cathode pulse-height spectrum 측정을 통한 discrimination level

  선정

- Differential non linearity를 최소화 하기 위한 channel

  potentiometer의 조절

- High voltage와 discrimination setting 변화에 따른 검출효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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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일간의 작동조건에서의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 확인

(다)Test 결과

①초기 test 조건

- Model number 2660N

- Serial number 002

- Leak checked 10/13/99

- Gas fill 10/15/99

- Total pressure(torr) 2022

  CF4 464

  3He 1558

②Anode monitor circuit

High voltage filter box는 2D-PSD의 response를 얻기 위한 역할을 하

며 calibration pulse를 인가하기 위한 1pF capacitor, anode 

capacitance CA, anode preamplifier CL로 구성된다. 이 Anode circuit에

서 1V input signal에 대한 effective anode charge QIN값은 157fC이다.

③Gas multiplication factor

한번에 검출되는 neutron event로 생성되는 proton 및 triton에 의해 

발생되는 charge는 765keV이고, 전자-이온쌍을 생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평균 ionization loss는 30eV이다. 그러므로 gas multiplication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되는 charge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그 값

은 4.1fC/neutron이다..

7.65x105×1.6×10-19/30 Coulombs = 4.1 fC/neutron event

Gas multiplication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high voltage 변화에 따른 

output amplitude를 측정한 후 effective anode charge를 계산해야 한다. 

1V pulse generator에 대해 output amplitude는 702 channel이고 계산된 

effective anode charge는 157fC 이므로 (output amplitude)/(effective 

charge)=702/157=4.47의 비율을 적용하면 high voltage 변화에 따라 측정

된 output amplitude 결과에서 effective charge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계산된 effective anode charge를 4.1fC로 나누면 gas multiplication 값

이 결정된다. 그림 5.8.6은 high voltage 변화에 따른 effective anode 

charge와 gas multiplication factor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검출되는 

데이터가 각 bias setting에 대한 amplifier의 gain에 대해 무관하게 얻

어지려면 high voltage 값에 따라 결정되는 output amplitude와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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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6 High voltage 변화에 따른 effective 

anode charge와 gas multiplication factor의 변화

multiplication 값이 1V pulse generator로 얻어지는 output amplitude와 

gas multiplication 값과 근사하여야 하며 이 조건을 만족하는 high 

voltage 값이 작동전압으로 결정된다. 2D-PSD에 대해 이 조건을 만족하는 

high voltage 값은 그림 5.8.6에 나타난 바와 같이 2.5kV이며 다음은 

2.5kV의 작동전압에서 결정된 gas multiplication 값을 나타낸 것이다.

- High voltage 2.5kV

- Output amplitude 660(channel)

- Effective anode charge 148(fC)

- Estimated gas multiplication 36(effective charge/4.1fC)

④Reference anode spectrum

Anode pulse height spectrum은 2D-PSD가 일정한 high voltage 조건에

서 균일한 중성자선속을 가지고 있을 때 계산된다. 다음은 2.5kV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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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얻어진 anode pulse-height spectrum의 측정결과이다.

- Amplitude at peak 133fC

- Resolution (fwhm) 53%

- Noise level (p-p) 12%

Noise는 주로 power supply에 의해서 발생되나 noise의 양은 anode의 

전압에 변화에 대해 큰 향을 받지 않는다.

⑤Cathode response

결정된 2.5kV의 high voltage하에서 적절한 discriminator setting은 

preamplifier output에서 나오는 cathode pulse 측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2.5kV의 작동전압에서 최대 cathode pulse height는 약 1V로 측정되었고 

gain potentiometer를 원격조정으로 32로 맞추었을 때 pulse height 

attenuation은 0.75 다. 최대 cathode pulse height에 대해 30% 이하로 

discrimination level을 조절하면 discrimination level은 0.75x0.3x1∼

0.2(V)로 결정된다.

⑥Spatial uniformity adjustment

이 보정은 2D-PSD의 differential linearity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이

루어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channel에서 15% 이하의 differential 

non-linearity를 확보되고 평균 differential non-linearity(rms)가 5-7% 

범위에 있기 위해서는 5회 정도 반복하여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D-PSD에서 potentiometer setting은 file로부터 주어지며 0부터 63

까지 변화하고 이때 attenuation 인자 값은 0.5부터 1사이로 변화한다. 

실험시 potentiometer setting은 모든 wire에 대해 32부터 실행되며 이때

의 attenuation 인자값은 0.75이다. 보정실험은 각 wire에 대해 평균 

count rate에 대한 deviation을 측정하고, 평균 count rate 값에 근사하

도록 각 potentiometer setting 값을 조절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표 

5.8.3은 5회 반복하여 보정을 수행할 때의 differential 

non-linearity(rms)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반복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differential non-linearity(rms)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정을 마

친 2D-PSD에 대해 uniformity를 측정한 결과 10%미만의 differential 

non-linearity를 나타내었다. 보정실험후 만들어진 uniformity를 만족시

키는 potentiometer setting값은 CalORD.pot file로 만들어져 실제 측정

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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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3 보정실험에서의 differential non-linearity(rms deviations from 

mean)

Iteration X-axis(%) Y-axis(%) Individual pixels(%)

0 9.5 9.3 18

1 6.7 7.6 16

2 4.9 6.5 15

3 4.0 5.7 14

4 3.4 5.2 14

5 3.1 4.8 14

Expected from statistics 1.1 1.1 13

⑦Detection efficiency sensitivity

작동조건(2.5kV, discrimination setting 200mV)에서의 sensitivity는 

high voltage와 discrimination level의 변화에 따른 count rate의 변화

로 평가한다. Count rate vs high voltage, count rate vs 

discrimination level을 각각 plot하여 작동 조건 하에서의 slope로 

sensitivity를 평가한다. 다음은 측정된 efficiency 결과이다.

- Slope at operating point :

Efficiency vs high voltage 6%/100volts

Efficiency vs discriminator level 0.1%/1%

⑧안정성

안정성을 40일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같은 조건에서 anode pulse 

height spectrum을 측정하여 평가하 다. 측정결과 2% 미만의 deviation

이 나타나 안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PC를 통한 2D-PSD의 작동

ORDELA 2660N 2D-PSD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작동하지 않고 PC에서 프로

그램으로 작동된다. 작동프로그램은 2660N.exe으로 File/Pots/HV 

Bias/DAC Setting의 네가지 menu로 구성되어 있다. 2660N.exe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HV Bias menu에서 HV Bias on을 선택하면 2D-PSD에 high 

voltage가 인가되어 중성자 검출이 가능해진다. 

(3)2D-PSD에 대한 예비실험

2D-PSD에 대한 예비실험은 포장박스를 개봉한 후 2D-PSD를 꺼내지 않

고 cable들만을 연결한 상태에서 수행하 다. 예비실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그림 5.8.3에 따른 2D-PSD와 부품들간의 연결

- Pulse generator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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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pulse of 1V height, <20ns rise time, >100μs fall time)

- 컴퓨터, 2D-PSD, NIM bin의 전원연결

- Nuclear amplifier를 time constant  1μs, gain 10으로 조절

- Preamplifier output 측정 

이 과정을 거쳐 preamplifier의 output은 positive pulse 3.9V, 

duration 8μs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ORDELA 사에서 제공한 장치 manual

에서 제시한 값(approximately 4V pulse height, 8μs duration time)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PC상에서 구동되는 2D-PSD의 작동 프로그램인 

2660N.exe를 실행하여 PC와 2D-PSD간의 통신상태를 점검하 다. PC와의 

통신상태의 점검은 2660N 프로그램의 firmware version menu을 실행하여 

이루어진다. 실행결과 version 번호를 확인하여 PC와 2D-PSD간의 통신상

태가 정상적임을 확인하 다.

(4) 향후실험계획

2D-PSD는 2D-PSD용 CN 수평공 빔라인에 설치하고 설치 후 제작사인 

ORDELA사의 기술진과 성능평가 실험을 수행한다. SANS 장치의 setup이 완

료되면 2D_PSD를 진공챔버내에 설치하고 표준시료를 2D-PSD로 측정하여 

외국의 기 설치된 2D-PSD의 측정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최적화된 설치 조

건을 확립한다. 그리고 설치시 다음의 제2 비행경로의 기본구조를 고려하

여 설치한다.

O 제 2 비행경로 기본 구조 

- 차폐체는 원통형구조로 내부에 2D-PSD 설치하며, 시료와 설치된 

2D-PSD의 거리가 1m에서 4.5m 사이를 레일을 따라 자동제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2D-PSD 후면에 설치할 차폐체와 원자로 최대 사용 

공간을 고려하여 제 2 비행경로 길이를 가능한 최대로 만든다.  

 - 제 2 비행경로를 최대 40
0
로 회전할 수 있게 하며, 이 제 2 비행경

로와 별도로 1D-PSD를 설치하여 900 회전 할 수 있게 한다.

 

2. 제어장치 및 데이터 습득 장치 

가.제어장치 및 데이터 습득장치의 구성

SANS의 제어장치 및 데이터 습득장치는 모터구동, 시료환경조절, 데이

터 습득으로 구분된다. 그림 5.9.1은 1D-PSD를 기반으로 구축된 제어장치 

및 데이터 습득장치의 구성과 구성된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나타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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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D-PSD로 구축한 시스템은 1D-PSD와 데이터 습득 프로그램을 2D-PSD

와 2D-PSD 데이터 습득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2D-PSD에 대해서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SANS실험의 제어장치 및 데이터 습득장치는 

다음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다.

- SANS Script Program

- PSD Data Aquisition program

- Hanyoung P-100 Temperature Controller Control Program

- Power Korea Motor Controller Control Program

- Log Message Broadcasting Program

- Experiment Monitor Program

SANS script program은 PSD Data Aquisition program, Hanyoung P-100 

Temperature Controller Control Program, Power Korea Motor Controller 

Control Program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Power Korea Motor Controller 

Control Program은 그림 5.9.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터가 장착된 PSD의 

beam stopper와 시료환경장치의 이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Log Message Broadcasting Program과 Experiment Monitor Program은 SANS 

장치가 설치된 Rx hall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실험의 진행과정을 관찰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network상에서 

TCP/IP를 이용해 서로 연결되어 작동함으로써 실험에 필요한 과정들(온도

조절, Sample Holder의 위치 이동, Beam Stopper의 위치 조정, PSD Data 

Taking등)을 순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표 5.9.1은 SANS script 

program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과 그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표 5.9.1의  명령어들을 사용해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Script Program

으로 실행시킨다. 다음은 이렇게 만든 script 파일의 예이다.

예 1) 본격적인 측정전에 sample holder의 중심위치를 알기 위한 scan

      mode를 위한 script

ScanModeExample.inp script 파일 이름

PSD mode scan scan 모드 선택

Title Scan mode test 실험제목 　Scan mode test　

PSD filename Scanmodetest 측정 data는 　Scanmodetest00.dat　로

저장된다. 

PSD time 10 측정 시간=10초.

M1 moveto 0 Motor 1(Sample Holder)를 0의 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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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1 SANS의 제어장치 및 데이터 습득장치

표 5.9.1은 SANS script program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과 그 기능

Command Description

Title {string} 저장될 파일에 들어가는 제목을 정해준다.

M1 moveto {integer} 절대위치 {integer}로 모터(1) 이동.

M1 moveby {integer} 현재 위치에서 {integer}만큼 모터(1) 이동.

M2 moveto {integer} 절대위치 {integer}로 모터(2) 이동.

M2 moveby {integer} 현재 위치에서 {integer}만큼 모터(2) 이동.

PSD mode normal 실제 측정 모드

PSD mode scan 실제 측정 전에 sample holder의 위치를 scan하는 모드

PSD filename {string} Raw data가 저장될 파일의 이름을 정해준다.

PSD repeat {string}
실제 저장되는 파일은 {string}##.dat이다. 이 때 ##는 1씩 증가하
는 정수이다.

PSD time {integer} 측정을 {integer}만큼 반복한다.

PSD resolution {9,10,11,12} 한번 측정하는 시간. {integer} seconds

PSD start 각각 512, 1024, 2048, 4096 channels를 나타낸다.

Temp wait {integer} 측정 시작.

Temp set {integer} Sample 의 온도가 안정되기 까지 기다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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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D start PSD Data Taking.

M1 moveby 500 Motor 1(Sample Holder)를 500만큼

이동

PSD start PSD Data Taking.

M1 moveby 500 Motor 1(Sample Holder)를 500만큼

이동

PSD start PSD Data Taking.

M1 moveby 500 Motor 1(Sample Holder)를 500만큼 

이동

PSD start PSD Data Taking.

M1 moveby 500 Motor 1(Sample Holder)를 500만큼 

이동

PSD start PSD Data Taking.

예 2) 온도를 변화해가면서 측정하는 예.

NormodeExample.inp script 파일 이름

PSD mode normal normal mode 선택

Temp wait 10 온도 조절 중 overshot 또는

 undershot 이후 안정화 때까지 기다릴

시간. 여기선 10분.

Temp set 50 온도를 50도로 맞춘다.

Title 실험제목

Sample1 at temperature 50. Sample1 at temperature 50.　

M1 moveto 0 Motor 1(Sample Holder)를 0의 위치로

이동 

M2 moveto 5000 Motor 2(Beam Stopper)를 5000의 위

치로 이동

PSD repeat 5 PSD Data Taking를 5번 반복한다.

PSD time 600 한번의 측정시간=600초(10분)

PSD filename S1T50 저장될 raw data의 파일 이름

=S1T5000.dat ~ S1T5004.dat

PSD resolution 12 4096 channels.

PSD start 측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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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moveto 5000 Motor 1(Sample Holder)를 5000의 위

치로 보낸다

(sample holder의 다른 sample 위치)

Title 실험제목 

Sample2 at temperature 50. Sample2 at temperature 50.　

PSD filename S2T50 저장될 raw data의 파일 이름

=S2T5000.dat ~ S2T5004.dat

PSD start 측정 시작.

Temp set 100 온도를 50도로 맞춘다.

M1 moveto 0 Motor 1(Sample Holder)를 0의 위치로

이동

Title 실험제목

Sample1 at temperature 100. Sample1 at temperature 100.　

PSD filename S1T100 저장될 raw data의 파일 이름

=S1T10000.dat ~ S1T10004.dat

PSD start 측정 시작.

나.2D-PSD의 데이터 습득 장치

ORDELA Model DAS-100 data aquisition system(DAS)은 PC의 Win95나 

NT OS에서 구동이 가능하며 100ns/event(10MHz)의 성능으로 2차원적인 

2D-PSD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D-PSD에서 검출된 neutron 

event들은 PC에 내장된 Fast Digital Interface(FDI)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되며 DAS-100시스템을 통해서 저장된다. 표 5.9.2와 표 5.9.3은 

DAS-100 시스템의 주요사양과 주변장치들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DAS-100 시스템의 설치과정은 다음과 같다.

- 2D-PSD에서 나오는 두 개의 데이터 cable을 6553 interface box에

  연결(그림 5.8.3)

- 주변장치로 포함된 NI PCI-DIO-32HS 카드를 PC의 PCI 슬롯에 설치

- NI-DAQ software 설치  

- AIM310.2 server software 설치 실행

AIM310.2 server는 DAS-100 시스템의 구동 software로 2차원적인 데이

터의 저장과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softwa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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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2 DAS-100 시스템의 주요사양

Count-Rate Capability 105 neutrons per second

Power Requirements +5V@1A

Shipping Weight 5lbs

표 5.9.3 DAS-100 시스템의 주변장치

1 2660N Processor Logic Board

2 6553 Interface Box

3 Ni PCI-DIO-32HS and NI-DAQ Software for Windows
4 Ni 183432A-01 (1 meter cables)
5 Two(2) data interface cables

6 ORDELA AIM-310.2 Server and Display Software and Manual

3. 일차원 위치민감형 검출기(1-D PSD)를 이용한 SANS 장치 개발

 2차원위치 민감형 검출기(2-D PSD)를 제작하여 하나로 SANS 장치에 

설치하는데는 약 2년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2-D PSD 설치 전에 1-D 

PSD(ORDELA 사 MODEL 1600N)를 설치하여 액체질소 냉각[Bi + Be] 감마선 

및 중성자 필터, 중성자 속도 선별기, 빔 콜리메타, 빔 attenuator 등의 

SANS 장치의 주요부품 특성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2-D PSD 설치 후에 바로 

SANS 장치의 종합적인 특성시험을 수핼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1-D 

PSD 이용하여 등방성 산란체인 micelles의 온도 변화에 따른 SANS 측정과 

구조 분석을 수행함으로 SANS 실험의 측정에서의 해석까지의 일련의 절차

를 확립하 다. 1-D PSD  SANS 장치는 시료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200cm이고, 분해능이 2mm, 유효 검출 역이 60cm인 1차원 검출기에서 단

지 45cm만 SANS 실험 역으로 사용하 다. 표 5.10.1에는 원자로 절대속

이 φ0 = 9.5 x 10
13
 neutrons/cm

2
.sec, 반사체온도 T=35

0
C, 파장 분해능

(Δλ/λ) = 0.1, 평균 파장이 4.75Å 이고 필터의 투과율이 0.5인 경우

에 장치의 기하학적 적정 구조(L1 = 2L2)에서 핀 홀에 크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빔 stop의 크기, 최소 Qmin 및 시료입사 강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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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1 1-D PSD SANS 장치에서의 빔 슬릿계에 따른 중성자속 평가 

 D1(mm)  D2(mm)  Beam Stop(mm) Qmin(Å
-1)  Qmax(Å

-1)  Is(n/cm
2
.sec)

   30   10    30  0.012  0.035  1.6 x 105

   25    8    25  0.010  0.035  1.1 x 10
5

   15    5    15  0.007  0.035  4.1 x 104

1-D PSD SANS 장치의 차폐체의 주요 사양과 1-D PSD SANS 장치의 특성 

시험 및 이를 이용한 micelle의 SANS 측정/구조 해석 결과는 다음에 상세

히 기술하기로 한다.

가. 1-D PSD 설치 및 차폐체 제작 

1-D PSD SANS 장치의 차폐체는 그림 5.10.1과 같이 마름모형

[(50mm+600mm) x 1800mmL x 50mmH]의 빔 개구 주변에 약 100mm PE + 

0.5mm Cd + 5mm Boron Rubber로 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Air pad를 이용

하여 회전 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차폐체 뒤, 1D-PSD 전단에는 모

터 제어할 수 있는 linear translator가 설치되고 그 위에 크기가 다른 

Beam Stop 교환 설치할 수 있게 하 으며, 이 빔 stop은 분리되는 옆면 

차폐체를 제거한 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 다. Air Pad로 지탱하는 

steel plate위에 위의 차폐체를 설치하고 그 뒤에 현재 제작되어 있는 

1-D PSD(ORDELA 1600N) 차폐체(Boron PE 재질)를 고정 설치할 수 있게 하

으며, steel plate를 sample table 회전체에 고정하여 수동으로 회전할 

수 있게 도록  설계되었다. 1-D PSD 차폐체는 제원이 1,800mm(L) x 

800mm(W) x 700mm(H) 인 2개의 테이블을 기억자로 붙히고, 그 위에 Air 

pad 구동용 Al plate를 고정한 복합 테이블 위에 설치하여 일체형으로 만

들어 시료대 중심에서 1-D PSD까지의 거리는 2,000mm로, 빔 중심선 설치 

높이는 CN 수평공의 빔 수평 중심선(1,100mm)에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1-D PSD 장치 데이터 습득 및 제어장치는 기본적으로 2-D PSD의 SANS

측정에서의 제어 모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터 제어장치는 Power Korea

에서 제작된 step motor controller를 기본으로 하여, 빔 step 위치 조

절, 시료 교환대 위치 조절 등의 기능이 있으며, 데이터 습득장치는 SANS 

측정 모드는 모터 위치 제어 외에 시료환경장치 온도 제어, time slicing 

모드, 측정 데이터 동시 display 등의 기능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2-D PSD의 제어장치 및 데이터 습득장치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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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1 1-D PSD 차폐체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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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SANS 장치 이용 빔 특성 평가 및 실험  

 SANS 장치의 실험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장치의 기본 특성인 표준시료

에 의한 Q값 교정, 측정 최소 Q 값 설정, 산란강도 측정, 검출기의 분해

능, 점 채널 측정, 절대속 평가 등을 반듯이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는 장치 교정 및 데이터 해석에 꼭 필요한 내용을 기술하기로 한다. 

(1) 1-D PSD 검출기의 분해능 측정을 위해서 빔 콜리메타의 슬릿계를 

D1 = 26mm, D2=8mm를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검출기 바로 앞에는 빔 개구 

1mm(폭) x 30mm(높이)가 100mm간격으로 설치된 카드늄 판을 설치하여 등

방성 산란체(Plexi glass)인 시료의 SANS 측정함으로써 검출기의 분해능 

상수를 측정하 다(그림 5.10.2).

그림 5.10.2 1-D PSD SANS 장치의 검출기 분해능 상수 측정 

  

측정에는 1600N 검출기의 유효 검출길이 600mm를 1024채널로 사용하 으

며, 두 피크의 측정 채널은 각각 227.27와 404.69로서 177.42채널의 차이

를 보인다. 즉, 검출기에서 1mm는 177.42/100 = 1.7742채널에 해당하므로 

검출기 상수(mm/channel)은 0.5636이다. 이 측정에서의 중요한 점은 직선

빔 위치에 Beam stop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반듯이 빔 attenuator를 놓아 

충분히 강도를 낮추어 검출기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 

(2)  검출기의 점 채널 측정 및 빔 stop 크기 결정  

실험 목적에 따라서 빔 콜리메타의 슬릿 계가 설치되면 검출기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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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슬릿이 약간만 이동하더라도 실제 검출기

의 위치에서는 상당히 멀리 이동된다. 따라서 실험중에 슬릿 계가 변화되

면 점 채널을 반듯이 측정해야 한다. 또한 부수적인 측정 결과로서 검

출기 앞의 빔 stop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측정도 직선빔 위치에 

Beam stop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반듯이 빔 attenuator를 놓아 충분히 강

도를 낮추어 검출기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 그림 5.10.3은 빔 

콜리메타의 슬릿 계가 D1=24/D2=8 및 D1=15/D2=5일 때 시료위치에 5mm의 

등방성 산란체(Plexi glass)을 놓았을 때 측정된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

다. 

그림 5.10.3  슬릿계 및 attenuator 설치에 따른 직선 중성자 빔 강

도 변화 측정 

(3) 위에서 직선 빔의 크기가 결정되면 적정 빔 stop을 설치해야 한

다. 실제로 빔 stop의 크기는 슬릿 계의 조합에 관련된 중성자 강도와 

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관찰하고자 하는 미시구조의 크기에 따라, 즉 

최소 Qmin에 따라서 빔 stop의 크기가 결정된다. 동일 배치(L2=고정)에서 

필요 없이 분해능이 좋은 작은 슬릿 계의 설치는 산란 강도의 손실로 인

한 측정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분해능과 강도를 절충하여 실험 슬릿 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예는 그림 5.10.3에서 알 수 있다. 비록 분해

능이 좋은 경우에는 보다 낮은 Q 역까지 측정할 수 있으나, 이 역은  

시료의 관측 역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단순히 산란강도의 손실만 생기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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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좋은 실험 배치라고 할 수 없다. 중성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다 낮

은 Q 역까지 측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슬릿 계를 가능한 크게 하고 시료

와 검출기의 거리를 더욱 멀리해서 측정하는 것이 좋다. 즉, 원하는 측정 

목적에 따라서 분해능, 산란강도 및 슬릿 계를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   

(4) Q 보정 

측정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 측정 데이타를 Q와 산란강도(I(Q))로 변

환하기 위해서는 검출기의 점 채널, 검출기 상수, 검출기 분해능, 시료

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L2) 및 파장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료

에 입사하는 평균 파장을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미 입자의 크기가 아려

져 있는 표준시료나 또는 chopper를 이용해서 측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장치를 set-up할 때는 chopper를 이용해서 중성자 속도 선별기에

서 나오는 파장을 검증하고, 매 실험 배치가 바뀔 때마다 표준시료를 이

용하여 파장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0.1M CTAB micelle 

시료를 측정하여, 인도의 BARC 및 IPNS의 데이터와 비교 검증하여 장치의 

파장을 교정하 다(그림 5.10.4).

그림 5.10.4 CTAB micelle의 SANS 측정 데이터 비교

위 그림에서 하나로 SANS 측정 데이타는 큰 Q 역에서 IPNS 및 BARC 

값보다도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하나로 SANS 장치의 파장 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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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BARC 및 IPNS값 보다도 커서 smearing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즉 본 

실험에서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액체질소 

냉각 [Bi+Be] 필터를 투과한 3.96Å의 이상의 파장을 사용하 으며, BARC 

장치의 경우에는 BeO 필터를 사용하여 4.7Å의 냉중성자들만 투과해서 평

균파장이 5.2Å(파장분해능 약 15%)이기 때문이다. 그림 5.10.4에서 평가

된 하나로 1-D PSD SANS 장치의 평균 중성자 파장은 4.6526Å의 값을 갖

는다.        

(5)  표준시료에 의한 절대속 검증 

위와 같이 측정된 실험 데이타들은 실제적으로 순수한 시료에 의한 산

란 효과 외에 기본적 장치 특성에 의해서 생기는 효과가 부가되어 측정된

다. 따라서 실제 시료에 의한 순수한 데이터만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잘 검증된, 즉 이미 점 산란 단면적 값이 알려진 표준시료에 대한 SANS 

실험을 수행하여 순수한 장치 효과(계수 )를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

치 계수도 실제 실험 배치에서 빔 콜리메타 의 슬릿의 크기에 따라서 달

라지게 되므로, 관찰하고자 하는 Q 역, 즉 슬릿 크기가 편하면 장치 계

수도 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1D-PSD  장치의 실험에서도 미국 표준

연구소에서 검증된 Silica 표준 시료를 이용하여 빔 콜리메타 슬릿계 

D1=24/D2=8에 대한 SANS 실험을 수행하여 슬릿 계에 따른 장치 계수를 평

가하 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NIST 표준시료에 대한 절대 산란단면적을 

평가하 다. 이 측정에 대한 표준시료로 BARC에서 측정된 CTAB시료를 사

용하 으며, Monitor 500,000에 대한 규격화 인자(normalizing constant)

는 0.23528이었다. 그림 5.10.5는 D1=24/D2=8 슬릿계에서 Silica 표준시

료에 대한 Guinier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Q=0에서의 평가된 절대 산

란 단면적은 fitting 역 Q= 0.019 ∼ 0.039에서 25.38로서 NIST에서 검

증된 25.7과 비교할 때 약 2%의 오차 범위내에, radius of gyration은 

32.7로서 NIST에서 검증된 30.8와 비교하여 약 6%의 오차 범위내에 있음

이 확인되었다. 즉 1-D PSD 실험에서 Ordelar 1600N의 검출기의 전자적 

문제 때문에 통계적 오차가 매우 크지만, 측정된 실험 데이터의 주기성으

로 인해 해석의 결과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검증에서 1-D PSD  SANS 장치의 슬릿계 D1=24/D2=8에서 monitor 계

수율 4,000,000에서의 규격화인자(normalizing constant)는 0.23528이며, 

이 값은 슬릿 계가 D1=16/D2=5로 바뀔 경우에는 재 평가되어야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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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5  NIST Silica 표준시료의 절대 산란단면적 측정 

(6) SANS 실험  

위와 같은 1-D PSD SANS 장치의 특성 시험 외에 CTAB, SDS, Trinton 

X-100 등과 갖는 micelle 및 block copolymer인 F88, gelatin등과 같은 

중합체 시료에 SANS 실험을 수행하 으며, 아울러 중합체 연구용으로 개

발된 시료환경장치에 대한 성능 시험이 함께 수행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

은 제 7절 8.항 소각중성자산란에 의한 미시구조해석기술개발에 상세히 

기술되었다. 본 실험에서의 주요 특성은 하나로의 SANS 장치에서도 SANS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중성자속을 얻을 수 있었으며, 1-D PSD 

SANS 장치의 표준시료에 의한 성능 시험 기술을 확립과 등방성 산란 시료

인 Micelle의 구조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2-D PSD SANS 장치 특

성 시험 및 운 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2-D PSD 장치가 완성

되기 전에 중성자 속도 선별기 및 1-D PSD 장치를 이용한 미시구조 해석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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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탁과제 : SANS에 의한 고분자 연구 및 시료환경장치 개발 

가.SANS에 의한 고분자 연구

본 연구에서는 styrene의 wt%가 각각 0.151과 0.417인 SIS 삼중 블록

공중합체와 비교적 분자량이 작은 hPS 혹은 dPS 단일중합체의 혼합물을 

제조하여 각 혼합물의 SANS profile로부터 미세상 내에서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 다. 이를 위해 각 혼합물에 첨가해준 hPS 혹은 dPS 단

일중합체의 조성에 따른 산란 곡선의 Porod 역의 변화에서 살펴보았다.

 SANS실험은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있는 NG1 SANS (8m SANS) 빔라인에서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중성자의 파장 λ는 6Å이었고, 에너지 해상도 Δλ/λ는 0.25이었다. 

모든 실험은 MicroVax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었고, 이렇

게 얻어진 2D 데이터는 Mac 컴퓨터에서 2D 이미지로 얻어졌다.

SANS 실험은 V4411D/dPS2, V4113/dPS2, V4411D/hPS2, V4113/hPS2 네가

지 혼합물시료에 대해 실시하 다. V4411D와 V4113은 Dexco Polymers로부

터 구입한 SIS 삼중 블록공중합체이고 hPS2는 단일중합체로서 n-butyl 

lithium을 개시제로 사용하여 소량의 THF (tetrahydrofuran)가 함유된 

n-hexane 용매 내에서 음이온 중합법에 의해 무게 평균 분자량이 약 

1,900g/gmol로 합성된 것이다. dPS2는 중수소로 치환된 PS로 Polymer 

Source 사로부터 무게 평균 분자량이 2,300g/gmol인 것을 구입한 것이다. 

4가지 시료에 대해 SANS profile을 구하 고 SANS profile로부터 log I 

vs log q plot을 구하 다. 그림 5.11.1은 4가지 시료에 대한 log I vs 

log q plot을 나타낸 것이다.

dPS와 hPS가 각각 블록공중합체의 PS 미세상 내에 녹아 있을 경우 

SANS로 관찰되는 미세상 계면에는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특히 ‘불균일 

분포’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 차이가 명확히 관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

다. 이러한 계면의 향은 Porod 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림 5.11.1에

서 보면, SIS 블록공중합체와 hPS의 혼합물의 경우는 높은 q값에서 기울

기가 -4가 나와서 Porod 법칙을 잘 만족하는데 비해, dPS와의 혼합물의 

경우는 둘 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4보다 작은 값이 얻어졌다. 

이상의 블록공중합체와 중수소로 치환되거나 혹은 치환되지 않은 저분

자량 단일중합체 혼합물의 SANS 결과로부터 미세상 내에서의 단일중합체 

분포와 미세상 계면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

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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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 Profiles of V4411D/dPS2 Mixtures a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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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 Profiles of V4411D/hPS2 Mixtures at R.T.

q (nm-1)

0.1 1.0

Ab
so

lu
te

 In
te

ns
ity

 (c
m

-1
)

10-2

10-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0 (w/w)

9/1

7/3

8/2

-4

SANS Profiles of V4113/hPS2 Mixtures a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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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1 고분자 혼합물의 상온에서의 log I vs log q plot. 

나.시료환경장치

SANS장치를 위한 기본적인 시료 환경 장치는 미국 NIST에 있는 8m 

SANS instrument를 기준으로 하 다. 온도조절장치는 제이오텍 RBC-31 모

델과 한 전자의 PID controller(HY-P100)로 구성된 -40도에서 80도까지 

조절가능한 유체 순환형 온도조절 장치와 가열봉(omega heating 

cartridge: model CIR-1012/120V)를 이용한 상온에서 250도까지 조절가능

한 두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341 -

5.SANS전면 바닥공사 

가. 공사개요 : 

(1) 계약금액 : 2,790만원 (준공금액 : 24,409,000원)

(2) 계약업체 : 오성종합건설

(3) 공사기간 : 1999.11.25∼2000.2.22

(4) 2000. 2. 10 공사완료, 2000. 2. 22준공.

나. 공사내용 

SANS 설치 역에서 2D-PSD 진공챔버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수평공 중

성자빔 중심으로부터의 높이와 바닥의 수평도를 유지하고 정  시공하기 

위하여 바닥에 철판을 설치하여 중성자분광장치들이 안정되고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 수행업무

바닥공사 업무는 1999년 8월부터 설계를 시작했으며 우선 하나로건설 

도면을 기초로 하고 원자로홀 호이스트의 SANS전면 바닥에 설치될 2D-PSD 

진공챔버에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략의 평면 설계도를 그림 5.12.1과 같이 

작성하 다[5-11,5-12,5-13,5-14]. 건축관련 업무이기에 시설과 송인택씨

와 협의하여 공사내역서와 working schedule를 작성하 다. 

그림 5.12.2와 같이 기존 SANS전면 바닥의 레벨측정을 하 으며 SANS

장치 개요도를 작성하고 2D-PSD 진공챔버가 바닥에서 52°회전하는 역

을 나타냈다. 그리고 SANS전면 바닥에 2D-PSD 진공챔버 회전 구동을 지지

하는 레일설치를 위해 18장의 철판을 설치하는 것을 그림 5.12.3에 나타

냈다. 

표 5.12.1과 같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면적, 둘레, 깊이 및 철판수량 

등의 공사내용을 요약하고 바닥공사시방서를 작성하 으며 시설과의 협조

로 산출된 공사예정비용을 토대로 내부승인을 받았다. 이 내부결재를 시

설과에 발송하여 공사발주는 시설과에서 주관하여 발주하 으며 11월 22

일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졌다. 

SANS전면 바닥에 설치할 base plate 철판은 초기 설계에서는 바닥에 

심는 철판 1층과 그 위에 수평을 잡기 위한 판 2층 등 3층의 판재를 설치

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엄청난 제작비용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통하여 

바닥에 심는 1층의 철판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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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업무수행 일정

상기에서와 같이 기존 바닥 콘크리트 제거작업에서 먼지가 발생되어 

원자로에 악 향을 막기 위해 그림 5.12.4에 강관비계를 설치하고 비닐천

막을 설치하 다. 

1999.12.20  SANS 바닥공사부분 강관비계 및 비닐천막 설치 

1999.12.21  27장의 철판을 설치할 바닥부분에 마킹용 먹메기기 

1999.12.26  먹메기기 계속

2000.01.04  철판설치를 위한 바닥 콘크리트 철거작업

2000.01.05∼2000.01.12  콘크리트 철거작업 계속

2000.01.15  바닥 철거물 잡석등 원자로 밖으로 운반 및 청소

2000.01.17  SANS설치구역 에폭시페인트 절단 및 제거 작업

2000.01.18∼2000.01.20  이물질 제거 및 청소 계속

2000.01.19∼2000.01.23  앵커볼트 및 철판설치

2000.01.24  슈퍼 콘크리트 1차 타설 

2000.01.29  슈퍼 콘크리트 2차 마감타설 

2000.02.03  에폭시페인팅 

2000.02.03  에폭시페인팅 건조

2000.02.07  에폭시페인팅 마감 및 비계 철거 

마. base plate 철판설치 절차

제작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통하여 3층의 철판을 1층으로 

설계변경하고, 이 1층의 철판 수를 18장에서 27장으로 늘렸는데 base 

plate 철판 설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가 제거된 부위의 기존 원자로 바닥 철근에 앵커볼트를 

용접한다. 

(2) 이 앵커볼트에 설정된 높이로 받침너트를 조립하고 그 위에 철

판을 올려서 철판의 수평레벨을 측정하면서 정확히 세팅을 한

다. 

(3) 철판 레벨이 정확히 설정되면 앵커볼트 조립된 받침너트를 점용

접한다. 

(4) 철판의 기울어짐이나 끄덕거림을 확인하면서 다시 철판의 레벨

의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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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이 완료된 철판은 앵커볼트에 직접 용접하고 철판 위로 올

라온 볼트 부위와 용접비드를 핸드 그라이더로 갈아낸다.

바. 슈퍼 콘크리트 타설과 에폭시 페인팅

기존 원자로바닥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철판을 앵커볼트에 설치한 나

머지 공간에 그림 5.12.5와 같이 슈퍼콘 혼합압송기에 의해서 Q마크 인증

품인 효광석재산업(주)의 슈퍼콘크리트를 타설하 다. 시공방법은 바닥청

소, 프러이머 도포, 슈퍼콘크리트 혼합 및 타설, 스파이크 롤링, 양생 순

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슈퍼콘크리트 타설법의 장점은 바닥평면도가 우수하고, 공기단

축 및 빠른 경화속도로 시공능률이 우수하며 높은 강도와 우수한 접착력

을 들 수 있다. 슈퍼 콘크리트는 3일만에 완전히 양생이 되었다. 슈퍼 콘

크리트로 1차의 self leveling이 이루어진 그 위에 고려화학의 에폭시페

인트 EU225(N)PTA-E-40622 greenish gray 페인트를 사용하여 더욱 평활하

고 매끈하며 요구하는 색상의 바닥면을 얻을 수 있다. 

표 5.12.1  바닥공사관련 업무내용 및 성과물

설계 및 공사 

공사

규모

- 면적 : 70m2, 둘레 : 33m

- chipping 깊이 : 철판 아래에 기초볼트를 조립 바닥

철근과 연결 가능한 깊이,

- base plate 철판수량 : 18장⇒27장

업무

범위

- 바닥 chipping, - 철판 정 설치

- 고강도 콘크리트 및 self leveling 몰탈위 에폭시 페

인팅

성과물
- 개념설계도면 : 5매

- 시방서 : 2건









- 347 -

그림 5.12.4  바닥공사 강관비계

그림 5.12.5  슈퍼 콘크리트 혼합압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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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verbridge설치 설계 및 공사

가.공사개요

(1) overbridge 설계 

(가) 계약금액 : 530만원 

(나) 계약업체 : 고유건축사사무소 

(다) 공사기간 : 1999.11.24~2000.1.7 

(라) 1999.12.22  준공 

(2) overbridge 공사 

(가) 계약금액 : 7,000만원 

(나) 계약업체 : 오성종합건설 

(다) 공사기간 : 2000.01.13~2000.3.10

(라) 2000.3.10 준공

나. 공사내용

하나로에 SANS장치 설치로 인하여 방문자들이 원자로 지하층으로 통행

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자로 서쪽벽 2층 위치에 방문

자 및 근무자 통행을 위한 overbridge를 철골구조로 설치코자 하 다. 그

리고 지하층 PNS장치 전면 및 BNCT 주변에 사용 가능한 공간이 부족하므

로 철골구조의 overbridge 아래에 PNS용 실험실을 콘테이너 박스형태로 

설치코자 하 다.

다. 수행업무

overbridge 공사 관련된 업무는 바닥공사와 함께 수행했는데 초기에 

하나로 건설도면을 기초로 그림 5.13.1과 같이 개념설계를 하 으나 이 

도면만 가지고 공사의뢰를 하기에는 부족하여 시설과 송인택씨가 그림 

5.13.2와 같이 overbridge 개략설계를 해주었다. 이 도면을 근거로 시방

서가 작성되었고, 공사관련 업무내용도 표 5.13.1이 정리되었으며 바닥공

사와 함께 overbridge 공사에 대한 내부승인을 받았다.

overbridge 설치공사 설계용역은 1999년 11월 24일 고유건축사사무소

와 이루어졌는데 overbridge가 하나로 서쪽과 북쪽벽에 붙어서 설치되므

로 설계에 많은 간섭사항을 고려하여야 했다.

우선 건축사무소에서 그림 5.13.3과 같이 11개의 수직빔을 세우는데 

그 빔위치가 우선 SANS전면을 피해야 하고 두번째로 PNS 실험에도 간섭을 

주지않고 overbridge 아래로 설치될 PNS용 실험실을 지지하여야 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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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는 overbridge의 북쪽 끝이 철골계단으로 기존의 실험실 통로와 자

연스럽게 연결되어 방문자 및 근무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했다. 

수평빔은 그림 5.13.4와 같이 서쪽벽 기존의 하나로 계단과 elevation 

(+6,920)을 같게 하여 통행자의 편리함을 도모하면서도 SANS전면에서는 

하나의 수평빔으로 연결되도록 하 고 향후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냉중

성자원시설 설치시 필요하면 그 부분만 제거가 가능하도록 빔과 빔 사이

를 볼트로 체결하 다. 그리고 SANS와 PNS실험의 향후 실험환경을 고려하

여 수평빔 아래로 메탈전등을 설치하 다. 또한 overbridge와 실험실 천

장을 50cm정도 띠어서 통행자의 소음이 실험실에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하

다. 수평빔 위쪽으로 서쪽벽에 소방라인이 지나가고 있어 이 소방라인

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옆으로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overbridge 양

쪽에 핸드레일이 있어 안정감을 더해 주도록 하 다.

하나로동 원자로홀 overbridge 설치공사는 2000년 1월 10일에 오성종

합건설(주)와 계약이 되었으며 설계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쪽벽 소

화전 앞의 수직빔이 설계위치에 세워지면 소화전 개폐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시설과의 검토를 받아 빔위치를 동쪽으로 40cm 이동하여 설치했

다. 이것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유건축사무소의 자문도 받

았다. 공사 완료된 하나로동 원자로홀 overbridge 전경을 그림 5.13.5에 

나타냈다. 

라. 공사수행 일정

2000.01.13  철재류 반입 및 방청페인팅

2000.01.18  철골제작 시작

2000.01.27  철골제작 및 내방사성페인팅 작업 

2000.02.01  철계단 제작  및 페인팅작업

2000.02.07  제작  및 페인팅작업 계속

2000.02.08  철골 원자로반입, 설치 및 조립작업 

2000.02.21  철골 설치 및 볼트 조립작업 

2000.02.26  bridge 바닥용 사각채널 설치

2000.02.27  철골 페인팅 및 실험실 바닥판 설치

2000.02.28  bridge 바닥판 설치

2000.02.29  철계단 및 핸드레일설치, 전기공사 준비

2000.03.01  철계단 및 핸드레일설치, 전기공사 준비

2000.03.04  철계단 및 핸드레일설치, 실험실 샌드위치 판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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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7  bridge 철재부분 도장

2000.03.09  작업현장 정리 및 철수작업

표 5.13.1  overbridge 공사관련 업무내용 및 성과물

설계 공사 

공사

규모

- 통행로(bridge) 길이×폭 : 17,500×900(기둥부분 제외) 

- PNS용 계측실 : 5,000×2,670×2,500 

업무

범위

- 통행로(bridge) 상세설계

- 설치공사 간섭사항 검토

- 이용 간섭사항 검토

- 설계 안전성 검토

- 철골기초공사

- 철골 구조 설치공사

- 통행로(bridge) 설치공사

- 철골 계단 설치공사

- PNS용 계측실 설치공사

성과물

- 개념설계도면 : 10매

- 상세설계도면 : 27매

- 시방서 : 2건

- 하나로동 원자로홀

  overbridge 











- 355 -

그림 5.13.5  공사 완료된 하나로동 원자로홀 overbridge 전경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040/99

    제목 / 부제 

        중성자빔이용연구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이창희 (하나로이용기술개발팀)

연 구 자 및 부 서 명 이정수, 성백석, 심해섭, 박국남, 최용남, 한 수, 최병훈,  

      최 현, 정정환, 김헌준, 김용채,전병칠, 김이경, 이진호, 남기용, 김신애,

      홍건표, 이충목, 송수호, 채성기, 최창웅, 이용덕, 임인철, 조만순, 손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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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중성자빔이용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중성자는 물질의 정적, 동적 미시구조 연구에 유력한 산란 특성으로 

기초 물성 연구에서 첨단 신소재 개발 등의 재료과학 연구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현재 해외 여러 연구소에서는 중성자 법을 강조한 냉‧열 중

성자원을 갖춘 고출력 연구로를 운 하거나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

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노심 주위에 중수 

감속재를 설치한 고성능의 30 MW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를 건조 운

하고 있다. 하나로는 1995년 2월 첫 임계를 달성한 이래 단계적인 출력 

운전 시험을 거쳐 현재는 설계출력의 80% 수준에서 매주 3일간 정기적

으로 운전하고 있다.

하나로의 수평 실험공에서 얻어지는 중성자 빔을 이용하는 기술개발

은 기술적, 경제산업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성자를 이용한 기초 물성연구를 통하여 

신소재 특성 평가 및 개발, 고분자 및 생체구조 연구 등을 수행함으로

서 고부가가치의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중성자투과 비파괴검사

에 의해서는 고방사능 핵연료 및 원자로 부품 검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

성을 향상시키고, 산업용 복합 구조재, 우주항공 부품, 화공품, 방위산

업 부품 등의 검사로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중성자 빔 이용시설로서 하나로 이용 극대화

를 통한 국가원자력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한편, 원자력의 국

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과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하나로 수평공에 서로 상보적인 중

성자 빔 이용 시설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재료 평가 기술을 축적함

으로써 금속 및 합금, 자성체, 고기능 세라믹, 생체 고분자, 중합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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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구조/기능 재료의 구조해석 및 상전이 연구 등의 기초 물성연

구를 수행하는 한편, 금속재료의 기계적/물리적 성질에 대한 이방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집합조직, 재료 수명에 관련된 잔류응력 측정 및 방

사선 조사손상 연구 등과 같은 공학적인 연구도 수행할 수 있는 범 국

가적 시설로서의 개발 작업을 수행하 다. 또한 일부 시설은 설치 및 

특성 시험을 마치고 자체 연구와 더불어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개

방하여 공동 이용을 시작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고분해능 중성자분말회절장치(HRPD) 개발 및 이용

2. 잔류응력 측정장치 개발 및 성능시험

3. 4축 단결정 회절장치(FCD)의 개발 및 이용

4. 중성자 래디오그라피(NR) 기술 개발

5. 중성자 소각산란 분광장치(SANS) 개발

6. ST3 수평실험공 준비

7. 냉중성자원 설계 개념 정립과 개념 설계

8. 분광장치 주요 부품과 시료환경장치 개발

9. 중성자 분광기술 개발

Ⅳ. 연구개발결과

  1. 고분해능 중성자분말회절장치 개발 및 이용

1994년부터 2년 반에 걸친 제작 후에 1996년 후반부터 ST2 수평 실험

공에 설치하기 시작한 본 장치의 설치 및 성능 시험이 계속되었다. 기계

적인 성능 시험과 전자제어 구동시험을 수행한 결과, 정 도 및 안정도가 

우수함을 확인하 다. 이어서 중성자를 이용하여 Ge(331), Ge(335) 및 

Cu(220) 중성자 단색기 정렬 시험을 수행하므로서, 단색화 빔을 이용한 

종합적 성능시험에 착수하게 되었다. SRM-Si, Ni, Al2O3 및 YIG 분말을 이

용한 중성자 파장 교정, 분해능 특성 측정, 회절상 형태 등 종합 시험을 

수행하여 분해능(최소 반치폭 : 0.3o), 신호대 배경계수비(Signal to 

background ratio, Ni에서 약 60), 중성자속(30MW에서 2x10
6/cm2-sec) 등

에서 세계 수준급의 장비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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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치 개발과 아울러 이용연구 고도화를 위한 시료 용기 등 보조도

구 및 각종 시료환경장치 개발이 병행되었다. 보조도구로서는 바나듐 및 

TiZr 시료 용기, 시료 회전대를 개발하 다. 시료환경장치로서는 10K-상

온 범위의 저온장치, 온도 범위가 10K-상온이고 자장이 0-1T인 자기장/저

온 장치 및  상온-1300K 온도 범위의 고온 진공로를 개발하 다. 또한, 

회절실험용 시료의 열처리 및 개스 제거를 위한 최고온도 1500K의 고온 

진공로를 제작하 다.

1998년 1월부터는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개방하여 이용 실험을 

시작하 으며, 1999년 12월말까지 산업계 23건, 학계 140건, 연구계 180

건의 측정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 주요 실험 대상은 핵연료 재료, 원자로 

구조재, 거대자기저항 시료 등 자성재료, 유전체, 형광체, 2차 전지재료, 

강판 및 알루미늄 등 산업용 금속재료들이며, 이들 재료에 대한 구조해

석, 상전이, 정량 상분석 등이 수행되었다.

  2. 잔류응력 측정장치 개발 및 성능시험

HRPD를 공업용 재료의 잔류응력 측정에 이용하기 위한 부가장치 및 측

정/분석 기술 개발을 수행하 다. 시료 내부를 잘게 스캔하기 위한 빔 슬

릿 시스템과 HRPD의 다중검출기를 교체하여 사용할 일차원 위치민감형 검

출기 장치를 개발하 다. 이후 북미/유럽 Round Robin 시료(알미늄 Ring 

& Plug와 SiC 복합 분말시료)를 이용한 성능 평가 시험을 수행하 으며, 

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AECL(카나다) 및 JAERI(일본)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본 장치의 성능이 매우 우수함을 입증하 다.

  3. 4축 단결정 회절장치의 개발 및 이용

ST2 수평 실험공의 중성자 빔 일부를 HRPD와 공유하는 본 장치의 제

작, 설치 및 성능 시험이 수행되었다. Euler Cradle을 장착한 시료대, 중

성자 검출기 및 계측제어 장치의 제작/설치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Ge 단색화 결정 설치와 정렬을 끝내고, 금박 및 

image plate를 이용한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 속 세기 및 분포 측정,  

Ni 분말시료를 이용한 중성자 파장 교정 등을 수행하 다. 이후 단결정 

표준시료 KCl 및 KDP를 이용한 시료 방위 설정 정 도, 대표적인 반사면

에 대한 회절피크 측정 및 방위설정 matrix 계산, 측정 피크의 반치폭에 

의한 장치 분해능 특성 평가 등 종합 성능 시험을 수행하 다.

본 장치는 단결정 재료의 구조해석 뿐 아니라, 산업재료의 집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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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에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술 개발도 수행하

다. 서울 연구로 2호기에서 이미 집합조직을 측정 및 분석한 바 있는 

Zircaloy-4 판재 시료에 대해 집합조직을 측정한 결과, 서울연구로 2호기

에서 시간 제약으로(저출력) 1/4-상한 구역만을 장시간을 소요하여 측정

할 수 있었던데 반하여 하나로의 고중성자속으로 인해 분해능 개선과 아

울러 1/4-4/4상한 전 구역을 20배 이상 단시간에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

하 다.

1999년 후반부터는 시험과 이용 실험을 병행하 으며, Chrysoberyl, 

ZrO2, KDP 등의 단결정 구조 해석과 열연/압연 강판, 알루미늄 판재 등의 

집합조직 측정을 위해 산업계 6건, 학계 6건, 연구계 4건의 이용이 있었

다. 

  4.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기술 개발

전 단계에서 설치와 기본 성능시험을 마친 본 장치에 대한 정  성능 

평가를 수행하 다. 또한 이용기술 개발로서 필름에 의한 직접법 및 전환

막에 의한 간접법의 촬  및 현상 기술, 마이크로 래디오그라피에 의한 

탄소강내 붕소 분포 측정기술, 그리고 화상 수집/처리 프로그램 개발 등 

중성자 화상처리 기초 기술개발을 수행하 다.

본 장치의 활용 빈도는 아직 높지 않은 편이나, 방위산업, 항공산업, 

주물산업, 복합구조재, 중금속 용기 검사 및 원자력 관련 학생 교육 등 

산업계 10건, 학계 12건, 연구계 18건의 이용이 있었다.

  5. 중성자 소각산란 분광장치 개발

CN 수평공에 설치하는 본 장치의 상세 설계, 주요부품 개발, 시험 및 

설치, 빔 특성 시험 등을 수행하 다. 상세 설계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빔 

셔터, 콜리메타, 단색화장치 등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한 제작이 이루어졌

다. 빔 특성 평가로서는 CNS 수직공내 중성자 특성 핵계산, 이중 PG(002) 

결정법 및 TOF법을 이용한 CN 수평공 중성자 빔의 파장 분포 측정, Be/Bi 

필터 투과 중성자의 중성자 파장 분포 및 투과도 측정 등을 수행하 다. 

또한, 직사빔에서의 배경산란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중성자 V-bender의 

입사/반사 빔간 각도 벌어짐 특성 및 투과도 측정도 이루어졌다.

본 장치의 검출기 장치로서 2D-PSD 장치의 검출기 본체와 계측 시스템

을 미국 Ordela사에 발주하여 개발하 고, 이를 설치할 개형 진공 용기를 

설계, 제작하여 진공도 및 검출기 이송대 등 내부에 설치할 기계적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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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

고분자 분야의 이용을 조속히 촉진하기 위해 시료 고정대와 고온 시료

환경장치를 개발하는 한편, 검출기의 효율 보정, q-range 교정 등에 필요

한 절차, 표준시료에 관한 정보 및 교정 기술을 습득하 다. 또한, 

2D-PSD를 설치하기 전에 1D-PSD를 이용하여 장치 전반의 설계 변수값을 

평가하고, 측정, 해석 절차를 습득하기 위해 1D-PSD 장치를 개발하여 실

험을 수행하고, 자료 해석 절차 및 S/W 이용 기술 등을 습득하 다.

  6. ST3 수평 실험공 준비

ST3 수평 실험공에는 다음 단계에 계면과 박막재료 연구를 위한 중성

자반사율 측정장치(Reflectometer)를 설치할 계획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이 수행되었다. 회전 셔터/콜리메터 구동부의 정비, 카드뮴 도금 강

판 콜리메터의 설치, 주변 바닥 편평도 측정 등 ST3 수평공 관련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개발할 장치에 대한 예비 작업으로서 하나로 중성자반

사율 측정장치의 개념 검토, 부품시험 장치를 겸할 중분해능 회절장치 개

념 설계와 평가 등을 하 다. 

  7. 냉중성자원 설계 개념 정립과 개념 설계

차후에 CNS 수직공에 설치할 냉중성자원에 대한 개념 설계와 안전 규

제 요건, 운전 조건 및 유지 보수 조건 등 설계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다.

  8. 분광장치 주요 부품과 시료환경장치 개발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이용 단계에 들어간 분광장치들을 이용한 

연구 분야 확대와 고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부품 및 시료환경장

치 개발을 수행하 다.

가. 중성자 단색화 결정 개발과 평가 - PG 및 Ge 단결정 특성 평가

나. 고분해능 콜리메타 개발 - 카드뮴 도금 강판 콜리메터 개발

다. HRPD 저온 시료환경장치 개발 - 최저 온도 10K의 CCR cold head

라. HRPD 고온 시료환경장치 개발 - 최고 온도 1,300K의 고온 진공로

마. 시료 열처리용 고온 진공로 개발 

    - 최고온도 1,800K, 진공도 2x10-6torr의 고온 진공로

바. 자기장-저온 시료환경장치 개발 - 최대 자장 1T의 전자석 및 

      최저온도 10K의 Closed Cycle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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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SANS 고분자용 시료환경장치 개발 - 온도 역 상온-150
o
C

아. 중성자 1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 개발 

    - 검출 역 200x100(효율>60%), 120x100mm
2
, (효율>50% @1.8A)

  9. 중성자 분광기술 개발

중성자 분광실험에 의한 연구 역을 확대하고, 장치 개발, 운 과 이

용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분광기술 개발을 병행하 다. 

가.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에 의한 정량 상분석 기술

나. 집합조직 측정 및 해석 기술 개발 

다. 집합조직을 가진 다결정 재료의 Rietveld 해석 

   라. 집합조직을 갖는 공업재료의 결정 구조 해석 및 정량 상분석 

       기술 개발 

마. 단결정 측정/해석 기술 개발

바.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법 개발 

사. 자성체 구조 해석 기술개발

아. 중성자 소각산란에 의한 미시구조 해석 기술 개발

자. 중성자조사 Auto-radiography 

차. 중성자 supermirror 이용기술 개발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주 연구개발 결과는 HRPD, FCD, NRF, SANS 등 중성자 분광장치와 이들

을 활용하기 위한 분광기술이다. 이들 중성자 분광장치들은 국내 유일의 

중성자원인 하나로에 설치되어 국내 물리, 화학, 금속, 세라믹스, 고분

자, 광물, 기계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초과학과 공학적 응용 연구에 이용

될 수 있으며 원자력 관련 이용에서도 중성자 산란에 의한 재료 물성 평

가 및 설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들 장치는 포항 방사광 가속기 시

설과 함께 국가 주요 연구 기반을 이루며 앞으로 이용 기술 발전, 국내 

이용자 증가와 경험 축적 등 기반 확대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

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중성자 분광기술의 고도화,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기 개발한 분광장치들의 활용한 연구개발에 주력하며 SANS 및 PNS, REF 

등 계획된 분광장치들의 개발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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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성자 분광장치와 실험 설비 설계, 제작과 설치, 특성 평가 기술 

확보에 따라 향후 타 분광장치 개발에 보다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접근

할 수 있다.

2. 분광장치 주요 부품 개발과 국산화 그리고 국제적인 연구소들과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한다.

3.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 회절장치 및 중성자 4축 단결정 회절장치를 

이용하여 원자로 재료 및 신소재의 정적/동적 미시구조 연구를 통한 데이

터를 생산하는 한편, 집합조직/잔류응력 측정 및 해석으로 재료 물성 평

가와 개선, 설계자료 생산에 활용한다.

4.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개발에 따라 금속조직 및 방사선 조사손상 연

구, 자성체 및 나노 입자 등 금속과 세라믹스, 중합체의 구조 및 거동 연

구, 생체거대분자 구명 연구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5.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를 이용하여 원자력, 항공/우주/방위산

업, 기타 일반 산업체의 복합구조재 등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특수 

부품에 대한 중성자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 산업적 파급효과, 안전성 향

상,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미시래디오그라피 기술을 탄소강 등 금

속재질 개선에 활용한다. 

6. 중성자 빔 이용 연구 활성화 및 고도화에 따라 산‧학‧연 이용자 요

구에 부응하는 중성자 이용 프로그램 및 이용기술 개발에 활용하여 기초 

및 응용과학의 기반 구축을 공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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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Neutron Beam Application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With materials of ever-increasing complexity becoming key 

elements of the technologies underpinning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ere is an ongoing need for tools that reveal the 

microscopic origins of physical, chemical, electrical, magnetic, 

metallurg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Neutron scattering is one 

such powerful tool for the study of structure and dynamics of 

materials. Neutrons are well suited to these purposes for several 

reasons owing to its unique scattering characteristics. Neutrons 

have, therefore, contributed to wide research fields of materials 

properties and to the development of new materials. High flux 

research reactors equipped with heavy facilities for neutron 

experiments have been constructed and planned in several advanced 

countries to enhance neutron scattering research capability.

 KAERI constructed the 30MW research reactor, HANARO, with heavy 

water moderator having various design features for nuclear power 

development and utilization. It reached its first criticality in 

February, 1995 and it has been operated by three days a week around 

80% of its full power level for last 2 years.

Technology development for neutron beam utilization at HANARO has 

a great importance in technical, industrial and social aspects. As 

for basic studies, neutron scattering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s among chemical composition, structures and dynamics, 

and physical behaviour on hard and soft matters. And so it gives 

many critical information and contributes to advanced technology 

development. The neutron radiography is useful for non-destru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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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of radioactive nuclear fuels and components, and it, therefore, 

contribute to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The technique 

could be also well used to non-destructive inspections of industrial 

composite materials, space and air industry components, and the 

defence industry. This work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domestic nuclear researches and development and to form a 

national research facility as an unique neutron source.

This project consists of design, fabrication and operation of 

neutron beam facilities and development of neutron scattering 

techniques for the materials research. These techniques can be 

applied to wide research areas such as the structure analysis and 

phase transition of metals and alloys, magnetic materials, fine 

ceramics, bio-materials and polymers, etc. Also, these can be 

applied to the engineering researches such as evaluation of 

texture, residual stress and radiation damage. The installation 

and the performance tests of some facilities have been finished in 

this period and those are opened to the external users from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high resolution neutron 

powder diffractometer

2. Development and performance test of the residual stress 

measurement facility

3.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four circle neutron 

diffractometer

4. Development of neutron radiography techniques

5. Development of the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6. Preparation of ST3 horizontal beam port

7. Summary of conceptual design of HANARO cold neutron source 

8. Development of main components for neutron spectrometer and 

sample environments

9. Development of neutron scatter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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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high resolution neutron powder 

diffractometer (HRPD)

After the fabrication of HRPD for 2.5 years since mid 1994, the 

installation had been done at the ST2 beam port from 1996 to the end 

of 1997. Its performance test had been carried out just after 

installation. The mechanical performance and control driving test 

showed that HRPD had excellent precision and stability. After the 

alignment test of Ge(331), Ge(335) and Cu(220) monochromators with 

neutron beam, full performance test using monochromatic neutron beam 

was started such as wavelength calibration, intensity and resolution 

characteristics by diffraction of SRM-Si, Ni, Al2O3 and YIG powders. 

It was shown that resolution (minimum FWHM : 0.3°), Signal to 

background ratio (60 in Ni) and neutron flux at the sample position  

(2x106/cm2-sec at 30 MW) are very excellent, and it could be regarded 

as a highly competitive neutron diffractometer in the world. 

Several supplementary tools and sample environments were 

developed togeth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HRPD rapidly. The 

sample cans made of Vanadium and TiZr alloy, and the sample rotator 

were developed. A low temperature sample environment down to 10K 

using a cold head of Gifford-Mcmahon type closed-cycle refrigerator, 

a cryogenic/magnetic field environment down to 10K / up to 1T and a 

vacuum furnace up to 1,300K were fabricated. And another vacuum 

furnace up to 1,500K was made for heat treatment and degassing of 

specimens. THe HRPD has been opened to the external users from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since January 1998 

and the number of experiments during 1998-1999 were 23 from 

industries, 140 from universities and 180 from research institutes, 

respectively. The samples were nuclear fuel materials, structural 

materials of reactor, wide oxide compounds, magnetic materials such 

as colossal magneto-resistance materials, dielectric and fluor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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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industrial application such as steel and aluminum 

alloy, and rechargeable battery materials.

2. Development of the residual stress measurement facility

In order to measure the residual stress of engineering materials 

at the HRPD, the optional devices, tools and techniques for 

measurement and analysis were developed. That is, 1D-PSD(Position 

Sensitive Detector) unit to be used in place of multi detector in 

HRPD and beam slit system for fine scanning of gauge volume in 

specimen were developed. The performance test was carried out using 

the Round Robin specimen(Al ring & plug and SiC composite powder 

specimen). Comparing with AECL(Canada) and JAERI(Japan) data, 

procedure and its measuring capability was quite comparable to them. 

3.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four circle neutron 

diffractometer (FCD)

The fabrication,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test of the FCD 

which shares the ST2 beam port with the HRPD has been done. The 

sample table with an Eulerian cradle, detector unit and counting & 

control system were developed and installed. Also, the instrument 

control program for single crystal and texture measurement was 

developed and tested. After installation of the Ge monochromator, 

neutron flux distribution at the sample position was evaluated by Au 

wire activation and image plate. The wavelength calibration was made  

by Ni powder. By diffraction measurements of KCl and KDP(KH2PO4) 

single crystals, precision of the sample alignment was determined. 

Also, the procedure and control test such as diffraction peak from  

representative reflection planes, computation of the orientation  

matrix and evaluation of resolution were carried out. FCD can be 

used for the texture measurement of engineering materials as well as 

single crystal study. 

Zircaloy-4 sheet sample whose texture was measured at TRIGA 

MARK-III reactor was measured again by the FCD. Comparing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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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old data, the resolution is much better, and full 1/4∼4/4 

phases can be measured in a very short time (approximately 20 times 

faster) due to the high flux of the HANARO. FCD has been opened to 

the external users since second half of 1999. Structure analyses of 

Chrysoberyl, ZrO2 and KDP single crystals and texture measurement of 

hot/cold rolled steel plate and Al alloy sheet were carried out. The 

number of experiments was 6 from industries, 6 from universities and 

4 from research institutes. 

4.  Development of neutron radiography techniques

In the previous phase, the installation and basic performance 

test of the NRF had been done already. The full performance test of 

the NRF was carried out in present phase. The techniques of direct 

method by film and indirect method by transfer screen were well 

established, and boron distribution measurement in carbon steel by 

neutron induced auto-radiography wwas developed, too. Also, a 

prototype for neutron image processing such as collecting and 

processing S/W of image data were developed.

 The facility has been used in the non-destructive test for 

defence, space and air industry components and general industrial 

materials. Also, the students training from 5 universities related 

to nuclear engineering was provided annually. The number of 

experiments was 10 from industries, 12 from universities and 18 from 

research institutes. 

5. Development of the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Detailed design, development and installation of most of main 

instrument components to be installed at CN(cold neutron) beam port, 

and characterization of the flux distribution of the port were 

carried out. Nuclear calculations for various configuration of the 

CNS vertical hole, measurement of neutron wavelength distribution at 

CN port by double PG(002) crystals method and T-O-F method has been 

measured. The evaluation of the neutron energy distribu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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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properties of the Be/Bi filters was made. In order to 

reduce the background and stray scattering from the direct beam, 

transmission and angular separation between incident and reflected 

neutron beam of the V-bender were measured.

Detector part and counting system of 2D-PSD were developed by the 

company, Ordela(USA). The large vacuum chamber, which will contain 

the detector was designed, fabricated and fully tested. 

A sample holder and high temperature heater block were developed 

for polymer applications. Procedures of detector efficiency 

correction, q-range correction, and information and techniques on 

standard samples has been established. The procedures of measurement 

and analysis, and related S/W for the 1-D PSD system  were acquired.

6. Preparation of ST3 horizontal beam tube

Since the installation of neutron reflectometer (REF) for the 

measurement of characterization on thin film is scheduled in the 

next phase of this project, various preparatory works has been 

underway. Maintenance of the inpile section of the port such as the  

rotating shutter collimator, installation of collimator with cadmium 

plated steel sheets and mapping of ST3 ground flatness, etc. were 

done. As a preliminary planning for the facility, concept of the REF 

and medium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were reviewed.

7.  Conceptual design of HANARO cold neutron source 

For the sake of conceptual design of the cold neutron source to 

be installed at CNS vertical hole in future, design demands related 

to the safety guards, operation condition and maintenance were 

examined.

8. Main parts of neutron spectrometers and development of sample 

environment

In order to enhance research capabilities using the developed 

experimental facilities, the following parts and sample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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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developed.

a.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neutron crystal monochromator - 

evaluation of characteristics of PG(pyrolitic graphite) and 

Ge single crystals

b. development of high resolution collimators - collimator with 

cadmium plated steel sheets

c. development of low temperature sample environment facility 

for HRPD - closed-cycle refrigerator type cold head to 10 K 

d. development of high temperature sample environment for HRPD - 

vacuum furnace up to 1,300 K

e. development of magnetic field / low temperature sample 

environment - electromagnet up to 1T and CCR to 10 K

f. polymer sample heater block for SANS up to 150 ℃

g. development of 1-dimensional neutron position sensitive 

detector - detection area 200×100 and 120×100 mm
2, 

efficiency > 60 % (at 1.8 Å)

9. Development of neutron scattering techniques

In order to enhance research areas by neutron scattering and to 

deepen techniques for instrumen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facilities, following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a. quantitative phase analysis using the high resolution neutron 

powder diffraction

b. texture measurement and analysis techniques

c. Rietveld analysis for powder diffraction

d. crystal structure and quantitative phase analysis techniques 

of industrial materials with texture

e. single crystallography by the FCD

f. neutron time of flight technique

g. structure analysis of magnetic materials

h. structure analysis using the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i. neutron-induced auto-radiography

j. development of utilization techniques of neutron super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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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Utilization pla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s

Ma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s are neutron spectrometers 

such as HRPD, FCD, NRF and SANS and the utilization techniques of 

them. These facilities were installed at HANARO which is the only 

national neutron source, and those can be applied to the research of 

basic science to applied works such as physics, chemistry,  material 

science, mineralogy and machinery.  

These facilities will be one of major national research 

infrastructure with the Pohang light source and the utilization of 

them would be strongly enhanced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users  

and accumulation of neutron scattering experiences.

In the next phase, research and development using the developed 

facilities should be more activated by advanced neutron scattering 

techniques and competitive experiments. Also, the development and 

the utilization of neutron spectrometers such as SANS, PNS and REF 

would be progressed evenly.

1. Techniques such as the design,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of 

neutron spectrometer and experimental equipment, and performance 

test were developed. New spectrometer could be, therefore, developed 

with effective and inexpensive way.

2. Through the in-house development of main parts of neutron 

spectrometers and the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institutes 

based on established techniques, more advanced techniques could be 

developed. Some techniques such as 1-D PSD could be commercialized 

by careful estimation and proving of durability.

3. HRPD and FCD could b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data for 

reactor and advanced materials through the static and dynamic study 

of microscopic structures. Those can be applied to the improvement, 

design data produc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aterial properties,  

by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exture and residu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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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y developing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research basi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metal structure, radiation damage, 

magnetic materials, nano particles, ceramics, polymer structure and 

dynamics, and study of biological huge molecules will be prepared.

5. By doing non-destructive examination for materials of reactor, 

aerospace and defence industries using the NRF, it contributes to 

the industrial pervasive effect, enhancement of safety and 

development of defence industry. Micro-radiography technique will be 

applied to the improvement of  metal properties such as carbon 

steel.

6. Basis of basic and applied science will be solidified by 

developing neutron beam utilization programs accepting the demands 

of users from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utiliz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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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ST3 수평공 준비

1.중성자반사율 측정장치 준비

중성자 reflectometry는 고전광학에서의 빛과 유사하게 grazing 

incidence의 저각에서 중성자의 거울형 반사를 이용하는 기술로 두께 1

0∼5000Å 까지의 표면구조에 대한 두께, 표면 거칠기, 경계면 거칠기, 

구조성분, 구조 결함 등에 대한 정보를 최대 10Å의 분해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의 물질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기 위

한 비파괴적인 탐색자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i) 표면 물리/화학

    . density profiles at a liquid-vapour interface

    . soap films

    . insoluble surfactant monolayer at a liquid surface

    . adsorption of soluble organic materials at a liquid-vapour

      interface

    . hard carbon films

    . oxide layers

    . wetting phenomena

    . polymer-polymer interfaces

(ii) 고체 박막

    . Langmuir-Blodgett films

    . polymer films

    . multilayer semiconductor structure

      interfacial irregularities and inhomogeneities within the

      layers can be assessed, e.g. GaAs, Ga/AlAs, dielectrics 

      films on Si

    . multilayers mirrors

(iii) 표면 자성

    . ultra thin ferromagnetic films

    . magnetic glasses, magneto-optical films

    . magnetic thin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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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gnetic multilayers, 

    . flux penetration in superconductors 

이와 같은 중성자 반사율 측정은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의 파장, 입사각

도 등에 의존하며 기본적으로 시료의 경계면에 수직한 핵 및 자기구조의 

깊이 모양(depth profile)을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여러 선진 연구

소의 중성자 선원에는 다양한 성능을 갖는 중성자 반사율 측정 장치가 설

치되어 중합체 박막, 다층 박막, 자성 박막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

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가.중성자 reflectometry 기술

(1) 중성자 reflectometry 이론

(가) 반사율 

중성자 reflectometry는 표면에 스치는 입사 각도의 저각에서 중성자

의 거울 반사(specular reflection)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울 반

사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표면에 수직한 운동량 성분의 변화로 예를 들어 

공기에서 시료 표면에 수직한 파수 벡터의 수직성분(z)은 kz,o=2πsinθ/λ 

이다. 여기서 λ 는 입사 중성자의 파장, θ는 입사 중성자의 스치는 각도

이며,  k의 o는 공기를 의미한다. 중성자 산란길이 도가 ρi
s 인 물질에

서 파수 벡터의 z 성분은 

 

(6.1.1)kz, j =  ( k2z,o-4πρ
s
i 
2 ) = ( k2z,o-k

2
c, i )   

  

으로 주어지며 여기서 kc,i는 전반사가 발생하는 kz,i의 임계값이다.  주어

진 산란 길이 도에 대하여 전반사 조건은 λ 를 고정하고  θ를 변화하

거나 반대의 과정으로 구할 수 있다. 무한히 선명한 두 물질의 경계면 

(i, i+1)에서 반사 계수는 

(6.1.2)r i, i+1  = 
kz, i-kz, i+1
kz, i+kz, i+1   

으로 주어진다. 이 식으로부터 공기와 물질의 경계면의 경우에 반사 계수

는 r 0,1=(kz,o-kz,1)/(kz,o+kz,1) 이며 반사율은 R=r 0,1r
*
0,1 으로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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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공기와 시료사이의 경계에서 Fresnel 반사율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6-1, 6-2]

(6.1.3)RF(kz,o ) = 
1- 1-(kc,1/kz,o)

2

1+ 1-(kc,1/kz,o)
2

만일 kz,o>kc,1 이면 RF(kz,o)∝(kc,1/kz,o)
4 이므로 큰 kz,o 에서 반사율은 

k
-4 
z,o 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림 6.1.1과 같이 기판 위에 두께 d인 

시료가 놓여 있는 경우에 반사율 계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6.1.4)r = 
r 0,1+r 1,2exp(2ik z,1d)

1+r 0,1r 1,2exp(2ik z,1d)   

  여기서 r1,2는 기판과 시료사이, r0,1는 시료와 공기사이의 반사율 계수

이다. 따라서 반사율은 

(6.1.5)R(kz,o) = rr
*  = 

∣r 0,1∣
2
+∣r 1,2∣

2
+2r 0,1r 1,2cos(2kz,1d)

1+∣r 0,1r 1,2∣
2
+2r 0,1r 1,2cos(2kz,1d)

         

이며, 반사 계수가 실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6.1.6)R(kz,o) = 
r
2
0,1+r

2
1,2+2r 0,1r 1,2cos(2kz,1d)

1+r
2
0,1r

2
1,2+2r 0,1r 1,2cos(2kz,1d)   

  즉, 반사율 측정 상에서 나타나는 진동의 두 최소치 간격( Δkz,1)은 측

정 시료의 두께 d 와 관련이 있어 계산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데 척도가 

되며, 시료내의 산란길이 도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6.1.7)d = 
π
Δkz,1

 ∝ 
π
Δkz,0

(6.1.2) 식은 임의의 층을 포함하는 기판상의 시료에 의한 반사 계수의 

계산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은 다음과 같이 공기와 시료의 

경계면에서 반사 계수가 얻어질 때까지 반복될 수 있다.[6-3, 6-4]

(6.1.8)

rn-1,n = 
r' n-1,n+r'n,n+1exp(2ikndn)
1+r' n-1,nr'n,n+1exp(2ikndn)

rn-2,n-1 = 
r'n-2,n-1+rn-1,nexp(2ik n-1dn-1)

1+r'n-2,n-1rn-1,nexp(2ik n-1dn-1)

그림 6.1.2는 일반적으로 계산된 중성자 반사율상을 보인 것으로 여기서 

관찰되는 kz 의 증가에 따른 반사율상의 진동은 시료 박막의 두께에 의한 

것으로 그 폭으로부터 (6.1.7)식에 의하여 시료의 두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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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중성자 reflectometry 개념도 

그림 6.1.2. 일반적인 중성자 반사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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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칠기 

실제 실험에서 대다수의 시료는 제작상의 문제로 기판과 시료 박막층 

또는 시료 박막층간의 경계 표면은 무한히 선명하지 않으며 균일하지도 

않다. 심지어 공기층에서 시료 표면까지도 도의 경사가 나타난다. 이러

한 시료 경계면의 결함 즉, 거칠기는 일반적으로 측정 반사율을 감소시키

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경계면의 거칠기와 wavieness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림 6.1.3a에서 시료 표면의 곡율이 결맞음 길이(coherence 

length), Lc 보다 대단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투사 도는 매우 급격하다. 

즉, 이러한 장범위 거칠기 또는 waviness 는 편평한 표면상에서 입사빔의 

분산에 의한 피크 변화 효과와 아주 흡사하다. 반면에 6.3b는 보다 일반

적인 경우로 표면에서의 waviness는 Lc보다 훨씬 적은 거리에서 발생하고 

투사 도상은 완만한 변화를 보여주며 경계면의 평균값에 대한 실제 경

계면의 편차는 Gaussian 분포에 의해 기술될 수 있다. 

(6.1.9)G(z) = 
1
2πσ

exp(-z
2
/ 2σ

2
)   

   여기서 G(z)는 깊이 z에 관한 도의 미분을 나타내며 σ는 실제 경계

면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한편 kz,o≫kc  일 경우 

(6.1.10)
R(k z,o)

RF(kz,o )
 = |⌠⌡ρ '(z) exp(-2ik zz) dz|

2

 

이므로 R(kz,o)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으며

(6.1.11)

R(kz,o) = RF(kz,o )|⌠⌡
∞

-∞

1
2πσ

exp(-z
2
/2σ

2
)exp(-2ik zz) dz|

2

         

= RF(kz,o) exp (-4k
2
zσ
2
)  

이로부터 여러 흥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6-5] 우선 반사율상의 측

정이 경계면의 표준편차 σ의 값에 대단히 민감하며 거칠기로 인하여  반

사 강도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료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 분해하

기 힘든 진동수를 가지므로 식 (6.1.11)은 거칠기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

는 간편한 방법이 된다. 한편 n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박막 시료의 

경우 각 층의 두께가 Li 이고 산란길이 도가 ρ i 라고 하면 다음 식이 

만족되므로

(6.1.12)
R(kz,0)

RF(kz,0 )
= ( ∑

∞

i=0

ρ i-ρ i+1
ρ o

exp(-2ikDi) exp(-2k ik i+1⋏σ
2
i+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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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율상에 대한 각 층의 거칠기에 의한 기여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림 6.1.3. 시료표면의 waviness와 거칠기 개념도

(2) 중성자 reflectometry 특성

중성자 reflectometry는 선원의 특성상 X선의 경우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통상의 중성자 반사율 측정 장치의 시료 

위치에서 이용 가능한 중성자속은 ∼106n/cm2/sec 이하로 1010 

photons/cm2/sec이 가능한 방사광 X선의 경우보다 훨씬 낮아서 반사율 측

정시 보다 장시간의 측정이 필요하게 된다. 중성자는 시료의 선택적인 중

수소화로 경계면 구조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농도를 바꿀 수 있으며 시료

의 자기적 성질에 민감하여 자성 재료 박막에 대한 특성을 측정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성자는 그 질량이 커서 동일 파장의 X 선에 비하여 현저

하게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측정 과정을 통하여 시료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므로 반사율 측정의 시간 의존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성자의 경우 시료의 간섭성 길이는 통상 μm 크기를 갖는 X선에 비하여 

대략 한 차수가 높으므로 두 방법이 서로 상호 보완성을 가짐을 알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측정 가능한 거울 반사율의 한계 값은 보통 바탕

(background)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바탕은 퍼짐(diffuse) 및 

비간섭성 산란 등에 의한 것으로 거친 표면에서의 퍼짐 산란은 거울 반사

에 대해 큰 Q 값에서 중요하게 된다. 

(3)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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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치개요 및 구성 

① 장치개요

앞서의 (6.1.1) 식에서 kz,o 의 변화는 측정 과정동안 시료에 스치는 

각도 θ를 고정하고 λ를 변화하거나 반대로 λ를 고정하고 θ를 변화하므로

서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를 기준으로 단일 파장과 TOF(Time of Flight)

에 의한 임의의 파장 역을 이용하는 두 종류의 반사율 측정장치가 개발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중성자 선원 및 연구 역을 고려하

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단일 파장법은 주로 연구용 원자로 선원에서의 맥스웰 분포를 갖는 

중성자 빔을 단색화 하여 단일 파장의 입사 중성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 이 경우 장치를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고 측정 반사율이 낮은 

큰 Q 역에서 보다 낮은 수준의 바탕을 달성할 수 있으며 반사율상의 측

정 과정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반사율상의 측정 과정동안 시료와 

검출기를 움직여야 하므로 중성자 빔에 조사되는 시료의 면적이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또한 반사율상의 측정에서 

넓은 Q 역에 대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장파장의 중

성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냉중성자 선원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

분이며 이는 원자로 선원의 중성자 분포가 장파장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TOF 방식은 다양한 파장 분포를 갖는 중성자가 측정 시료로부터 검출

기에 도달하는 비행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4∼20Å 

의 파장 분포가 이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파쇄(spallation) 선원과 같은 

펄스 중성자원이 이상적이나 원자로와 같은 연속 선원에 대해서도 단속기

(chopper)에 의한 펄스 선원의 생성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Gian Felcher의 선도적인 연구에 이어 중성자 reflectometry 연구를 위하

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6-6] 이 방법의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 빔이 다양한 파장의 중성자 분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측정 과정동안 시료에 대한 빔 배치가 일정하다는 점이다. 즉, 일정한 시

료 조사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측정 시료의 반사면을 수평으로 하여 예를 

들어, 액체 표면 등에 대해 특별한 실험 장치의 준비 없이도 반사율 측정

이 가능하다. 또한 입사 빔의 각도를 여러 다른 각도로 함으로써 측정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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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가변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그 역을 보다 확장하기 위하여 검출

기를 입사 중성자 빔에 대하여 특정 각도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이외에

도 장치 분해능(ΔQ/Q)을 쉽게 바꿀 수 있고, 모든 파장에 대하여 일정하

게 유지할 수 있어 측정 자료의 해석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입사 

빔의 파장 분포를 결정하기 위하여 단속기를 이용하거나 장파장과 단파장

의 중성자를 동시에 이용하므로 이들의 비행 속도 차이에 의해 틀 겹치기

(frame overlap)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반사율상의 측정을 위해

서는 이의 보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 선원의 특성상 속중성자 및 감마

선 등의 혼입에 의한 측정 자료의 혼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측정 반사율

상의 바탕이 증가하게 되어 이를 줄이기 위하여 관련 필터나 중성자 유도

관 등의 이용이 필요하므로 장치가 복잡해진다. 또한 반사율상이 반사 중

성자들의 비행시간 차이에 부합하는 채널 신호로 기록되므로 이를 해석하

기 위해서는 앞서의 단일 파장방식의 경우보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야하는 단점이 있다. 

② 장치구성

 ㉮ 단일 파장 방식 

통상적인 단일 파장 방식의 반사율 측정장치의 구성은 일반적인 중성

자 회절장치와 유사하다. 우선 시료에 필요한 단일 파장의 중성자를 입사

하기 위한 중성자 빔의 단색화를 위하여 PG 등의 여러 단색화 결정이 이

용되며 일반적으로 짧은 파장의 중성자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가 동시에 

사용된다. 또한 통상의 빔 집속 및 바탕의 감소를 위하여 정 한 슬릿 시

스템이 시료 전후에 이용되며 이용 가능한 빔폭의 정 한 조정을 위한 구

동 장치가 필수적이다. 측정 시료에서 반사하는 중성자를 검출하기 위하

여 단일 검출기 또는 위치 민감형 검출기(PSD) 등이 이용되며 PSD를 이용

할 경우 거울(specular) 및 비거울(off-specular) 반사율을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일 파장 방식을 이용한 장치에서 분해능은 슬릿 시

스템의 가변에 의한 입사 빔의 각도 분산과 단색화 결정의 파장 분산 정

도에 의존하므로 슬릿 시스템의 정  구동과 단색화 결정의 적절한 분산

각이 필요하게 된다.[6-7]

㉯ TOF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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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TOF 방식의 반사율 측정에는 파쇄 

선원과 같은 펄스 중성자원이 주로 이용되므로 그 장치의 구성은 기본적

으로 실험에 필요한  파장 역의 중성자를 선택하기 위한 디스크 단속기

와 빔 집속을 위한 슬릿 시스템 및 반사율상 측정을 위한 위치 민감형 검

출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입사 중성자의 파장 분포중 ∼2Å 이하

의 중성자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와 장파장의 중성자를 제거하기 위한 틀 

겹치기 거울이 있다. 이러한 TOF 방식에서는 액체 표면 또는 경계면에 대

한 정확한 실험 수행을 위하여 외부 진동원에 대하여 진동 전달을 방지하

기 위한 진동 흡수형 시료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원의 특성

에 따른 측정 반사율상의 혼입 및 바탕을 줄이기 위한 정 한 슬릿 시스

템과 함께 다양한 필터와 중성자 유도관 등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편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미국 ANL의 POSY II 반사율 측정장치와 같

이 단속기를 이용하지 않고 시료 배치를 수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나) 장치성능평가요소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한 주요한 요소로는 주로 

측정 가능한 산란 벡터 즉, Q 역과 장치 분해능 및 도달 가능한 최소 

반사율, 해석 가능한 시료 박막의 제원 등이 있다.[6-8]

① Q 역 

장치의 측정 가능한 Q 역은 측정 시료의 종류와 제원 및 가능한 장

치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Qmin은 측정 시료의 산란길이 도와 

Qc=4 πNb 관계에 있는 임계 Qc 값을 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고체 박막

에서 Qc > 0.01Å
-1
, 중합체의 경우 Qc > 0.004Å

-1
인 점을 고려할 때, Qmin

은 반사율상의 전반사 측정 역을 고려하여 최소 0.002Å-1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사 중성자 빔의 파장이 2.568Å 일 때 중성자 빔의 최소 입

사각은θmin=0.023
o 이다. 실제 가능한 Qmin은 주로 측정 시료에 의한 Qc와 

장치적으로 가능한 입사 중성자 빔의 최소 입사각 θmin을 고려하여 결정되

며 장파장의 중성자를 이용할 경우 보다 적은 Qmin이 가능하다. 또한 Qmax

은 가능한 최대 측정 각도와 장치의 바탕에 의해 결정되는 최소 반사율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운 중인 반사율 측정장치들의 Q 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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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0.003∼0.6Å
-1
 범위 내에 있다.

② 장치 분해능

반사율 측정장치의 분해능(ΔQ/Q)은 주로 입사 및 반사 빔의 분산각

과  입사  중성자의 파장 분산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가동중인 여러 연구

소의 반사율 측정장치들의 경우 이 값은 일반적으로 < 10% 이내이다. 이

러한 장치 분해능에 의해 깊이 모양의 정도가 결정되며 특히 측정 가능한 

Qmxx에 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사율 측정장치의 Q 분해능은 다

음과 같이 입사 중성자 빔의 파장 및 각도 분산에 의해 결정된다.[6-9]

(6.1.13)ΔQ
Q
= (

Δθ
θ
)
2
+(

Δλ
λ
)
2

  

  단일 파장 방식에서 단색화 결정으로 널리 이용되는 Ge, PG 등의 경우 

Δλ/λ≈1∼2% 정도로 일정한 값이다. 따라서 장치의 분해능은 주로 입사 

중성자 빔의 각도 분산에 의해 좌우되며 각도 분산 Δθ 를 일정하게 유지

할 경우 입사 각도가 증가할수록 분해능이 개선된다. 일반적으로 각도 분

산 Δθ 는 시료 위치에서의 조사 빔을 정의하기 위한 시료 전단에 위치하

는 슬릿 시스템의 빔 개방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시료 입사 빔의 입사 

각도 증가에 따라 가변된 분해능을 반사율상의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비

교적 간단하나,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 빔의 단면적이 감소하므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입사 각도의 증가에 따라 슬릿의 폭을 

변환하여 시료 조사 빔의 면적을 일정하게 할 수 있으며 전체 측정 역

을 통하여 장치의 Q 분해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반사율상 해석시 편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시료 위치에서의 입사 중성자속이 증가하여 측정 반사

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높은 Q에서 실험 데이터의 통계를 개선시키는 효

과가 있으며 측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반면에 장치의 Q 분해능이 슬

릿 고정의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빔폭의 조절을 위한 슬릿의 정

한 구동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한편 TOF 방식의 경우 Δλ/λ는 단속기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검출기

에 입사하는 중성자의 검출 시간에 부합하게 정할 수 있다. 고정된 검출 

시간으로 Δλ/λ 는 일정하게 되며 이중 디스크 단속기를 이용할 경우 전체 

측정 역에 대하여 단일 값으로 고정할 수 있다. 또한 Δθ/θ 는 앞서와 

같이 선원-시료에 이르는 슬릿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며 측정 과정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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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료 위치가 불변이므로 일정한 값을 가질 수 있어 전체 측정 역에 

대하여 Q 분해능을 상수로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일 파장 방식과 같

이 측정 Q 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측정이 여러 각도에서 수행되면 Δθ/θ 

를 일정 값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슬릿의 크기를 크게 함으로서 Δθ 를 

증가시켜야만 한다. 

③ 최소 반사율 

장치의 최소 반사율은 시료 위치에서 이용 가능한 중성자 속의 크기와 

선질 및 고 반사각에서 장치의 바탕과 시료의 조건 등에 의해 결정되며 

시료 해석의 정확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고체 박막의 경우 10-4∼10-5 정도의 반사율상 측정으로 대부분 해석

이 가능하나 일부 중합체 시료에서는 ∼10-6 까지의 최소 반사율상이 측정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시료의 조건에 따른 측정 가능한 최소 반사율

은 통상 시료의 상태가 비교적 균일한 고체 박막의 경우 ∼10-6 정도이며 

시료 표면의 불규칙성이 크거나 액체시료에서는 ∼10
-4 정도인 경우도 있

다. 현재 세계적으로 운 중인 반사율 측정장치들의 도달 가능한 최소 반

사율은 통상 10-5∼10-6 이고 이상적인 경우 NIST의 NG-7과 같이 ∼10-7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NIST의 NG-1, ILL의 ADAM과 같이 ∼10-8의 

최소 반사율 측정이  가능한 장치도 개발 운 되고 있다. 

(다) 장치현황

앞서 기술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하나로에 설치 운 하여 다양

한 박막 재료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운 중인 

여러 장치의 특성 및 구성 등을 검토하 다.[6-10] 우선 단일 파장 방식

의 반사율 측정장치로는 미국 NIST의 NG-7, NG-1, MURR의 GANS, ORNL의 

HB-3A, 유럽 ILL의 ADAM, EVA, 독일 HMI의 V6 등이 있으며 중성자원으로 

대부분 원자로 선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수직 시료 배치를 

가지고 있으나 NG-7 및 HB-3A과 같이 이상 거울에 의한 중성자 빔의 편향

으로 시료 배치를 수평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반사율 측

정장치들은 대부분 1990년 이후에 개발되었다. 특히 NG-1, V6, ADAM 등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장치로 강력한 장치 성능과 함께 다양한 시료 환경 

장치를 구비하여 중성자 reflectometry를 이용한 표면 분석 연구의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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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NIST의 냉중성자동에 위치한 NG-7 반사

율 측정장치는 PG 단색화 결정으로 4.1Å, 4.75Å, 5.5Å 등의 여러 파장 

선택이 가능하며 10
-7
 까지의 최소 반사율의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14개

까지 시료 교환이 가능한 자동 시료 교환기와 진공 전기로(0∼300℃) 등

을 갖추고 있어 중합체 표면, 금속 다층 박막, 반도체 박막 등의 구조 연

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ILL의 ADAM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장치

로 시료 위치에서 2x106 n/cm2/sec인 높은 중성자 강도 및 1x10-8에 이르

는 최소 반사율 측정과 함께 ILL의 다양한 시료 환경장치를 동시에 이용

할 수 있는 등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일 HMI, BENSC의 

NL4 유도관에 설치되어 있는 V6 반사율 측정장치는 수평 방향의 시료 배

치로 측정 가능한 최대 시료 크기는 40x40mm2 이며 ∼1T의 자기장, 500K 

까지 가열이 가능한 전기로와 10∼300K 까지 냉각이 가능한 시료 환경장

치 등을 갖추고 있다.[6-11] 이 장치의 특징중 하나는 48개의 He-3 검출

기로 구성된 다중 검출기 뱅크의 이용으로 검출기의 회전 없이 0∼2o로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 빔의 반사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TOF 

방식의 반사율 측정장치로는 미국 ANL의 POSY II, LANSCE의 SPEAR[6-12], 

국 ISIS의 CRISP[6-13], 프랑스 Saclay의 DESIR, EROS 등을 들 수 있

다. 이들 장치의 중성자원으로는 파쇄 선원이 널리 이용되나 ROG, DESIR, 

EROS 등과 같이 원자로 선원에 중성자 단색기를 이용하여 TOF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수평 시료 배치를 가지고 있으나 

POSY II 반사율 측정장치와 같이 수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나.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검토 

(1) 장치 개요 및 구성

(가) 장치 개요

현재 국내에서는 중합체, 반도체, 다이아몬드, 유전체, 자성, 초전도

체, 금속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박막제조 기술 및 분석 연구가 널리 

수행되고 있으며 그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박막에 

대하여 주로 투과 전자 현미경(TEM), 주사 탐침 현미경(AFM), SIMS, SEM 

등을 이용한 전기적, 광학적 특성 등의 측정 및 해석이 널리 수행되고 있

다. 이들 장비를 이용한 측정을 위해서는 대부분 시료면의 특수한 가공과 



- 368 -

함께 고진공 등의 시료 환경 유지가 필수적이며 조사 손상 등으로 인하여 

시료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시료 표면에서의 전반사를 이용하는 

reflectometry에 의한 표면 분석 연구로는 주로 실험실용의 X선 반사율 

측정장치와 포항 방사광 가속기의 관련 장치를 이용한 일부 반도체 박막 

분야와 중합체 및 고체 박막 분야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중성자를 

이용한 연구는 현재 전무하다. 따라서 다양한 박막 분야의 효율적인 연구 

수행 및 관련 국내 생산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가동중인 하나로에는 냉중성자원이 없어 이용 가능한 중성자 빔

의 파장 분포에 제한이 있으며 이 경우 ∼2Å 단일 파장의 중성자를 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향후 하나로에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설치할 경우 단일 파장 방식에 시료 배치를 수직으로 하고 측정 시료 및 

검출기를 수평 방향으로 동작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장치 구성

새로운 반사율 측정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이용 목적을 고려한 

장치의 Q 역과 이용 가능한 시료 입사 빔 면적 및 장치 분해능으로 이

들에 의하여 측정 가능한 시료의 종류 및 해석의 정도가 결정된다. 표 

6.1.1은 이와 같이 고려중인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개념 특성을 정리

한 것이다. 이 장치의 기본 개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단색화 결정 

및 필터를 이용한 단일 파장 방식으로 시료 반사면을 수직으로 하는 것이

다. 우선 하나로의 ST3 수평공 선단에서 원자로 벽까지의 거리는 3,320mm

로 고정되어 있다. 장치 기본 개념에 의하면 원자로 벽에서 검출기까지의 

전체 거리는 6,850mm 이다. 또한 ST3 수평공 및 바닥 홀의 제원을 고려한 

시료 전단의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은 1,500mm, 시료에서 검출기 까지의 거

리는 2,000mm 이다. 이러한 장치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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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1.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 조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Site                      ; HANARO, ST3

   - Method               ; Constant Wavelength

- Reflection Plane       ; Vertical

- Incident Wavelength    ; 2.568Å, 4.740Å

- Monochromator ; PG(002) β=0.4o, d002=3.355Å

- Q Range              ; 0.003 ∼ 0.4Å
-1

- Sample Size           ; 40x40 ∼ 40x100mm
2

- Beam Incident Angle   ; 0.057 ∼ 4.704o

- Minimum Reflectivity  ; 10-6

- Resolution( ΔQ/Q )  ; ∼3.4%  for Ls=40mm

                    ∼7.0%  for Ls=100mm

- Intensity at Sample   ; 1.32x10
5
∼1.08x10

7
,
 
Ls=40mm

  (n/cm2sec)                 3.30x105∼2.70x107, Ls=100mm

- Instrument Dimension 

 ‧ Beam Tube Nose-Reactor Wall ;  3,320mm

 ‧ Reactor Wall-Monochromator    ;  1,850mm

 ‧ Monochromator-Sample          ;  3,000mm

 ‧ Sample - Detector             ;  2,000mm(가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① 중성자원 

현재 하나로 내에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설치가 가능한 수평 실

험공으로는 ST3, ST4가 있다. 이중 ST3는 수평공 선단에서의 교란된 중성

자속이 φo=2.8x10
14 
n/cm

2
/sec로 φo=2.2x10

14 
n/cm

2
/sec인 ST4 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ST4 수평공에는 향후 3축 중성자 분광장치의 

설치를 고려 중에 있어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ST3 수평공에 설치하

기로 하 다. 입사 중성자의 파장은 Qmin의 확장을 위해서 4Å 이상의 장

파장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하나로와 같이 원자로 선원에 냉중성자원

이 없을 때는 주로 ∼2Å의 파장이 널리 이용된다. 이러한 파장 값을 ∼4

Å의 파장과 비교할 때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 강도는 전체 Q 역에 대

하여 10배 이상 높고 시료 위치에서 필요한 최소 강도(>∼10
4 
n/cm

2
.sec)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따라서 PG(002) 단색화결정을 이용하여 2.568Å

의 중성자를 이용하기로 하 으며 이 경우 take-off 각도 2θM=90
o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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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Q 역 

장치의 Q 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측정할 시료의 종류와 제원 및 가

능한 장치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Qmin은 측정 시료의 산란길이 

도와 Qc=4 πNb 관계에 있는 임계 Qc 값 보다 적어야 한다. 중성자 빔

의 최소 입사각과 각 박막재료의 임계 Qc를 고려하여 Qmin=0.003Å
-1으로  

하 다. 또한 Qmax은 주로 장치의 바탕에 의해 결정되나 최근에 10∼20Å 

두께의 박막 층이 널리 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0.4Å-1이 되도록 하 다. 

이러한 Q=0.003∼0.4Å
-1
  역에서 앞서와 같이 PG(002) 단색화 결정에 

의한 2.568Å의 중성자 파장을 이용하는 경우 중성자 빔의 시료 입사각도

는 θinc≈0.03∼4.3
o
을 가져야 한다. 

③ 시료 크기 

측정 가능한 시료의 크기는 주로 시료의 종류 및 입사 빔의 배치에 의

존한다. 이상 거울 등에 이용되는 다층 박막의 경우 그 크기가 300∼

400mm 인 경우도 있으며 기판으로 이용되는 Si 등과 같은 반도체 웨이퍼

의 경우 5" 이상인 경우도 많다. 반면에 최근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박막 

제조법인 PLD(Pulsed Laser Deposition) 등에 의해 제작되는 시료의 최대 

크기는 20mm 이하이며 10mm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앞서의 장치 개념에서  

과 수평공 선단의 유효 면적 70mm(w)x120mm(h)를 고려할 때 일차 슬릿에 

입사하는 입사 가능한 중성자 빔의 크기는 21mm(w)x36mm(h) 이다. 즉, 슬

릿의 폭은 수직 방향으로 최대 36mm를 유지할 수 있으나 향후 ST3 수평공 

중성자 빔의 다른 중성자 분광장치와의 공유 가능성과 실제 가능한 시료

의 크기를 고려하여 ∼20mm로 하 다. 이와 같이 ∼20mm의 수직 방향의 

빔 폭을 고려할 때 시료 높이는 끝머리 효과(edge effect)를 고려하여 ∼

4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평 방향으로 입사하는 중성자 빔의 

폭은 0∼21mm로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료의 길이가 40mm 일 경우 

일정한 조사 면적의 확보를 위해서는 Q=0.003∼0.4Å
-1 역에 대하여 그 

폭을 0.04∼3.3mm로 조절하여야 한다. 시료의 길이가 100mm 일 경우 필요

한 슬릿의 수평 폭은 0.1∼8.2mm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시료의 길이는 

빔 배치 상으로 상당히 크게 할 수 있으나 실제 가능한 시료 크기와 ST3 

수평공 및 바닥 홀의 제원을 고려하여 40x40∼40(h)x100(L)mm2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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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소 반사율

시료의 최소 반사율은 측정 가능한 Qmax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반사율은  Q 값이 큰 역에서는 소각 산란에서의 Porod 법칙과 유사하게 

1/k
4
 로 감소하며 시료 경계면에서의 거칠기 등의 존재는 반사율을 1/k

4 

보다 급격하게 감소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10-5 정도가 중성자 반사율상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값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중합체 등의 경우

는 보다 높은 정도의 최소 반사율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운 중인 해외 연

구소의 여러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최소 반사율은 대부분 10-6 정도이

며 10-7∼10-8 에 이르는 장치들도 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하나로 반

사율 측정장치의 상세 설계 및 제작 시에는 10-6의 최소반사율을 목표로 

바탕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빔 차폐 및 배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치 성능평가

(가) 분해능 

앞서 기술한 여러 조건으로부터 장치의 분해능을 예상, 평가할 수 있

다. 우선 각도 분산 Δθ/θ는 전과 같이 시료 전단의 두 슬릿 폭과 거리

에 의해 결정된다. 측정 과정동안 슬릿 폭을 조절하는 경우 필요한 슬릿 

폭의 크기는 ds=Lssinθini에 의해 결정되며 여기서 Ls는 시료의 길이, θ

ini는 빔의 시료 입사 각도이다. 중성자빔의 시료 입사 각도를 θini=0.05

7∼4.704o로 하고 Ls를 40mm로 할 경우 필요한 슬릿 폭은 0.04∼3.28mm 

이다. 한편 시료 전단에 위치하는 두 개의 슬릿의 간격이 1,500mm 이고 

슬릿의 폭을 0.04mm로 고정하는 경우 각도 분산은 Δθ/θ≈0.03∼2.7%에 달

한다. 한편 슬릿의 폭을 가변하면 예를 들어 시료폭 40mm일 경우 각도분

산은 2.7∼2.8%로 거의 일정하다. 이러한 각도 분산과 PG(002) 단색화 결

정(β=0.4
o
)의 파장 분산 2.1%를 고려하면 장치의 Q 분해능은 슬릿 폭을 

고정하는 경우 ΔQ/Q≈2.7∼3.4%로 Q 값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되

나 슬릿 폭을 가변하는 경우에는 ΔQ/Q≈3.4%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나) 중성자속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은 실험 자료의 통계적인 정확도 및 측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최소 10
4 
n/cm

2
/sce 이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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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앞서의 장치 조건에서 가능한 중성자속을 예상, 평가할 수 있다. 수

평공 선단에서의 미분 중성자속은 이 중성자속이 등방적이고 맥스웰 분포

를 하고 있다면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6.1.14)

φ
''
o=

δ
2
φ

δΩδλ
=φ o(λT/λ)

4 exp[-(λT/λ)
2]

4πλ

λT=
h

(2mkBT)
1/2 =950.6/T(K)   

하나로의 ST3 수평공 선단에서 교란된 중성자속 φo는 2.2x10
14 
n/cm

2
/sec 

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로 노심 주변의 온도를 310K 라고 하면 λT=1.75

Å 이고 미분 중성자속은 φo''=5.0x10
13 
n/cm

2
/sec 이다. 한편 β=0.4

o
인 

PG(002) 단색화 결정은 2.568Å의 파장에 대하여 2.1%의 파장 분산을 가

지며, PG 필터의 투과율 및 PG 단색화 결정의 반사율을 90%라고 가정하면  

중성자속은 다음과 같다. 

φ o (after monochromator) =  
φ'' o×2.568

2
×0.021×0.9

2

4π

 =  4.46×10
11
 n/cm

2
/ sec 

슬릿의 폭을 고려한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은 다음과 같이 슬릿의 수

직 분산 δh 및 수평 분산 δw 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6.1.15)
φ o (sample) = φ o δhδw 

δh=dh/12,  δw= dw/L 1s
  

여기서 dh는 슬릿의 수직 높이, L12는 시료 전단에 위치하는 두 슬릿간의 

간격이며 dw는 슬릿의 빔폭, L1s는 첫 번째 슬릿과 시료간의 거리이다. 

L12=1,500mm, L1s= 1,800mm, dh=20mm, 시료의 길이를 40mm로 하고 dw를 전

체 Q 역에서 필요한 0.04∼3.28mm로 하 을 때 

   

φ o ( sample)  =  4.46×10
11
×
20
1,500

×
0.04∼3.28
1,800

 =  1.32×10 5∼1.08×10 7 n/cm 2/ sec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은 1.32x105∼1.08x107 n/cm2/sec 이다. 또한 시

료 길이가 100mm일때 필요한 슬릿의 폭은 0.1∼8.2mm 이므로 시료 위치에

서의 중성자속은 ∼2.5배 증가한다.

다. PG 단색화결정 준비 



- 373 -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의 초기 조건에 따라 단색화결정으로 PG(002)

를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단색화 결정의 제원 및 mosaicity 등을 검토하

여 미국 Advanced Ceramics 사의 mosaicity, β=0.4±0.1
o
, 크기 

20x50x2mm
3인 PG 결정을 준비하 으며 이용 파장 λ=2.568Å 고려할 때 

파장분산은 약 2.1% 이다.

(1) 단색화결정 제원 검토

PG(002) 단색화결정에 의한 파장 λ=2.568Å을 이용하는 경우 Q 조건

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빔의 시료 입사 각도가 θini=0.057∼4.704
o
 

가 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시료 조건 및 입사 각도에서 필요한 입사 

빔폭은 LB=Lssinθini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Ls는 시료의 폭, 

θini는 중성자 빔의 시료 입사각도이다. 따라서 시료의 길이 40∼100mm를 

고려할 때 θini=0.057
o의 경우 시료의 폭은 0.04∼0.1mm이며 θini=4.704

o

일 때 시료의 폭은 3.28∼8.2mm 이다. 이러한 빔 폭으로부터 필요한 단색

화결정의 폭을 구할 수 있다. λ=2.568Å의 경우 단색화 결정의 take-off 

각도는 2θM=45
o이므로 필요한 단색화결정의 폭은 다음과 같다. 

      

LM = 
LB
sinθ ini

=
(0.04∼0.1), (3.28∼8.20)

sin22.5
o

 = 0.105∼0.261mm,   8.57∼21.43mm

이와 같이 필요한 단색화결정의 최대 폭은 21.43mm 이다. 한편 필요한 단

색화결정의 높이는 평판형 단색화 결정에 의한 시료 평면에서의 강도 분

포로부터 구할 수 있다.[6-14]

(6.1.16)
ho=(1+L 1/Lo)hm-(L 1/Lo)hs  → 

h 1= (1+L 1/Lo)hm+(L 1/Lo)hs  → 
  

   여기서 Lo 는 선원에서 단색화결정까지의 거리, L1 은 단색화 결정에서 

시료까지의 거리, hs, hm은 각각 선원과 단색화결정의 크기(높이)이다. 현

재 장치의 초기 조건에서 Lo는 ST3 빔 튜브 노스의 선단에서 원자로 벽까

지의 거리 3,320mm 와 원자로 벽에서 단색화결정까지의 거리 1,850mm를 

고려하면 Lo=5,170mm 이며 L1은 3,000mm 이다. 식 (6.1.16) 에서 중심부를 

시료의 높이와 같게 하면 ho는 40mm 이며 hs는 빔 튜브 노스의 제원으로부

터 120mm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조건들을 이용하면 필요한 단색화 결

정의 높이는 hm=69.37mm 이다. 한편 이용 가능한 선원의 크기의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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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필요한 단색화 결정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hs 120mm 90mm 60mm

hm 69.37mm 58.36mm 47.34mm

결과적으로 필요한 단색화 결정의 크기는 ST3 수평공의 빔 튜브 노스 선

단의 높이 120mm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최소 22(w)x70(h)mm2 이상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빔 배치 검토

ST3 수평실험공의 빔 튜브 노스로부터 출발하여 단색화 결정을 거쳐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 빔의 각도 분산을 계산하 다. 그림 6.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색화 결정이 하나인 경우를 고려하 으며, 빔의 분산이 

가장 커지는 조건에서 따져보기 위해 최대의 시료 폭(LS=100mm) 및 최대

의 Bragg 각도(θini=4.704
o)를 선택하 다. 따라서 직사빔의 폭 역시 최댓

값 8.2mm에 해당한다. 우선 단색화 결정의 mosaicity를 고려하지 않고, 

단색화 결정을 거친 빔이 시료 안에 떨어질 수 있는 최대 분산각을 고려

하면 그림 6.1.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δ, -ξ 이며 이들은 분산각 계산식

에 의하여 δ=9.588', ξ=9.216'으로 빔의 최대 분산은 약 +/-10'이다. 

tanδ =  
LS sinθ ini

L 1 - 1/2 (LS cosθ ini + LM cosθM)

=  
Wbeam

L 1 - 1/2 (LS cosθ ini + LM cosθM)

tanξ =  
LM sinθM

L 1 + 1/2 (LS cosθ ini + LM cosθM)

=  
Wbeam

L 1 + 1/2 (LS cosθ ini + LM cosθM)

** ( LM sinθM = LS sinθ ini = Wbeam )

한편 이 값은 각각 양방향으로 최대 cut-off edge 까지의 값으로서 통상

적으로 집속에 사용하는 fwhm 값으로 이야기하면 10'에 해당한다. 다음으

로는 단색화 결정의 mosaicity에 의한 향을 고려하 다. 그림 6.1.4b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계산한 분산각보다 더 기울어져 들어오는(δ+γ) 

빔도 그 만큼 틀어진(γ) grain에 의해 회절 되어 시료 안으로 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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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mosaicity, β 만큼 틀어진 빔들까지가 해당된다. 반대 방향도 같

은 논리가 적용되어 전체적인 중성자 빔의 최대 분산각은 +(δ+β), -(ξ+β)

로서, β=0.4
o
인 경우 약±35'(collimation=35')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빔 튜브 노스까지의 빔 경로를 따져 보면

       (a) 빔 튜브 노스에서의 폭은 96.2mm로 노스 폭(최대 80mm, 유효  

  70mm)을 최대한 사용하게 된다.

[ 8.2 + 2 x 4320 x tan(35/60) = 96.2 ]

       (b) 원자로 벽면에서의 폭은 28.6mm(약 30mm)로 회전셔터의 open  

  빔폭 60mm에 비해 1/2로서 바탕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위치에서부터 빔통로 폭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 8.2 + 2 x 1000 x tan(35/60) = 28.6 ]

그림 6.1.4. 단색화결정 통과후 시료에 입사하는 빔의 각도 분산

     (a) Mosaicity를 고려하지 않은 빔경로 퍼짐 각도, ξ 및 δ

     (b) Mosaicity에 의한 각도 분산의 확대, γ 

δ

ξ

θ  =22.5ο θ   =4.704οM S

(a) 8.2mm

.L L0 1

ο οM S

δ
γ

γ

(b)

P

iniM

θ   =4.704θ  =22.5 i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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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빔의 노스 폭은 최대 80mm로 이를 고려하면

     δ+β' = tan-1{(80-8.2)/2/4320} x 60=28.57'(∼30’)

으로서 유효 mosaicity, β'은 약 20'(약 0.3o)에 해당한다. 이를 이용하

여 원자로 벽면에서 필요한 빔폭을 계산하면 

 8.2 + 2 x 1000 x tan(30/60) = 25.65mm

이다. 따라서 단색화결정 이전 빔 통로를 적당한 위치에서 25mm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탕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때 시

료로 입사하는 빔에 향을 주는 mosaicity를 평가하기 위하여 단색화결

정 한쪽 끝에서 반대쪽의 노스 끝을 바라보는 각을 계산하면(그림 6.1.5) 

    χ=tan
-1
{(40+4.1)/(4320-0.5x21.43xcos22.5)}x60 = 35'∼0.6

o

으로, 단색화결정의 mosaicity가 β=0.4o인 경우 실제로 전체 mosaicity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최대 유효 mosaicity, ((βeff)max=β) 그러나 

mosaicity가 과도하게 큰 경우, 예를 들어, β=0.8
o
인 경우 (βeff)max는 약

0.6o로 제한된다. 즉, βeff는 빔 폭에 의해 제한 받게 됨을 의미하며, 이

를 이용하면 반사율에 문제가 없는 한, 큰 mosaicity의 결정을 사용하는 

대신 빔 통로 폭을 제한하므로서 원하는 βeff로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원자로 벽면의 빔폭을 약 20mm로 하면 (βeff)max=0.4
o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노스의 유효 폭이 약 52mm로 제한되어 유효율

이 52/80=65%로 제한된다. 콜리메타를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느 것

이 더 중성자 손실률이 적은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의 빔 배치 검토 과정에서는 회전셔터 콜리메타에 콜리메타가 삽

입되어 있지 않은, 즉 'open' 상태만을 고려하 다. 이 경우에 빔의 최대 

분산 각도는 약 0.6o이며, 단색화결정에 입사하는 빔의 분산각도를 줄이

거나, 사용하는 단색화결정의 mosaicity가 커서 그 유효 mosaicity를 줄

이고자 할 경우에는, 단색화결정에 입사하는 빔 폭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입사빔 폭의 제한이 실제로 사용하는 빔 튜브 노스 

폭을 제한하므로 중성자속의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콜리메타를 

사용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콜리메타 사용 및 미사용중 어느 경우가 유리

한지를 검토하 다. 그림 6.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전셔터에 삽입된 

콜리메타의 분산 각도가 α인 경우, 단색화 결정에 입사할 수 있는 빔에 

대한 최대 빔 튜브 노스 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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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N = 8.2 + 2(L0-0.5 x LM cosθM)tanα

로 제한된다. α가 30'(0.5
o
) 및 20'(0.33

o
)인 경우, WN은 각각 83.6 및 

58.4mm이며, 30'의 경우 빔 튜브 노스 폭의 제한으로 실제 α값은 

0.477
o
(28.6')로 제한된다. 20’의 경우에는 빔 튜브 노스 폭의 일부분만

을 사용하게 되는데, 앞서 콜리메타없이 빔폭 제한에 의해 유효 

mosaicity를 0.4
o로 제한했던 경우(WN = 52mm)와 비교하면

       I0.4/I0.33 = (0.4/0.3) x (52/58.4) = 1.08 

로서, 콜리메타를 사용하지 않고 분산각도 0.4
o
를 유지하는 경우와 콜리

메타를 사용하여 분산각도 0.33o를 유지하는 경우의 중성자 강도가 거의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콜리메타를 사용하는 것이 분해능 

및 중성자 강도 측면에서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1.5. 단색화결정 입사 중성자빔의 최대 분산각도, 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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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콜리메타에 의한 중성자 빔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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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 준비

중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MRPD)는 분해능이 중요하지 않고 시료

로 이용 가능한 재료의 양에 제한이 있는 시료의 구조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것이다. 이 경우에 분해능을 희생하고 회절장치의 luminosity를 증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Luminosity는 빔을 형성하는 콜리메타들의 각도 분

산을 크게 함으로서 증가할 수 있다. 각도 분산 α1,α1,α3에  따른 회절 

피크들의 fwhm의 각도 의존에 대한 계산으로부터 예를 들어 0
o<2θ<100o 

에서 α1=20',α3=10'의 집속이 α1=10',α2=20'의 경우보다 좋은 분해능

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하나로 HRPD 에서 MRPD 조건(α1=20',α3=10',

α2=30',β∼15', 2θM=90
o)으로의 이용이 이용자의 90%를 만족할 수 있음

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α1=20',α3=10',2θM=90
o
의 빔 집속이 중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를 위하여 제안되었다. 중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

치를 위한 두 형식 즉, MRPD-1과 MRPD-2가 제안되었으며 이들은 분해능은 

같으나 주사방식이 다르다. 즉, 주사 중첩법은 MRPD-1에서 이용되며 평행 

주사법은  MRPD-2에서 이용된다. MRPD-1은 기존의 기계부를 근거로 제안

되었으며 보다 단순하고 저렴하다. 반면에 MRPD-2는 MRPD-1에 비하여 보

다 높은 luminosity(2배까지) 및 집합조직 측정에 필요한 검출기(PSD 가

능)를 위한 부가적인 암(arm)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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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MRPD-1(그림 6.2.1)

기존 기계부에 설치할 수 있는 중첩 형식의 다중 검출기가 MRPD-1을 

위하여 제안되었다. 유사한 다중 검출기 시스템(10 검출기의 Soller 콜리

메타, 전기적 소프트웨어)이 러시아의 PNPI에서 제작되었으며 프랑스 

Saclay의 Orphey 원자로에 설치되었다. MRPD-1 에서는 30개의 검출기와  

1.2
o
 간격을 갖는 콜리메타들이 회절장치의 암에 설치되며 회절상을 측정

하는 동안 모든 검출기들이 30개의 독립적인 회절상들이 주사될 수 있도

록 전체 측정각도 역을 통과할 수 있다. 검출 시스템의 중복성 때문에 

3차 콜리메타들 간의 각도 구간의 정확성과 콜리메타들의 등가성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며 따라서 검출기 전단의 3차 콜리메타들은 

쉽게 교환할 수 있다. 시료와 검출기 사이의 간격은 상당히 적으므로 

(850mm) Soller 콜리메타들은 검출기 전단에 이용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MRPD-1에 대한 장치의 주요 특성과 성능은 표 6.2.1과 같다.

나. MRPD-2(그림 6.2.2)

MRPD-2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중 검출기 시스템을 이용한 평행 

주사 방식으로 다중 검출기 시스템은 3o의 간격을 갖는 48개의 검출기로 

구성된다. 또한 집합조직 측정을 위한 구동이 가능한 1개의 검출기 구역

이 있으며 PSD의 이용이 가능하다. 차폐는 단색화결정과 회절장치사이의 

거리 감소가 가능한 구동부와 고정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MRPD-2의  

장치 주요 특성과 성능은 표 6.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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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MRPD-1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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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MRPD-2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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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MRPD-1의 장치 특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ke off angle 2 (arc of degree)                  90
o

Monochromator                       Ge,(115) & (331); focusing mode 

Wavelength                                    1.54A, 1.82A 

Angle interval, 2θ                           0 - 132o

Collimators 

     First (existing)               Soller type; window 40x120mm
2
   

     Second                            one slot; inp.w.16x160,       

                                          outp.w.16x110 

     Third                        30 Soller collimators(8x100x300)   

                                             1.2
o apart

Geometry (distances)

     Core - Monochromator                      4,700mm

     Monochromator - Sample                    2,300mm

     Sample - Detector                           850mm             

Beam collimation                               α1 = 20'

(FWHM: arc of min)                 α2 = α2g = 20.6'
1) (one slot )

                                           α3 = 10'(Soller) or

Effective Beam Dimension

    at Monochromator                        40 x 160mm2

    at Sample Table                         16 x 60mm2

    at Detector                              8 x 100mm2 /collimator

Thermal neutron flux (n/cm2sec)

    at Beam Tube Nose                        1.28E+14

    at Monochromator                         9.62E+10

    at Sample Table                          6.32E+06

Resolution Δd/d               3.8E-03 (a = 1.11); α3 = 10',Soller)

V (cm3)                                         2cm3

Detectors                           He-3 proportional counters       

                                  (2 counter on every collimator)
1) Natural geometrical divergence of neutron beam α2g and resolution  

are calculated for sample diameter Φ=8mm, monochromator mosaicity   

β=20'

   - Weight of one Soller collimator  -  2.5kg ;     30x2.5 = 70kg

   - Weight of detector shielding from boron polyethylene -  150kg   

   - Total weight on diffractometer arm  -  220kg : counter balance  

     is necessary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383 -

                    표 6.2.2. MRPD-2의 장치 특성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ake off angle 2θ(arc of degree)                     90
o

Monochromator                   Ge, (115) and (331); focusing mode 

Wavelength                                   1.54A  and  1.82A

Angle interval  2θ                              0 - 144o

Collimators

  First (existing)                Soller type; window 40x120mm
2
   

  Second                        one slot; inp.w.16x160,              

                                                      outp.w.16x110 

  Third                      48 Soller collimators (10x100x300)  

                             3  Soller collimators (10x100x300)   

Geometry (distances)

  Core - Monochromator                        4,700mm

  Monochromator - Sample                      2,300mm

  Sample - Detector                             750mm

Beam collimation                             α1=20', 30'    

                                     α2=α2g=20.6'
1)(one slit)

                                             α3=10' 

Effective Beam Dimension

  at Monochromator                          25 x 160mm2

  at Sample Table                           16 x 60mm2

  at Detector                               10 x100mm2/collimator

Thermal neutron flux (n/cm2sec)

  at Beam Tube Nose                         1.28E+14

  at Monochromator                          9.62E+10

  at Sample Table                           6.32E+06

Resolution Δd/d                       3.5E-03(a=1.11);α3=10') 

V (cm
3)                                         3cm3

Detectors                      1) 48 He-3 proportional counters

                                  3o apart for powder diffraction

                               2) 3 He-3 detectors (PSD possible)

                                  for texture measurements
1) Natural geometrical divergence of neutron beam α2g and resolution 

is calculated for sample diameter Φ=8mm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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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3 관련 준비작업

가. 회전셔터 엔코더 및 커넥터 수리

(1) 커넥터 벽판 덮개의 교체

기존의 커넥터 판넬의 재질은 SUS로 제작되어 겨울에 노실과 원자로 벽

체 컨트롤 box 내의 기온 차로 인하여 가스 누설 방지 커넥터의 핀과 핀 

사이에 물방울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생성 물방울로 인하여 엔코더 신호선

과 전원선에 쇼트가 발생하여 회전셔터가 구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SUS 판을 투명 아크릴판으로 교체하여 기온 차

에 의한 열 전달을 줄이고 습기로 인한 물방울의 생성여부를 감시토록 하

다. 또한 기존의 SUS 판 덮개보다 He 누설을 보다 잘 방지할 수 있도록 

판과 커넥터 주변에 오링(바이톤) 가이드 홈을 만들어 주었다.(그림 

6.3.1)

그림 6.3.1. 아크릴 커넥터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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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누설 방지용 커넥터 교환

기존의 커넥터는 판넬에 2개의 엔코더 신호선 커넥터(19핀)와 AC 모터 

전원선 커넥터(6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커넥터의 수입 대체 방

안으로 연합정 (주)에서 가스 누설 방지용 커넥터를 제작 구입하 다. 기

존의 2개의 19핀 커넥터 대신에 한 개의 35핀 커넥터로 대체하 고, AC 모

터 전원선 커넥터는 핀 사이즈가 큰 것으로 교체하 다. 또한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컨트롤 box 내에서 신호선과 전원선을 서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 다.  

(3) 엔코더 신호선과 커넥터(35핀)의 결선도  

 엔코터(12 bit)    덮개 커넥터(35핀)      컨트롤 커넥터(19핀)

      1  ------  YELLOW -----     A L

      2  ------  BLUE -----    B M

      3  ------  RED -----     C A

      4  ------  WHITE       -----     D K

      5  ------  WHITE/BLK   -----     E U

      6  ------  GREEN/WHITE    -----     F N

      7  ------  FLAME -----     G B

      8  ------  BLACK/WHITE    -----     H J

      9  ------  RED/WHITE -----     J T

      10 ------  FLAME/WHITE -----     K V 

      11 ------  GREEN -----     L P

      12 ------  GRAY -----     M C 

      엔코더 전원(12V)선 VIOLET      -----     J    E

      GND             BLACK          -----     I    D

           근접스위치 신호선 SKIN    -----     mF

                      신호선 GND               kG

(4) AC 모터 전원선  

      콘트롤러(6핀)          덮개판(6핀) 

      A핀:(X)   BLACK         RED 

      B핀:(Y)   WHITE         BLACK

      C핀:(Z)   RED           WHITE 

      D핀:      BLUE          BLUE(BREAK)

      E핀:      YELLOW        YELLOW(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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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T3 회전셔터 콜리메타 장전

ST3 회전셔터 내의 1#, 2# 콜리메타 채널의 dumy 플러그를 인출하고  

중성자 분광실험 장치의 중성자 빔 집속을 위한 20', 30' 분산각의 콜리

메타를 장전하 다. 이들 장전용 콜리메타(cd 도포 steel balde)는 CILAS

에서 제작한 것으로 회전셔터 내 장전을 위하여 콜리메타의 전면에 부착

할 플렌지의 좌우 측면과 상하 볼트 홀에 4개의 위치 조정용 M8 나사를 

부착한 후 콜리메타 전면에 위치 조절 및 고정용 플렌지를 4개의 M5x30 

소켓머리 볼트로 고정하고 콜리메타 후면에 고정용 플렌지(hinge type)를 

6개의 M5x25 소켓머리 볼트로 고정하 다.(그림 6.3.2)

그림 6.3.2. ST3 회전셔터 장전용 콜리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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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3 보조 차폐체(supplementary shield door)를 보조 차폐체 인출 및 

장전용 유도 레일과 hand chain hoist 및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ST3 바

닥홀 후방으로 이동하 다. 또한 ST3 회전셔터의 종단에 부착되어 있는 

폐판은 Lift car와 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폐판 보관상자의 위치장소

로 이동한 후 폐판의 세레이션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폐판 보

관 상자에 보관하 다. 앞서 인출한 보조 차폐체를 직사빔에 의한 작업자

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전셔터에서 충분히 떨어진 빔 선상 거리에 

있도록 한 후 책상을 측량기 전면에 놓고 납, 폴리에틸렌 벽돌을 이용하

여 차폐체를 쌓았으며 측량기의 망원경 위치는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빔 선상보다 위에 있도록 하 다. 또한 ST3 회전셔터 전방에 테이블을 두

고 그 위에 폴리에틸렌 및 납 벽돌을 ∪ 형태로 쌓아 ST3 회전셔터에서 

dumy 플러그의 인출 및 콜리메타 장전시 직사 및 측면 방향으로의 방사선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6.3.3)

이제 플러그 인출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전셔터를 CR 방향으로 

회전하여 closed 채널을 빔 출구 방향과 180
o 반대 방향으로 하고 closed 

채널 차폐 플러그 전면의 M24 볼트 텝에 인출용 볼트를 결합하여 차폐 플

러그를 인출하 다. 차폐 플러그를 인출한 closed 채널이 빔 출구 방향에 

오도록 회전셔터를 회전한 후 이 채널을 통하여 빔 선상의 inpile 콜리메

타에 보조차폐 플러그를 삽입하고 그 전단에 콜리메타 장전시 정렬 작업

에 필요한 광원을 삽입하 다. 회전셔터를 CR 방향으로 90o 회전하여 #1 

콜리메타 채널이 빔 선상과 반대 방향에 오도록 한후 dumy 플러그를 인출

하 다.(그림 6.3.4)

앞서 준비한 분산각 20' 콜리메타를 거꾸로 들어 상하부가 바뀌게 한 

후 #1 콜리메타 채널에 삽입하고 회전셔터를 CR 방향으로 180o 회전하여 

#1 빔 채널이 빔 선상에 오도록 하 다. 앞서 삽입한 20' 콜리메타 후단 

플렌지의 hinge가 채널 종단의 R8 hinge hole에 삽입되도록 하 으며 이 

과정에서 세목줄 및 사포로 hinge를 정  가공하 다. 원자로 벽면에 위

치한 빔의 수직 기준선과 측량기의 hair line이 일치하도록 측량기를 정

 setting 하고 콜리메타 전면 플렌지의 좌우에 부착한 위치 조정용 M8 

나사를 조정하여 측량기 수직 방향의 중심 hair line과 콜리메타 전면의 

blade가 평행하도록 하 다. 측량기를 통하여 콜리메타 하단부의 스페이

서가 보이도록 하고 측량기의 초점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이동하여 hair 

line과 blade와의 간격을 확인한 후 전면 플렌지 좌우의 위치 조정용 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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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를 조정하여 이 간격이 같아지도록 하 다. 이때 콜리메타의 뒤쪽 끝 

부분은 후면에 부착한 붉은 실을 보아 확인하 다. 또한 장전 콜리메타가 

최종적으로 고정될 수 있도록 채널과 콜리메타의 상하 간격에 판 스프링

을 삽입하 다.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2 콜리메타 채널의 dumy 플러그를 

인출한 후 분산각 30' 콜리메타를 장전하고 그 위치를 정렬하 다. 이제 

회전셔터를 CR 방향으로 회전하여 closed 채널이 빔 선상에 오도록 한후 

inpile 콜리메타 내의 광원과 임시 차폐용 보조차폐 플러그를 인출하고 

이 채널을 다시 빔 반대 방향으로 한후 앞서 인출한 차폐 플러그를 재 장

전하 다. 또한 open 채널이 빔 선상과 반대 방향으로 오도록 회전셔터를 

회전한 후 dumy 플러그를 인출하 다. 최종적으로 회전셔터의 종단에 

폐판을 재 장전하고 He 누설 시험을 수행하여 폐판 전면 및 측면을 통

하여 누설이 없음을 확인하 다.

한편 앞서의 회전셔터 콜리메타 장전 작업을 통하여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위치에서 방사선량을 측정 감시하 으며 그 

값은 표 6.3.1과 같다.

그림 6.3.3. ST3 회전셔터 

콜리메타 교체시 방사선 피

폭을 방지하기 위한 PE 및 

납 블록 

그림 6.3.4. ST3 회전셔터

내 dumy 플러그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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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1. ST3 회전셔터 콜리메타 장전 작업 방사선량 측정

위 치 방사선량 조 건
ST3 회전셔터 표면 

    1# 채널

    2# 채널

    open 채널 

12μSv/h

3.3μSv/h

30μSv/h

  밀폐판 제거후

ST3 회전셔터로부터 간격

    10cm

    1m

    2.5m

  205mSv/h

132mSv/h

40mSv/h

 dumy 플러그 인출 빔 방향 

전면차폐체(회전셔터전방)

   납벽돌 뒤 중앙  1μSv/h
  dumy 플러그 장전상태임

후면차폐체(측량기지점)

   납벽돌 중앙

   납벽돌 왼쪽

   납벽돌 오른쪽

   납벽돌 위쪽

   측량기 망원경 부위

0.1μSv/h

12μSv/h

1.3μSv/h

76μSv/h

2μSv/h

  dumy 플러그 장전상태임

후면차폐체

   납벽돌 중앙위

   측량기 망원경 부위 

10μSv/h

12μSv/h

  dumy 플러그 인출

후면차폐체

   측량기 망원경 부위 0.6μSv/h

  dumy 플러그 인출후

  콜리메타 장전
인출 dumy 플러그

   끝부분

   끝에서  5cm

   끝에서 20cm

   끝에서 30cm

45μSv/h

28μSv/h

15μSv/h

4μSv/h

  콜리메타 채널의 

   dumy 플러그

인출 dumy 플러그

   끝부분

   끝에서  10cm

2mSv/h

270mSv/h

 open 채널의 dumy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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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닥 구배 측정 

ST3 수평공 바닥에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및 중분해능 중성자 분말

회절장치 등의 이용을 고려한 차폐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ST3 수평공  

바닥의 높이에 대한 정확한 구배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레벨기와 

측량대로 바닥 구배를 측정하 으며 ST3 수평공의 원자로 벽에 표식 되어 

있는 기준선을 이용하 다. 우선 ST3 바닥홀의 후방 임의의 지점에 레벨

기를 설치하고 레벨기의 중심선(hair line)을 원자로 벽의 기준선과 일치

하도록 한 후 바닥을 1m
2
로 등분하 다. 이러한 각 사각형의 꼭지점과 중

심에 정 한 눈금 및 수준계가 부착된 측량대를 수직하게 세운 뒤에 측량

기의 중심선과 일치하는 측량대의 높이를 측정하 다. 그림 6.3.5은 이러

한 측정값을 보인 것으로 중심선으로부터 최대 1347∼1379mm의 구배를 보

으며 이들은 향후 ST3 바닥공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6.3.5. ST3 수평공 바닥홀 구배조사 



- 391 -

라. ST3 차폐체 준비작업 

ST3 수평공의 차폐체는 기본적으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중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 및 double crystal diffractometer(DCD) 등의 여러 

중성자 분광실험과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시료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차폐체 외부에서의 방사선의 정도가 1.25mrem/hr 이하이어야 하

므로 그 내부는 도 5.0g/cm
3
 이상의 중콘크리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각 

차폐블록의 조립시 방사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정  제작되어야 한다. 

그림 6.3.6은 앞서의 여러 중성자 분광실험을 가능하도록 하는 ST3 차

폐체의 개념도이다. 우선 이 차폐체는 4200mm(L)x2160mm(H)x2100mm(W) 크

기로 바닥차폐체, 차폐블럭 및 상부 차폐뚜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

후 원자로 벽을 기준으로 NR 수직조사홀, 중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DCD의 순서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중성자분광 실험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차폐

체 설계의 기본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각 차폐 블록의 두께는 입사 빔에 대하여 모든 방향으로 800mm 이상  

    되어야 한다.

 ‧ 차폐체 바닥에서 입사중성자 빔의 중심까지의 높이는 1200mm로 한다.

 ‧ 각 장치의 중성자빔 인출 채널은 반사율 측정장치는   2θm= 45
o, 90 o

   로 하며 중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는 2θm= 90
o로 한다.

 ‧ 모든 차폐블록은 차폐체 외부로의 방사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100mm의 턱을 둔다.

 ‧ 각 분광장치의 단색기의 기계장치에 수평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좌우 측면에 총 3개의 수평 플러그를 둔다.

 ‧ 중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 및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중성자  

    빔 인출 채널의 통로는 제작 및 추후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형태  

    가 같도록 한다.

 ‧ 각 중성자 분광장치의 단색기 설치를 위한 casemate의 내부 공간은   

    560(W)x 2110mm(L)x970mm(H)의 직육면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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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6a. ST3 차폐체의 정면도

그림 6.3.6b. ST3 차폐체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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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과제수행 - 반사율을 이용한 생체막 연구

최근에 생명현상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

며 특히 생체 물질에 대한 연구는 현재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 분야이다. 생체막을 이루고 있는 분자 중의 하나인 인지질은 약물 전

달체계, gene delievery 등 많은 분야에 이용되고 있으며 주로 거대분자

의 형태로 존재하여 구조 연구 수단으로 중성자나 X 선이 적합하다. 이러

한 생체막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생체 물질중의 하나인 DMPC와 폴리머

를 공유 결합시킨 PEG-DMPE의 혼합시스템에 의한 연구를 위탁과제로 수행

토록 하 다.[6-15] 이를 위하여 우선 Langmuir Blogett film technique

을 이용하여 DMPC와 PEG-DMPE의 혼합시스템에 대한 단층 생체막을 제작하

다. 이러한 시료는 생체막의 Si 웨이퍼 위에서 0 mol%에서 100 mol% 까

지 전체 몰 비율을 바꿔 가면서 제작되었다. 

이와 같이 제작한 생체막에 대하여 우선 AFM을 이용하여 혼합 몰 비율

에 따른 생체막의 morphology의 변화를 관찰하 다. 또한 그 세부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포항 가속기연구소의 synchrotron source를 이용하여 거

울 및 비거울 반사율을 측정하고 이 반사율 신호를 이론적 모델링을 토하

여 분석하 다. 이 결과로 DMPC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높은 몰 비율 

역에서는 Langmuir balance 상에서 일정한 압력을 주기 위해 PEG의 

steric repulsion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DMPC가 느슨하게 packing 

되므로 PEG+DMPC 층이 얇아짐을 확인하 다. 또한 PEG에 적은 양의 계면 

효과를 주기 때문에 PEG-DMPE와 DMPC간의 계면의 곡율을 증가시키는 결과

를 주게 된다. 결국 PEG-DMPE와 DMPC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PEG-DMPE와 

DMPC의 혼합 생체막 구조가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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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냉중성자원 설계 개념 정립과 개념 설계

1. 서론

냉중성자는 에너지가 5meV 이하이고 파장이 4 Å 이상인 중성자로 정

의되는데, 그 이유는 베릴륨에 있어서의 브라그 절단에너지가 4 Å으로, 

그 이상의 파장을 통과시키는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냉중성자는 그 파

장이 열중성자에 비해서 길기 때문에 열중성자를 이용하는 통상의 결정구

조나 분자구조에 있어서의 브라그 산란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의 유효산란 도의 폭 넓은 범위까지 연구조사를 할 수 있으며 물

질내부의 분자의 perturbation 이나 비균질성을 조사하는데 이용 될 수 

있다. 냉중성자는 장파장 저 에너지의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중성자

를 이용하는 연구분야인 원자 분자 배열이나 열 진동, 회전 등 미시적인 

차원의 연구와는 달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좀 더 큰 분자 덩어리나 

항공기의 금속균열, void 등의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현

재까지 접근이 어려웠던 연구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생체의 근본을 이루는 단백질, 아미노산, DNA/RNA 등의 연구와 

engineering plastic, 초경량 복합재료와 같은 신소재의 구성요소인 중합

체(polymer)의 구조연구 및 초전도체 물질의 연구 등 첨단 연구에 필수적

인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물리학 분야에 있어서 냉중성자

의 일종인 극냉중성자나 초냉중성자가 중성자의 전기쌍극자능률이나 수명

측정, 중성자 현미경까지 응용되고 있다.[7-1,2,3] 

2. 개념 설계

1997년부터 시작한 냉중성자원 장치 개발은 예비 개념 설계, 개념 설

계, 실증 시험, 상세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전 5단계 과정으로 수행되며 

이 보고서는 예비 개념 설계 단계  및 개념 설계 1단계의 기술적 및 물리

적 해석, 측정 기술 및 연구결과 등을 논하 다. 러시아의 PNPI와 공동으

로 냉중성자원 개념설계를 수행하 고 프랑스의 Technicatome, Air 

Liquid와 함께 수행한 개념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 다. 냉중성자원 장치

는 파장이 4∼12 Å이고 파장이 7Å일 때 이득율(gain factor)이 10∼20

인 중성자속을 실험기기에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냉중성자원 설비의 

설계 제작에는 냉중성자 gain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감속재의 종류 유동 

온도, 중성자와 γ선에 의한 발열량 계산 및 측정, 발열량을 제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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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사이펀, 수소 폭발 등에 관한 안전성 유지 보수, 재료 특성, 극저온 

기술, 냉중성자원 설비lay-out, 품질등급 및 국산화 방안 등을 예비 및 

개념설계 차원에서 고려하 다. 

하나로의 냉중성자 장치는 프랑스 Orphee type 및 JRR-3M를 기준 하

다. 그러나, 이 type은 수소냉각계통이 하나로에 없는 sub-pool에 위치하

여 동일한 layout으로 설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콘덴서나 열교환기가 

원자로 pool에 설치됨으로 수소 폭발에 대비한 냉중성자 장치의 개념 설

계를 하여야 한다. 개념 설계 초기 단계에서 Orphee 나 JRR-3M 형을 검토

된 사항들이 하나로에 적합한 변경사항이 필요함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요구사항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에 건설중인 ORNL의 개념설계 부

분의 요구사항들을 검토 비교하여 하나로에 적합하게 변경하 다. 냉중성

자원 설계로는 최대의 gain을 얻을 수 있는 감속재의 특성분석,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발열량 해석과 수소계통, 진공계통, 헬륨계통을 설계하

다. 특히 수소계통에는 열사이펀 계통으로 단상의 액체가 자연대류에 의

해 순환되어 열을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기의 부피를 줄여 줌으로

써, 전체 열 제거 계통을 하나로 수조 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하 다. 앞으

로 2단계 개념설계에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소와 산소의 혼합방지 

반응방지 및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원자로에 미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고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건설 및 설치 계획, 운전 계

획, 품질관리 계획등을 세워야한다. 하나로 냉중성자원 개념설계에 대한 

검토에서는 기본 및 상세 설계를 수행하기 전에, 제시된 개념설계에 포함

되어 있는 설계 개념들의 실용화 가능성과 설계 특성 및 안전성 확보 측

면에서 타당한 것인지를 분석 검토하기 위해서 Testing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7-9,10,11,]

3. 설계 원리

하나로의 출력은 SAR에 명기된 최대 출력으로 한다. 하나로 경우에는 

설계초기 단계에서부터 열사이폰 방식을 고려하여 reactor에 수직 공을 

설치하 다. 기술성 검토 단계에서 하나로 냉중성자원 장치는 열사이펀으

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는 강제순환 방식에 비해 sealing이 단순하고 발화 

원이 될 수 있는 동력이 없어 안전에 유리하다. 발열 측정값은 하나로 냉

중성자원 설치공의 발열량 측정값 및 MCNP 계산값에 따르며 정확한 발열

량 측정을 위하여 보정 방법을 개발한다. 하나로에 설치되어 있는 16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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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의 수직공에 냉중성자원을 설치하여 최대의 gain을 얻을 수 있는 감

속재는 Monte-Carlo 방법에 의하여 하나로에 적합한 감속재는 액체 수소

이다. 중수소는 감속단면적이 커져 이미 설치되어있는 160mm 수직공에 적

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상 액체수소는 빙점 13.9K, 비등점 

18.9K이므로 열 제거를 위한 열 사이펀 루프 온도 범위를 이 사이로 유지

토록 설계한 것으로 PNPI가 예비 설계 개념으로 결정하 다. 그 후 Air 

Liquid 사에서는 Orphee 및 JRR-3와 동일하게 이상(two-phase)을 예비 설

계 검토과정에서 제안하 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열사이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여 stability 결과를 반 한다. 반사체에 설치되어 있는 160mm 수

직 홀 형상측정은 냉중성자원 수직공 초음파 형상측정 및 표면검사에 측

정된 값을 기준으로 한다. 향후 2단계 개념설계에서는 냉중성자원 장치의 

수소폭발압력에 대한 폭발속도, 폭발압력, 진공용기의 응력 및 변위를 측

정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설계값을 설정하고 제작된 장치를 위

한 검증 시험을 수행한다. 각 단계의 결과들이 충분히 반 될 수 있도록 

RAM(reliability,availability,maintainability) 및 Risks assessment 프

로그램을 유지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7-3]

 

가. 개념설계를 위한 물리적 해석

(1) 저온 감속재 gain factor[7-2]

냉중성자의 감속재가 개념 설계의 feasibility 검토 단계에서 수소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para-H2, ortho-H2의 산란 단면적은 

Young-Koppel의 모델을 따른다. 감속재를 수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성자 gain factor를 계산하 다. 여러 가지 비율로 섞은 para-H2, 

ortho-H2을 각 두께 별로 gain factor를 계산 한 결과 30-40mm 두께에서 

가장 높은 gain factor을 얻었다. 그림 7.3.1은 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다.para 와 ortho의 비율은 별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계산은 

Monte-Carlo 법을 이용한 Omega 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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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1 감속재 para-H2, ortho-H2  대한 gain factor  

0 5 10 15 20 25
0

10

20

30

40

50

15 cm

4 cm

8 cm
5 cm

2 cm
3 cm

 2 cm
 3 cm
 4 cm
 5  cm
 8  cm
 15  cm

re
la

tiv
e 

ga
in

 fa
ct

or

wave length λ , A

(2) 열부하 계산 및 측정[7-6]

중성자 및 γ 선에 의한 열부하를 냉각계통의 용량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하여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MCNP code을 이용하여 중성자 및 γ선에 

의한 열 부하를 계산하 다. 중성자는 activation method를 이용하여 측

정하 다. 그림 7.3.2와 같이 제작된 dry experimental channel을 부력에 

의하여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 platform에 고정하여 

activation wire, activation foil, IC-gray chamber를 부착하여 열 부하

를 측정하 다. Au, In, 및 Ni 의 activation foil은 10kw에서는 10분 동

안 17MW 에서는 60분 동안 조사하고 Au wire는 100kw에서 10분간 조사하

다. foil에 의한 측정이 끝난 후 1cm 간격으로 계수율(cps)을 측정하고 

3군데에서 wire를 잘라 열중성자속 절대값을 계산하 다.gold wire의 측

정 결과를 이용하여 1cm 간격으로 3군데에서 얻어진 값을 계산하여 그 외 

부위의 상대적인 값을 계산하 다. 조사 된 foil 과 wire의 분석하기 위

하여 ORTTEX spectrometer를 사용하 다. 측정결과는 그림 7.3.4처럼 계

산 결과와 일치됨을 알 수 있다. γ선은 IC-gray chamber를 이용하여 측정

하 는데 칼로리 meter 보다 편리한 IC-gray chamber를 그림 7.3.3 처럼 

제작하여 측정하 다. 그림 7.3.5처럼 측정 결과 값이 MCNP 계산값 보다 

더 크게 계산되었는데, 계산시 지연 γ선과 경수(light water)를 고려치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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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4 축방향 상대 열중성자속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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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5 축방향 γ 선 발열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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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직홀 형상 측정[7-4]

그림 7.3.6처럼 되어 있는 수직홀은 하나로 건설당시 설치된 것으로써 

설치당시 용접주위가 bending이 되어 지름이 중심축을 벗어나 두께를 감

소시켜 중심축을 조정하 다. 이러한 수직홀에 냉중성자원 장치의 용기를 

삽입하여 설치 할 경우 물 두께가 존재하면 중성자 이득률이 저하되는 경

우가 있다. 따라서 축을 중심으로 한 각 위치에 따른 수직 홀의 지름 및 

변형되었거나 표면의 부식 상태에 의한 두께 변화를 측정하여 삽입되는 

압력용기의 정확한 설계 값을 구하고자 한다. 측정하는 방법 중 기계적인 

접근 방법인 liner gage나 three point internal micrometer를 이용한 방

법이 검토되었으나 원자로 수조 12m 하단에 설치되어있고 방사능 구역으

로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 수침 초음파 방법을 이용하여 수직 홀의 지름 

동시에 측정하 다. 2channel 센서 module 및 4축 manipulator를 제작하

여 측정 시스템을 그림 7.3.7과 같이 구축하 다. 사용 된 센서의 주파수

는 10 MHz 이고 측정 오차는 0.1 이하로써 기계적인 측정방법보다 더 정

하게 측정 할 수 있다. 측정 신호는 초음파의 모드 변형 및 중첩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비교적 지름 신호 S1과 두께 신호 B1을 정확히 읽어 낼 수 

있어 지름 및 두께를 측정 할 수 있다. 그림7.3.8, 7.3.9와 같이 측정 두

께는 3.3mm ∼6.7mm 이고 측정 지름은 156 φ∼165 φ 이다. 또한 IAEA 

working ID 35-G7에 따라 수행되는 하나로 가동중 검사에 제작된 

manipulator를  검사에 사용 될 수 있다. 결론적 155 φ 정도의 진공용기 

설치도 가능하고 두께 값도 3.3mm로 안전분석보고서(SAR)에서 요구하는 

3.1mm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 측정값은 냉중성자 용기의 정확한 설계 

값으로 사용 할 수 있어 중성자의 이득율을 높일 수 있다. 

(4) Freon-113을 이용한 열사이펀 실험[7-3,8]

 그림 7.3.10처럼  Freon-113을 이용한 열사이펀 장치의 유동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동심관 형태를 가지는 폐쇄 열사이펀 회로에서의 이상 유동 

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 다. 본 실험에서의 실온에서의 실험을 위해 

순환유체로 하고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 다. 열사이펀  관 및 감속재 용

기는 내부의 양태를 관측하기 쉽도록 유리제를 사용하 다. 감속재 용기

는 직경이 80 mm 이고, 부피가 1.0 리터가 되는 용기를 사용하 다. 내관

과 외관으로 된 이중관식 열사이펀은 열전달량을 증가시킨다. 특별한 유

동현상으로 flooding, oscillating, dry-out 등이 존재한다. 그림 7.3.11

과 같이 실험 결과 충전 액량과 열부하에 따른 안정유동 역, 맥동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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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재안정유동 역, 드라이아웃 역으로 구분되는 유동 특성 다이어그램

을 얻었다. 충전 액량이 1리터 미만이 경우 열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flooding 현상 후 dry-out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충전 액량이 2.5리터 

경우는 낮은 열 부하에 대해 유동이 안정적이지만 열 부하가 증가함에 따

라 맥동이 관찰되다가 안정상태에 도달되었다. 또한 3.1 리터 이상의 경

우는 열부하가 작을 경우는 맥동의 진폭이 작다가 열부하가 증가함에 따

라 맥동의 진폭이 더 증가하지만 어느 값을 넘어서면 다시 유동이 안정화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맥동유동 역에서는 고정된 충전 액량에 대

해서 맥동 주기는 열부하에 따라 변하고 특정한 열부하에 대해서 최소값

을 가진다. 맥동 주기가 최소가 되는 열부하는 충전 액량이 증가함에 따

라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7.3.12는 고정된 충전 액량에 대

해서 감속재 용기에 가하는 열부하의 증가에 따른 감속재 용기내의 액체 

레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7.3.6 하나로 냉중성자원 수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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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7 안지름과 두께 측정을 위한 4축 manipulator 및

     2ch 초음파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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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Instrument  USD15

그림 7.3.8 측정된 수직공의 두께



- 403 -

그림 7.3.9 측정된 수직공의 지름

그림 7.3.10 Thermosiphon 실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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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11 열사이펀 관내의 충전 액량과 감속재 용기

에 가한 열부하에 따른 유동 역 특성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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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 건전성 시험의 준비[7-16]

 향후 2단계 개념설계에서는 냉중성자원 장치의 수소폭발압력에 대한 

폭발속도, 폭발압력, 진공용기의 응력 및 변위를 측정하여 구조물의 건전

성을 확립하기 설계값을 설정한다. 예비개념설계(preconceptual design), 

개념 설계(conceptual design) 후에는 제작된 장치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검증 시험을 수행한다. 시험단계에서 계측 및 측정이 정확히 이루어지도

록 측정신호에 대한 이해와 및 계측장비의 정확한 사양이 필요하다. 

static 신호 측정 방법 및 비파괴 시험을 기술하고 일반적인 실증시험단

계의 측정기술 및 절차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방법을 서술되어야 한다. 특

히 연구용 원자로에 설치 예정인 냉중성자원 개발 장치가 수소와 산소 반

응 시 폭발에 대비한 구조 건전성 및 원자로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고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설치, 운전과 보수를 위한 구조물 시험 방법 및 

기술사항이 필요하다. 냉중성자원 개발 장치는 냉중성자 이득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성자 감속재로 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출 및 공기의 유입 등

으로 산소와 반응하여 폭발 가능성 때문에 냉중성자 장치의 in pile 

assembly 즉 진공용기 및 열교환기 등의 구조물에 대한 건전성 시험이 필

요하다. 수소폭발 시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냉중성자원 장치의 건전성 시

험 및 원자로에 미치는 안전성을 평가하고 예비 개념 설계 및 상세 설계

를 위한 구조물의 건전성 시험 측정 기술을 확립하고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냉중성자원 개발 장치와 관련하여 수소 폭발시험은 일본 JRR-3 및 

미국 ORNL ,RIST에서 수행되었다. 일본의 JRR-3는 냉중성자원장치의 기기

와 동등한 형상 및 재질 사용하여 원자로 안에 설치 될 in-pile assembly 

대하여 수소폭발 시험을 수행하 다. 이온센서를 이용하여 폭발속도를 측

정하여 연소인지 폭발인지를 구분하 다. 폭발시의 온도는 측정하지 않았

고 최대압력은 200 ㎏/㎠ 이상으로 폭발 후 표면검사만 수행하 다. 미국

의 ORNL 은 수소 및 산소의 반응도 측정을 위해서 safe room을 제작하여 

수소와 산소 반응 후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여 원자로에 설치될 냉중성원 

장치의 위치 및 예비개념 설계의 자료로 활용하 다. 측정된 압력은 150 

㎏/㎠ 이고 측정 온도는 1000K 정도이다. 그림 7.3.13은 계획된 냉중성자

원 장치의 및 폭발 시험 및 건전성 시험을 위한 센서의 부착 위치이다. 

나. 냉중성자 장치 layout[7-3]

냉중성자원 장치의 감속재 용기의 설치방법, 감속재의 종류, 감속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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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열제거방식, 감속재의 격리방식 등에 의해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로 에서는 원자로 초기 설계 건조 시에 일본의 JRR-3M을 설계모델로 

하여 JRR-3M과 직경이 거의 같은 수직 설치 공을 하나로의 반사체 탱크에 

설치하 기 때문에 종형에 의한 계통으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하나로의 냉중성자원 설계개념 및 배치개념이 상당부분 JRR-3M의 시설

개념 및 배치개념을 적용하게 되었고, 그 외에 종형으로 설치한 Orphee, 

러시아의 PNPI 및 Technicatome의 제안을 반 하여 냉중성자원 장치의 전

반적인 layout 개념을 설정하 다. 감속재는 수직홀 160mm 이므로 감속재 

두께가 30mm에서 최대의 이득률을 얻는 수소가 200mm이 필요한 중수소보

다 원자로를 개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더 바람직하다. 열제거 방식

에는 직냉식과 강제 순환식 방법보다는 열사이펀 방식을 장치 설치개념으

로 적용하 다. 감속재 용기는 수직설치공의 형상에 맞아야 하며, 열중성

자를 냉중성자로 충분히 감속 할 수 있는 치수가 필요하다. 응축기시설은 

감속재 용기를 통과하는 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해 발생된 열을 제거하는 

시설로써 감속재 용기와 만찬가지로 높은 진공 차단지역으로 폐되어야 

하고 수소와 공기의 혼합에 의한 폭발 방지를 위해 이중 격리목적으로 원

자로 수조 내에 설치한다. 응측기 용기의 크기 및 설치 위치는 하나로와 

형상이 유사한 JRR-3M의 시설을 고려할 때 casing을 포함한 크기가∮

230mm x 2349mm로 예상된다. 수소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방지를 위하여 하

나로 수조 속에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원자로 수조 속의 기존 최 하단 

platform상부이다. 감속재용기와 콘덴서를 접속하여 액체수소 및 가스수

소를 순환시키는 저온 유로관의 길이는 하나로의 경우 약 4.5m가 되는 거

의 수직에 가까운 가느다란 3 중벽 동심원관으로 설계되며 가장 안쪽 관

은 18k로 냉각된 액체수소를 감속재 용기로 공급시키는 관이고 두 번째 

안쪽관은 감속재 용기에서 기화된 수소가스를 콘덴서로 회송시키는 관이

다. 바깥쪽 외관은 진공 단열 구조관이다. 기타 유로관 설계 시 참조해야 

할 사항은 노심에서의 방사선 stream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로관을 곡

관 형태로 하여야 한다. 수소완충탱크의 사항은 액화 수소량을 1.5리터에

서 2.0 리터이고 용적율 600리터이다. 탱크의 치수는 2,350mm 직경은 

670mm 이다. 공기와의 반응성이 극히 높은 수소를 원자로에 근접하여 사

용하기 위해서는 수소와 공기와의 격리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

다. 이를 위해서 수소를 포함하는 모든 배관이나 탱크 등 감속재용기와 

극저온 냉동계통과의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응축기와 수소 탱크 및 연결 

배관을 모두 수중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로의 경우 감속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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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및 이에 연결되는 극저온 냉동 유로관은 필수적으로 원자로 풀에 내부

에 설치하게 되지만 콘덴서와 수소탱크를 수중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service pool을 이용하거나 또는 보조풀을 원자로 수조 옆에 새롭게 축조

해야 한다. 그러나 service pool 이용은 동위원소나 다른 원자로 작업을 

위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조풀 건조나 기

존 service pool 이용을 위한 원자로 풀 벽체의 개조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림7.3.14 같이 비교적 점유 공간이 적은 콘덴서 장치만

을 원자로 수조 속에 설치하고 수소탱크와 관련 배관은 원자로실 내의 냉

중성자원 전용구역에 삼중 격리방식으로 보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냉동계통은 감속재를 냉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온도, 압력, 유량과 진동 

소음 설치장소가 빔 실험에 주는 향 및 운전, 정비 보수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고려가 되어야 한다. 기화되는 감속재를 직접 압축 팽창의 과정

을 통하여 액화시키는 DIDO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헬륨냉매를 이용

하는 냉동기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냉각하는 방식이 냉각 효율은 적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우수한 장점을 가진다. 냉중성자원 설비에서는 감속재의 

냉각을 위하여 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

교적 냉동계통이 간단한 Brayton 사이클을 이용토록 한다. 중성자 유도관

은 중성자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유도관의 내벽의 경사면으로 중성자

를 가능한 전반사조건으로 반사시켜 노심으로부터 실험장치 위치까지 중

성자를 유도하는 실험이다.

원자로에 설치될 수평 실험공 중 냉중성자원 설치용 빔 튜브에 그림 

7.3.15와같이 4개의 중성자 유도관을 설치한다. 유도관의 4기의 곡률반경

을 2000m 정도로 크게 하여 2Å이상의 특성파장을 지닌 고 도의 냉중성

자속을 실험기기까지 대량으로 공급하여 여기서 실험기기에 필요로 하는 

특성파장의 냉중성자의 silt bender로서 추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냉중성

자의 특성파장의 종류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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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3.13 냉중성자 장치의 건전성 시험을 위한 센서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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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요구사항[7-15,17]

가. 사용자 요구사항

냉중성자 장치는 4 ∼ 12 Å의 장파장을 가지는 중성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파장이 7Å 일 때 gain이 10∼20 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저온

유지시스템 설치는 열중성자 스펙트럼에 향을 주지 않도록 된다. 하나

로 운  및 열중성자빔 사용프로그램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나.  규제 요구사항

저온유지 장치는 절차서 ORNL/RRD/INT-89 나 동등한 KAERI 하나로 운  

절차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절차서 작성하여 설치하고 비정상적인 운전 및 

긴급사항에 대한 절차서 작성은 KAERI 하나로 운  절차서에 따라 허가되

어야 한다. 냉중성자 장치를 지원하는 안전요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는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EPA 

Compliance나 동등한 KAERI 절차서의 요구사항을 설계 전에 만족해야 한

다. 냉중성자 장치를 설치 후 KAERI 안전 분석 보고서(SAR) 및 KAERI  

PRA(Probabilistic Risk Assessment)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 규제 요건 

사고가 발생 할 확률은 Low probability(less than 10-6 per year best 

estimate frequency)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수소는 취급 시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의 지침서나 이와 동등한 

KAERI 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수소차폐 용기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III. Code Case N-519- Use of 6061-T6, 6061-T651와 

ASME B31.3, Chemical and Petroleum Plant Piping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

며 진공관은 외부압력을 지탱하여야 한다. Hydro-test 동안에 진공배관의 

건전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시험은 purging 

hydrogen test, pressuring vacuum test, post-hydro leaking test 등이

다. 빔 도관 사고의 결과들은 ORNL-HFIR acceptance criteria 이나 이와 

동등한 KAERI criteria 보다 적어야 한다. 한계치는10
-4
- 10

-6
/year 이며 

결과는 반드시 10 CFR 100 off-site dose 제한보다 적어야 한다. Beam 

tube사고는 ORNL/TM-5711/R2 TS3.8.3(b)(2)에서 변경된 690 psig에서 100 

gpm 보다 적은 양을 누설 할 경우 SBLOCA(small break loss of coo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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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로 정의한다.

라. 운전 조건 및 요구사항

 냉중성자 장치 및 주변장치는 절차서 configuration control of 

plant design modification 을 작성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제작에 관한 

절차는 ORNL-RRAP-3.3.1 Procedures for fabrication control governing 

modification of reactor system and/or replacement hardware 와 동등한 

KAERI 절차서를 만들어 사용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조건 및 요구사항

노외냉중성자 장치의 설치는 절차서 Preparing and Processing a 

maintenance work packages  및  maintenance work control KAERI 절차서

를 준비하여야 한다.

5. 향후 추진 계획

예비 개념 설계 및 개념 설계 후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03

년부터 원자력 중장기 연구사업으로 시작되는 냉중성자원장치건조 설치준

비를 위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예비 개념 및 개념 설계를 통하여 이루어

진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사항들을 논하고자 한다. 향후 추진 계획

은 첨부에 있는 WBS(work breakdown structure)을 참조하여 장치 설치 및 

개발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예산계획은 미국의 

ORNL이 냉중성원 개발을 위하여 대략 850만$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개

발을 위하여 좋은 참조가 되리라 믿는다. 다음 사항은 하나로 냉중성자원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2003년부터 준비 할 계획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의 계획 내용들에 내포되어있는 예측 못하는 위험 요소들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Risk Assessment Program을 운용하고자 한다.   

가. 사고 해석 예비계획(accident analysis)

 사고 해석은 PRA 방법을 사용하여 사고 시나리오 등을 준비하여 발생 

횟수, 사고 유형, 사고 향을 등을 분석 할 것이다. 시나리오를 개발하

기 위하여 사고 유형, 결과 분석이 수행된다. 하나로의 냉중성장원의 사

고해석은 JRR-3, ORPHEE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중심 하여 PR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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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될 것이다. 앞으로 사고해석을 수행 할 유형은 다음과 같다.

 -loss of adequate ability to remove heat from the moderator 

vessel walls

 -loss of liquid hydrogen flow

 -loss of helium refrigeration

 -loss of vacuum

 -loss of tertiary containment

 -hydrogen leaks/ transfer line breaks

 -loss of off site power

 -control system failure, and

 -gas transport/ handling event

사고유형은 아니지만 최종 상세설계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이 요구된다. 

안전성 분석이 수행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heat removal from the thimble under steady state conditions

-stress analysis of thimble components

-analysis of liquid hydrogen vaporization and flow into the 

expansion vessel and heat transfer analysis of gas/liquid interface 

vessel

나. 건설 및 설치 .예비 계획

건설 및 설비는 2006년도에 계획되었으며 설치시기는 하나로 정기 가

동중 검사기간에 계획중이다. 원자로에 설치되는 in pile assembly는 

ORNL 경우 약 6주 동안 설치 될 계획이므로 하나로 냉중성자원 장치 설치

도 이것을 기준 하여 하나로 운  팀과 협조하여 건설 및 설치 예비 계획

을 수립한다.

다. 운전 예비계획

냉중성자원 장치는 24시간 운전된다. 외국의 운전 경험에 비교할 때  

운전을 위해서 운전 팀이 필요하다. 즉 1명은 cold source manager, cold 

source supervisor, technicians으로 구성된다. 냉중성자원 장치는 복잡

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특히 운전원에 대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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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원을 설치단계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숙지토록 한다.

라. 품질 관리 예비계획 및 자제 조달 계획

품질 관리는 구조물, 시스템, 부품 등이 가동중에 성능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 계획되고 조직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품질관리활동은 규제

기관의 요구사항 및 하나로 품질 관리 절차서를 따르고 여기에서 포함되

지 않는 사항은 ORNL 절차서를 참조로 한다. 관리체계는 다음사항을 확인

한다. 자제 조달계획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자격 있는 업체 및 제조사로

부터 제작하고 QA Inspector를 조직하여 제작에 대한 시험/검사 절차서에 

검토하고 승인한다. 규제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을 검토하고 냉중성자원 장

치설치를 위한 하나로 품질관리 절차를 작성한다.

-설계 요구사항이 적절한 방법으로 설계 문서에 반

-조직적으로 각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체제 확인

-설계 변경 사항이 설계 및 자제 제작 및 구매 단계에 적절하게 반 .

-설계, 설계 검증, 구매 및 설치 단계에서 문서 및 기록이 품질 관리 

마. R&D  Testing 및 평가 예비 계획

하나로 냉중성자 장치 개발은 다음 3단계 시험을 수행한다, 이러한 3

단계 시험은 다음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감속재 유동, 열 제거 , 진공 압

력용기 설계 요건, 초저온에서 재료의 특성 등을 분석해야 한다.

-separate effects test

-integral system test

-prototype test

첫 단계에서 시험은 개념설계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

째 단계에서 시험은 개념설계의 성능을 확인한다. 마지막 단계 시험은 설

치 전 as built 시스템 시험을 수행한다. 1단계 시험은 수행된 시험은 

Thermosyphon 시험으로  따라서 감속재의 유동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Freon-113을 이용하여 열사이펀 실험을 수행하여 유동 현상을 관찰하여 

in pile assembly 설치 시 기본 자료로 사용 할 계획이다. Heat load 측

정시험은 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한 측정한 값을 validation하기 위하여 

보정 방법을 개발하며 그 측정값을 냉동계통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다. 냉중성자원 수직공에 진공 용기를 설치 후  초음파를 이용하여 물 두



- 415 -

께를 측정하여 냉중성자 gain factor 측정 시 이 값을 고려한다. 수소 폭

발 시험은 수소 폭발 속도 및 압력을 측정하여 상세 설계 단계에서 응력 

해석에 사용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 수행 할 구조 건전성 시험을 위한 계

측 기술을 set up 한다. 2단계 시험은 진공 챔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Heater에 의하여 heat load가 가해져 액체 수소 유동 속도를 측정한다. 

시험의 일부로써 heat load를 제거하여 응답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확인한

다. 수소액체가 채워진 시스템을 거의 원자로에 설치될 사양과 거의 동일

하게 실험을 한다. 수소 폭발에 대비한 구조 건전성 시험을 수행한다.3단

계 시험은 설치 전 원자로에서 가능한 완벽한 구성을 하여 3단계 시험을 

수행한다. 이전의 시험들과는 다르게 이 시험은  완전히 validation 목적

이다. 그러나  계측장비를 확인하고 계측점 들을  최종적으로 변경 할 수 

있다.  

바. 예비 통합 운  계획

상세한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로 운 팀의 검토을 받는다. 이 

계획은 냉중성자 장치 운전시 하나로가 scram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냉중성자 장치는 수소계통, 냉각계통, 유도관 부

분별로 나뉘어져 통합적으로 각 기능 interface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각 기능에 대한 운전조건, 제어, 보수에 대한 기록들을 통합적으

로 유지토록 한다. 예를 들면 그림7.4.1과 같은 WBS(work breakdown 

structure)의 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각 기능들에 대한 변경 사항들

을 교환하고 그 기록들을 유지한다. 이러한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ORNL의 절차서 RRAP-3-2, Configuration control of plant design 

modification을 참조하여 KAERI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Reliability availability and maintainability 예비계획

냉중성자 장치의 신뢰성, 시스템 고장 유형을 조사하여 그 발생을 최

소화하고 운전시 보수 가능하도록 개념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토록 한다. 

RAM 목적은 냉중성 장치가 하나로 운전에 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술되어 있는 규격 및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설치/운전 이러한 절차를 수행한다. Risk assessment목적은 냉중성

자 장치 개발과제에 악 향(detrimental )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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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1997년 이후 냉중성자원 개발 과제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사업

으로 냉중성자원 개념설계 정립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냉중성자원 개발과 

활용연구는 미래의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겨냥하여 신소재 개발과 물성연

구 등을 자체의 기술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첨단형의 경쟁력 있

는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냉중성자는 열중성자에 비해 파장이 매우 길기 때문에 물질의 계면이

나 표면 특성을 연구하는 데 아주 적합한 방법이다. 특히 복합재료, 접착

재료, 의료소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연구로 활용 분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생체의 조직 

특성이나 이물질(異物質)에 대한 거부반응 규명 또는 우주선, 항공기, 자

동차 등에 소요되는 신소재 개발 등 선진형 연구의 주요한 도구가 된다.

앞으로 장치 개발과 더불어 연구가 필요한 Reflectometry 등의 중성자 

광학 연구는 국내에서 기술이 전무한 중성자유도관의 특성 연구에 이용되

어 유도관의 설치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성자유도관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국제 공동 연구 및 자체연구가 시급

히 요청되고 있다. 2003년부터 4년 동안은 향후 상세설계의 핵심요소기술

을 개발하기 위해 수소폭발실험, CN공과 콘테인먼트사이의 Water Film 측

정 모의실험, Design criteria 정의와 전반적인 계통의 개념설계 확정, 

안전성 분석 연구뿐만 아니라 냉중성자 유도관에 대한 특성연구, 운전 

mode 등을 계획하고 냉중성자 분광장치에 대한 특성연구도 수행하여 설계

와 장치 제작의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로에 설치될 냉중성자 장치의 layout를 위하여 하나로 운 팀과 

working 그룹이 형성되어 간섭사항의 최소화, 시설 설치의 안전성 및 효

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외에도 상세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전을 위하

여 논의된 향후 추진 계획을 통해서 냉중성자 장치를 국산화 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하여 연구로의 대외 수출에 많은 기여가 되리라 확신한

다.[7-14] 냉중성자 장치 설치 후 하나로에 있어서 냉중성자는 여러 가지 

연구분야에 이용될 곳으로 기대된다. 냉중성자 실험연구동에 설치될 실험

장비 선정은 연구목적이나 기술개발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냉중

성자를 이용한 앞으로의 연구목표나 연구개발 특성을 선정하기 위하여 

PNPI가 수 십 년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기술개발 단계 및 과정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 다. 아래와 같이 선정한 장비와 연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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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용극대화를 이루어야한다.[7-2,3,5] 

• DPCD ( Double Perfect Crystal Diffractometer)- 분해능이 높

은 소각산란 실험장치

- 200Å∼20㎛ 크기의 세공구조, 세라믹, 시멘트, 석탄 및 석유 

산업의 시료, 중합체, 자기 역 등 비교적 large scale의 비균질성 

연구에 이용

• PNRV (Polarized Neutron Reflectometer with Vertical plane 

tree of scattering)

- 액체의 표면부분, 중합체 표면, thin film의 구조 연구, 금속과 

반도체 및 자성과 비자성체의 다층 구조연구 

• CS (Polarized Neutron Correlation Spectrometer)

- 강자성체/반강자성체, spin glass등의 집단 여기역학 및 산란중

성자의 극성 분석을 통한 회절실험장치의 연구

• SANS 회절기(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Diffractometer)

- 중합체물리, 교상화학, 생물학 등 분야의 연구

• SAPNS (Small Angle Polarized Neutron Scattering)

- 초전도체, 비결정자성체, spin glass등의 중간구조 연구

- 탄성과 비탄성 산란, 자기산란과 핵산란의 구분, 그리고 좌우 

비대칭 자기산란의 추출 연구

• TDA (Three-Dimensional Analyzer-Texturometer)

- 편극 중성자빔의 편극3차원 분석으로 자속분포, 자기의 異方性 

(anisotropy) 및 구조를 측정

• NSES (Neutron Spin Echo Spectrometer)

- 결정과 비정렬계 (phonon, magon등)에서의 여기 (excitation)의 

선폭 (linewidth), 액체, 중합체, 생물학적 거대분자 등에서의 분자 

이완율 연구

• TASPN (Triple Axis Spectrometer of Polarized Neutron)

- 자성체에서의 스핀역학 연구

- 산란후의 중성자의 에너지와 운동량 전이 측정, 편극 상태 측정 

 

하나로는 앞으로 30∼50년 정도 활용하여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요구되는 연구로 이용 기술 분야나 수준은 지금 요구되는 것과

는 달라지는 분야가 많을 것이다. 하나로의 이용 목표가 현재의 이용 요

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술수준에도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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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험 동 및 실험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하여 

관련 기술의 효과적인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국내의 냉중성자 개발 및 

활용기술을 일관적이고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냉중성자원개

발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국내의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 통한 국내외의 기술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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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분광장치 주요 부품과 시료환경장치 개발

1.중성자 단색화 결정 개발과 평가

가.중성자 단색화 결정(monochromator)의 개요

연속적인 파장 분포를 가지는 중성자 빔이 단결정에 조사되면, 여러 

회절면의 조합으로부터 적절한 방향에서 Bragg 법칙에 따라 특정한 파장

에 대해서만 반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입사 중성자 빔을 적절하게 정

렬된 단결정에 조사시킴으로써 단색화된 파장을 얻을 수 있다. 완전 단결

정은 결정내에 아주 큰 소멸, 즉 1차 감쇄(primary extinction)로 인해 

낮은 반사능을 가지게 된다. 단색화 결정 반사율을 증가시키는 한가지 방

법은 dislocation을 증가시키거나 불순물을 도입하여 균일한 결함 분포를 

가지는 작은 mosaic block, 즉 결정립을 도입하여 mosaic 분산(spread), 

β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단색화 결정의 mosaic 분산은 단결정의  Bragg 

피크 주위의 각도 분포에 대한 반사된 중성자 빔의 강도를 나타내는 

‘rocking curve'에서 나타나는 반치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을 평가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된다.

완전 단결정의 mosaic 분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들 중 첨가 불순물

(doping impurity)에 의한 것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Barrett, 

Muller, Heaton(1963)은 단결정 Ge 결정의 반사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결

정에 imperfection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 다. 가장 좋

은 결과는 650℃에서 Ge disc나 slab을 [110] 방향을 따라 단일 방향 압

축을 주는 것이었다(squashed single crystal). Barrett 등은 압축한 Ge 

단결정으로부터의 강도가 as-grown 상태의 Ge에서 얻어지는 반사율 보다 

30 배정도 높은 반사율을 얻었음을 보고하 다. 압축을 주는 양의 여러 

변화에 따라 mosaic spread의 광범위한 변화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이 

방법은 매우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카나다 Chalk River 연구소의 

Dolling과 Nieman(1967), 미국의 BNL의 Cooper와 Nathans(1967), 국 

Harwell 등에서 성공적으로 이용되었다. 곡면 단색화 결정(Curved 

monochromator)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이후 매우 관심있는 분야이고 비록 

초기 단계에서는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

다. 이는 기본적으로 bent 결정을 이용하거나 또는 bent perfect crystal 

slice(lamella)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정의 bending은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방법이 상용되나 화학적 또는 열적 방법도 시도되었다.



- 421 -

(1) 이론적 배경

(가) Bragg 회절

이상적인 단색화 결정의 이용은 요구하는 파장 이외를 차단하면서 필

요 파장대의 빔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 Bragg 반사를 이용한 빔의 선택은 이러한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원하는 빔 이외에 고차(higher order) 파장을 생성하게 되며, 

monochromator 결정의 본질적인 회절폭 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색

화 결정에서 반사된 빔의 강도와 공간적 분포는 다중 반사, 비간섭성 산

란, 비탄성 산란 그리고 흡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복잡한 전

개 과정에 대한 이해는 Bacon과 Lowde(1948)에 의해 기본적으로 정립되었

고, 세 한 수학적 토의는 Werner(1965, 1966)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면간 거리 d를 가지는 결정으로부터 파장 λ를 가지는 Bragg 반사에 

대한 표현은 2dsinθ = nλ이다. 만일 백색 빔(white beam)이 단결정에 조

사되면 특정한 파장들을 선택하게 되고, 선택된 빔들은 결정면에 따라 특

정 방향으로 회절된다. 결정면 방향에 의해 선택된 반사빔은 반사 차수 n

에 의해 결정되어진 파장을 가진 단색선을 만들게 된다. Bragg 반사에 대

한 개략적 이해를 위해서는 역격자 공간상의 vector 해석을 이용하는 것

이 유용하다. 그림 8.1.1은 역격자 공간상의 회절에 대한 설명으로, k 1,

k2는 역격자 벡터 g(반사면)에 대한 입사빔과 반사빔을 나타낸다. 

그림 8.1.1 역격자 

공간상의 X-선 회절 

    그림 8.1.2 Mosaic 

crystal에 의해 중첩된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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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1|= | k 2|=
1
λ
, | g|=

n
d

결정에 입사되는 white 빔 중, 하나의 빔을 고려할 때, k 1과 g사이의 

각이 결정되어진다. 이 상태에서 | g|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며, 따라서 다

음의 관계가 성립되어진다.

                | k 1|=
| g|
2sinθ  

만일, 반사각의 폭이 어느 정도 이완된다면, 반사빔은 가능한 파장대

의 역에 의해 넓어진 만큼의 폭을 갖는 강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진다.

               
Δλ
λ
= cotθ dθ

완전 단결정에서 반사되는 각도 범위는 수 arcsec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파장의 분포가 극히 좁아 전체 강도는 매우 작게 나타나게 된

다. 그러나, 만일 전위나 결정내의 결함이 존재하게 되면, 이 완벽한 구

조를 깨트리게 된다. 이것은 몇 분에서 몇십 분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 거

시적 결함(macroscopic imperfection)을 가질 수 있고, mosaic 분산이라

고 불리는 결정 내에 미소한 방향 불일치(misorientation)을 가진 작은 

결정립들(crystallites)의 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백색 빔이 그러한 mosaic 결정에 입사되면, 각각의 작은 결정들은 파

장 분포 중 선택된 좁은 파장들에 대해 각각 만족되어지고 이렇게 만족된 

빔들은 mosaic spread의 분포에 대응하는 폭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중첩

되어진 빔들은 λcotθη의 범위를 가지며, 그림 8.1.2에 나타나 있다. 얇은 

결정의 경우에는 η의 범위에 만족되는 충분한 결정이 나타나지 않게 되거

나 요구하는 파장 폭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 만일, 결정이 충분히 두

껍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요구하는 범위의 파장 역에 

대해서 충분한 중성자 빔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2차 

감쇠(secondary extinction)가 mosaic 결정에 대해 나타나게 된다. 실제

로 최적의 두께는 반사되는 강도를 저하시키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고려되어진다. 즉, 흡수나 비간섭성 산란에 의해 반사되는 불필요한 빔을 

최소화하는 요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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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우스 분포를 갖는 mosaic 결정의 반사율

Bragg 법칙을 이용한 중성자 빔의 단색화는 일반적으로 반사법

(reflection reometry) (a)와 투과법(transmission geometry) (b)의 두가

지로 나누어진다. 반사된 beam의 강도는 단위포의 적분 반사율

(integrated reflectivity)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Q 값에 비례하

게 나타난다.

                   Q = 
λ
3
F
2
/V

2
c

sin2θ    

여기서, F는 structure factor, Vc 는 unit cell의 체적, θ는 Bragg 

각을 나타낸다.

(a) Reflection (b) Transmission (c) Double-crystal

그림 8.1.3 The three "crystal reflecting arrangement"; η i  and η r 

the unit vectors corresponding to incident and scattered beam 
direction.

(다) 미분 반사율(Differential reflectivity), P(θ,η)

Mosaic 결정립들이 가우스 분포 W(η)을 갖는 이상적인 모델 mosaic 결

정에 대한 미분 반사율(differential reflectivity)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Case I (reflection arrangement)

(8.1.1)P(θ,Δ) = [1+ Γ
G ]

a
1+a+ rr coth(Arr )

Case II (Transmission arrangement)

(8.1.2)P(θ,Δ) = [1+ Γ
G ]

e
-A( 1+ a)

a sinh (Art)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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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 
Q
μ
W(Δ)   

ꀎ

ꀚ

︳︳︳︳︳︳︳︳︳︳︳︳︳︳︳︳︳︳︳︳︳︳︳︳︳︳︳︳︳︳︳︳

W(Δ)=
1
2π
1
η
exp (- Δ

2

2η
2 )                

; the distribution function    
for the mosaic blocks      

μ     ; linear absorption coefficient       

Δ     ; angle between the mean          
     and the normal of mosaic block

A = 
μt 0
Γ
   

ꀎ

ꀚ

︳︳︳︳︳︳︳︳

t 0 ; thickness of crystal             

η ; standard deviation              
       of mosaic distribution function

Γ
-1
 = 

1
2 [
1
γ i
+
1
γ r ] , G

-1
 = 

1
2 [
1
γ i
-

1
|γ r| ]

γ i = n․ ni , γ r = n․ nr   

ꀎ

ꀚ

︳︳︳︳︳︳︳︳︳︳︳︳︳︳

n ; surface normal

ni ; incident beam

nr ;  reflected beam

ꀎ

ꀚ

︳︳︳︳

n⋅ ni=|n|⋅|ni| cos(90-θ)

n⋅ nr=|n|⋅|nr| cos(90-θ')
  

ꀎ

ꀚ

︳︳︳︳︳︳︳︳︳︳︳︳︳

θ : angle between incident beam
 and surface              

θ' : angle between reflected beam
 and surface              

r t= (1+2a)( Γ
2
/G

2
)+a

2

rr= 1+2a+a
2
( Γ

2
/G

2
)

 

(라) 결정 반사율

그림 8.1.4는 입사빔 I o (α,λ)dα와 반사빔 I refl (λ) 의 파장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관계는 그림 8.1.2에 있는 것처럼, 각도 분포가 매우 좁은

( dα) 입사빔에 대한 것이다. 반사빔의 강도 
⌠
⌡I refl (λ)dλ 를  Å당 단위 

입사빔의 강도 I o (α,λ o)dα 에 대해 규격화한 값을 파장에 대한 적분 반사

율(intergrated reflectivity) R λ로 정의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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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λ=
⌠
⌡I refl (λ)dλ/ I o (α, λ o )dα

R λ는 파장의 차원을 가지며, 반사빔에 대한 total intensity의 정량

적인 측정값을 준다. 이것은 그림 8.1.4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각각의 파

장으로부터 측정되는 강도에 대한 손실이 없고 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면, 반사빔에 의해서 나타나는 강도가 동등한 전강도의 유효 파장폭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상적인 완벽한 반사는 일어나지 않고 

반사빔은 그림에서 보듯이 R λ보다 큰 값의 λ ocotθη 의 분해능 폭을 가진 

I refl(λ)를 가진다. 그리고 peak 강도는 I refl(λ o)<I o(α,λ o)dα 를 가진다.

위의 개념과 유사하게 각도에 대한 적분 반사율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은 R θ로 표현되는데, 완벽한 반사가 이루어질 때 집속과 단색

화가 된 빔에 의해 결정이 회전하면서 나타나는 실효 각 범위(effective 

angular range)를 의미하게 된다. R θ와 R λ는 다음의 관계로 주어진다.

            R λ=R θ λcotθ

그림 8.1.4 입사빔 

I o (α,λ)dα와 반사빔 

I refl (λ)의 파장분포

Rθ는 rocking curve의 반사된 빔 세기를 적분하여 평행(collimated)

한 단색화 빔의 전강도 IT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즉,

                Rθ=
⌠
⌡I refl(θ)dθ/IT

여기서는 입사빔에 대한 각도나 파장의 분해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

한, 파장이 작은 경우에 있어서, 미분 반사율 P-함수의 반치폭 w는 

mosaic 결정립 분포의 반치폭 β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큰 

파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w가 더 이상 β와 같지 않으며, 중성자 파장에 

따른 w/β의 값은 일정하지 않게 된다. 이 값은 t 0 → ∞ (reflection)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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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μ = 0 (transmission)인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물

질의 적분 반사율 계산에도 같이 이용되어, 함수 P(θ,Δ)의 적분으로 다음

과 같다.

    

(8.1.3)R
θ
=⌠⌡

+∞

-∞
P(θ,Δ)dΔ

(마) 대칭 배치 조건의 적분 반사

mosaic 결정의 반사율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감쇠계수(extinction coefficient), Es에 대한 실험적 평가 방법에 대해

서는 1960년 Willis에 의해 Bragg 조건을 만족하는 중성자 빔의 결정 크

기에 따른 path length를 측정함으로써 Es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한 평

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의 mosaicity가 일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정

하지 않고, 대부분 결정의 방향과 성장시 결정의 녹는점에서의 온도 편차 

그리고 다른 기술적 요소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의존하게 된다. 

결정 grain내의 국소 mosaic spread는 rocking curve를 나타내는 주된 

향인 결정 전체에 대한 mosaic spread보다는 적게 나타난다. 균일한 

mosaicity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좁은 중성자 빔을 이용하여 결정

을 주사(scanning)하거나 photograph 방법을 이용하여 반사된 빔의 강도 

분포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는 아주 짧은 파장

(0.002nm)을 가지고 있어서 감쇠 현상에 향을 받지 않고 투과 깊이가 

매우 깊은 감마선 회절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매우 작은 크기의 source

를 이용하는 방법도 mosaicity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2차 감쇠(secondary extinction) 효과는 결정의 두께를 감소시키거나 

중성자 파장을 줄임으로써 감소시킬 수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반사율을 기술하는 식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게 된다. Bacon과 Lode에 

의해 얻어진 적분 반사율은 다음과 같다. 입사각 θ와 반사각 θ‘은 같은 

각이 되는 대칭 조건에서 식8.1.1, 8.1.2의 Γ와 G는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8.1.4)Γ= sinθ , G=∞  ⇒ 

Γ/G=0

      rr= 1+2a

r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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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반사(reflection, A)와 투과(transmission, B)의 경우에 대해

서 각각 다른 적분 강도를 나타내게 된다. 먼저, 반사 경우에 있어 식

8.1.1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8.1.5)P(θ,Δ)=
a

1+a+ 1+2a coth (A 1+2a)

coth term은 tailor 전개를 이용하고, 첫째항만을 선택하면 식 8.1.5는

(8.1.6)

x =A 1+2a  (A=
μt 0
sinθ

, a 0=
Q
μ

1
2π
1
η
exp (- Δ

2

2η
2 ))

=
Qt 0
2πηsinθ

exp (- Δ
2

2η
2 )   

(8.1.7)

P(θ,Δ) = 
a

1+a+ 1+2a
1

A 1+2a

=

Qt 0
2πηsinθ

exp (- Δ
2

2η
2 )

1+
μt 0
sinθ

+
Qt 0
2πηsinθ

exp (- Δ2

2η
2 )

따라서, 적분강도 R 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8.1.8)R
θ
=⌠⌡

+∞

-∞

a
[1+a+ 1+2a coth(a 1+2a)]

dΔ

결정 내에서 흡수가 전혀 없는 경우에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되며,

R
θ
 = ⌠⌡

+∞

-∞

Qt 0
2πηsinθ

exp (- Δ2

2η
2 )

1+
Qt 0
2πηsinθ

exp (- Δ
2

2η
2 )
dΔ

     

적분 강도 R θ는 각도의 차원을 가진다. 이 값은 total reflection이 

일어나는 각도 역을 나타내게 된다. mosaicity가 큰 경우에 있어서 적

분 강도는 5%내의 오차를 가지면서 다음과 같이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R
θ 
= 0.96 (ηQ t 0/sinθ)

1/2

= 0.61(βQt 0/sinθ)
1/2

여기서, η = 0.424β 이며, β는 측정된 시료의 반치폭(FWHM)을 나타

낸다. 투과 경우에 있어서, 적분강도 R 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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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θ
=⌠⌡

+∞

-∞
sinh(Aa)e

-A( 1+a)
dΔ
     

여기서, sinh에 대한 tailor 전개를 하면 적분 반사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θ
=⌠⌡

+∞

-∞
Aa⋅e

-A( 1+a)
dΔ

(바) Peak reflectivity ( for symmetrical arrangement )

대칭 조건에 대한 peak 반사율은 적분 반사율과 같이 Γ와 G값이 식

8.1.4와 같이 표현된다. 이 값은 mosaic 결정내의 결정의 방향이 mosaic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의 가장 높은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사율을 의

미한다. 따라서, W(Δ) 함수에 대해 Δ = 0 일 때의 반사율을 의미하게 된

다.

x =A 1+2a  (A=
μt 0
sinθ

, a 0=
Q
μ

1
2π
1
η
exp (- Δ

2

2η2 ))
=

Qt 0
2πηsinθ

exp (- Δ
2

2η
2 )

따라서, 윗 식에서 지수 항이 1이 되며, 반사 조건에 대해서 peak 반

사율은 다음과 같이 된다.

R
max
r  =  

Qt 0
2πηsinθ

1+
μt 0
sinθ

+
Qt 0
2πηsinθ

,

μ = 0

     
= 

Qt 0
2πηsinθ

 / [ 1+
Qt 0
2πηsinθ ]

     
= [0.94(

Qt 0
βsinθ )] / [ 1+0.94(

Qt 0
βsinθ )]

투과 조건에 있어서 peak 반사율은 Δ = 0  ,μ = 0 일 때

R
max
t  = Qt 0/ 2πηsinθ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 단색화된 빔의 평가

I refl(λ)의 분포는 단색화 결정을 회전하면서 반사능을 측정하여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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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ing curve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이 측정은 결정 내부 구조에 따

라 때로 여러 가지 피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

으나 일반적으로는 좁은 띠를 가지는 하나의 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β는 rocking curve의 반치폭으로 정의한다.(결정 mosaicity에 대

한 가우스 분포의 폭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ε=R λ /λcotθβ=Rθ /β 는 주어진 중성자에 대한 요구되는 분해능에 대

한 강도의 비로 나타난다. 만일, I refl(λ)이 gaussian 형태로 나타날 수 있

거나 또는 면적이 대략적으로 피크 높이와 반치폭의 곱(Area ≒ Peak 

hight x FWHM)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ε은 
⌠
⌡I refl (λ o)/ I o (α, λ o )dα 와 

매우 유사한 값을 가지게 된다. 즉, 파장당 피크 반사 강도(peak 

reflected intensity/Å)의 입사빔 강도(incident intensity/Å)에 대한 

비로서 나타낼 수 있다. 효과적인 단색화 결정은 높은 ε값을 가져야한다. 

mosaic 폭 η의 증가는 그림 8.1.2와 3에 있는 것처럼 반사빔의 파장과 각

도 분해능의 확장을 가지면서 적분 반사 강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mosaic 구조를 갖는 물질은 micromosaic 폭을 요구하는 

monochromator로의 이용에 유용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그러한 

물질들은 약 ½″∼2″ 정도의 범위를 가지는 일반적인 중성자 빔의 폭 

넓이에 대해서 균일한 분포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빔 넓이

를 가지는 중성자 빔에 대해서, I refl(λ)는 보다 더 좁은 폭을 가지는 빔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하는 실제 micromosaic 폭 보다 훨씬 넓은 λ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중성자 빔의 각도 정의는 유용한 빔의 강도를 얻기 위

하여 실험적으로 사용되는 분해능만큼 넓혀져야 한다. 분말 회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도와 파장 분해능이 20' 이상의 분해능을 가지면 안 

좋은 반면, 단결정 회절계에서는 약 3배정도 높아도 된다. mosaic 폭과 

입사와 반사에 대한 분해능을 결정하는 collimation을 가지는 회절계에 

있어서, 분해능과 강도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조건은 단색화 결정 빔 폭에 

기하학적 collimation을 적절히 맞춤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수

분의 분해능을 가지는 단색화 결정은 고분해능의 회절계에 적당하고 

mosaicity의 폭이 넓어질수록 보다 낮은 분해능을 갖는 회절계에 이용된

다. 큰 mosaicity를 가지는 단색화 결정과 정합이 되지 않는 좁은 폭을 

가진 입사, 반사빔의 collimation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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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iamtion에 의해서 향을 받게 된다.

나.PG 단색화 결정 특성 평가 기술개발 

(1)PG 단색화빔을 이용한 PG의 반치폭 및 반사율 측정

(가) 개요

PG(002)의 반치폭 및 반사율 측정 배치는 그림 8.1.5와 같으며, 각각

의 collimation은 실험결과(표8.1.1)로부터 결정하 다. Monochromator로

는 mosaic spread가 0.4인 PG 2개를 선정하 으며, 각각에 대하여 나머지 

PG들을 transmission mode로 측정하 다.   

표 8.2.1 Slit size에 따른 PG의 Mosaic spread 및 Peak reflectivity 

slit width
slit 
hight

N   w δθ   β   R Rmax s_1 s_2 s_3 s_4 s_1&2

1 204.2 0.59 0.424 0.84 0.916 5 9 8 8 25_30

2 210.54 0.619 0.438 0.84 0.916 5 5 8 8 25_30

3 208.64 0.615 0.435 0.855 0.924 5 5 8 X 25_30

4 208.71 0.615 0.433 0.828 0.91 5 9 8 8 25_30

5 224.03 0.66 0.467 0.85 0.923 5 9 8 8 25_10

6 213.19 0.628 0.444 0.847 0.92 5 9 8 8 10_10

7 208.16 0.613 0.434 0.845 0.919 5 9 8 8 25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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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_1

s_2
s_4

s_3

detector

PG_1

lit_

1

PG_2

39o

220

405

385
870

 그림 8.1.5  PG(002)의 반치폭 및 반사율 측정 geometry

(나) slit size에 따른 PG의 반치폭 및 반사율

Detector에 입사하는 빔을 well collimation하기 위하여 s_4와 s_3의 

간격을 길게 하 으며, s_2와 s_4의 폭 및 s_1과 s_2의 높이를 변화시켜 

측정하 다. 결과는 표 8.1.1과 같으며, 각 slit의 변화에 대하여 반치폭 

및 반사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하의 측정은 7번과 같은 조건에

서 하 다.

(다) PG의 반치폭 및 반사율

PG_1을 바꾸어 두 차례 측정하여, 결과를 표8.1.2와 3에 정리하 다. 

  w : peak 반치폭( 400 pulse = 1도) ,  δθ  : FWHM

 β  : mosaic spread

     i) if β1=β2 ,  δθ
2
=β

2
1+β

2
2  ;  β=δθ/ 2       

     ii) if β1≠β2 and β1=0.4, δθ
2
= (0.4)

2
+β

2
 ; β= δθ

2
-(0.4)

2 

  R : Peak reflectivity

    ( PG_1과 PG_2 각각의  Peak reflectivity가 convolution된 값) 

  R_max : PG_2의 Peak reflectivity 

     i) if β1=β2 ,   R_max = 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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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if β1≠β2 and β1=0.4 , R_max= R2-(0.949) 2  ; 0.949는

mosaic spread가 0.4인 PG에대한 Peak reflectivity의 이론적 계산치

PG_2중에서 serial #가 j로 시작하는 것들은 mosaic spread가 0.8로 

추정되는 것들로써, β와 R_max의 계산에 있어서 각 경우 ii)의 방법을 사

용하 다. 그림 8.1.6과 그림 8.1.7은, PG_1이 바뀌었을 때 PG_2의 

mosaic spread와 Peak reflectivity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표8.1.2와 

8.1.3의 결과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표 8.1.3  PG의 Mosaic spread 및 Peak reflectivity : PG_1=34043

PG_1 PG_2

num

.

serial_

#

serial_

#

w δθ β R R_max

1 34043 33938 226.55 0.667 0.472 0.862 0.928

2 33939 224.66 0.662 0.468 0.856 0.925

214.65 0.632 0.447 0.874 0.935

3 34040 204.2 0.602 0.424 0.84 0.916

208.16 0.613 0.434 0.845 0.919

4 34042 226.31 0.667 0.472 0.901 0.949

5 34221 212.4 0.626 0.443 0.906 0.952

6 j_12821 342.42 1.009 0.926 0.941 0.992 

7 j_12822 315.16 0.929 0.838 0.872 0.919 

8 j_12843 272.33 0.802 0.696 0.833 0.878 

9 j_12844 307.48 0.906 0.813 0.894 0.942 

10 j_12852 310.37 0.914 0.822 0.757 0.798 

11 j_12854 288.29 0.849 0.749 0.842 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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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4  PG의 Mosaic spread 및 Peak reflectivity : PG_1=34221

PG_1 PG_2

num
 

serial_#
 serial_#      w     δθ     β      R  R_max

1 34221 33938 248.07 0.731 0.517 0.894 0.946 

2 33939 259.48 0.764 0.541 0.855 0.925 

3 34040 226.85 0.668 0.473 0.896 0.947 

4 34042 199.84 0.589 0.416 0.946 0.973 

5 34043 210.09 0.619 0.438 0.938 0.969 

6 j_12821 340.14 1.002 0.919 0.933 0.983 

7 j_12822 321.77 0.948 0.859 0.909 0.958 

8 j_12843 254.45 0.750 0.634 0.86 0.906 

9 j_12844 303.14 0.893 0.799 0.903 0.952 

10 j_12852 319.23 0.941 0.851 0.834 0.879 

11 j_12854 289.72 0.854 0.754 0.8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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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6 Monochromator(PG_1)에 대한 PG의 반치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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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7 Monochromator(PG_1)에 대한 PG의 반치폭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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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G rocking curve

Mosaic spread가 0.4에 해당하는 PG들을 PG_1의 위치에 설치하고 각각

의 rocking curve를 측정하 다. 이때 slit_4와 PG_2는 제거하 다. 각 

경우의 w와 δθ를 표8.1.4에 정리하 다. 여기서 δθ는 PG의 mosaic 

spread와 빔의 divergence가 convolution된 것으로써 mosaic spread만을 

계산해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각 PG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림 8.1.8와 8.1.9은 위의 측정에서 PG_1으로 사용된 34043과 34221

의 rocking curve이다. 그림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은 PG 자체의 결함

으로 생각되며, 그림 8.1.5와 같은 geometry에서 측정된 결과를 보면(그

림 8.1.10)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 

   

표 8.1.4 PG_1 rocking curve의 Gauss fitting 결과

  serial_#  w    δθ  file_#

그림 8.1.8 PG_1 의 Rocking curve : #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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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Gauss

Chi^2 = 841.76124

y0 33.39213 ±6.9144

xc 505.75944 ±1.56285

w 201.50157 ±3.4996

A 316153.751 ±5635.5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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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9 PG_1의 rocking curve : #3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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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0 PG_2의 rocking curve : #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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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2 = 1778.70427
y0 1163.37819 ±6.9301
xc -539.92871 ±2.8277
w 210.08863 ±6.00026
A -270411.49858 ±7397.56999

? ? 6.  PG_2 Peak Reflectivity (Transmission mode : 39 o)
            #: 34211 - 34043
slit_1=5 , slit_2=9,  slit_3=8,  slit_4=8 
α_1=0.176ο, α_2=2.799ο, α_3=0.841ο : α_3/α_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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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론

상기 실험으로 각 PG의 mosaic spread를 정확히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각각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볼 수는 있다. 그러나, Peak reflectivity는 

비교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Mosaic spread가 0.4인 PG의 이론적 Peak 

reflectivity는 0.949이며, 0.8인 PG의 경우 0.903이다. 측정결과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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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aic spread가 0.4인 PG의 경우 Peak reflectivity의 오차율은 최고 3.4%이

다. Mosaic spread가 0.8인 PG의 Peak reflectivity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PG_1의 Peak reflectivity를 이론값이 아닌 실제의 측정값을 대입하면 좀더 정

확한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PG_1의 Peak reflectivity에 대

한 신뢰성 있는 값이 필요하며, 이는 반복측정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mosaic spread 및 Peak reflectivity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난

해한 점은 peak의 fitting과정에 있다. (라)에서 언급한 문제점(그림 8.1.9-11

의 화살표)은 peak의 반치폭 및 maximum값을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주며, 

peak이 비대칭일 경우에는 더욱 난해해진다. Mosaic spread 및 Peak 

reflectivity는 fitting 결과에 따라 비교적 민감하게 변함으로, fitting에는 

좀더 설득력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2)  Si 단색화빔을 이용한 PG의 반치폭 및 반사율 측정

(가) 개요 

중성자빔의 단색화를 위하여 완전 단결정 Si(111)을 사용하 으며, PG(002)

의 mosaic spread 및 반사율 측정 geometry는 그림 1과 같다. 측정에 사용된 PG

의 mosaic spread는 0.4도(UC)로 알려져 있다. 

       

s1=5(w)×20(h)

s2 = 10(Ø)

d e t

ector

Si
PG

θ04 0

5

6 2

0 7 4

0

θ

그림 8.1.11  PG(002)의 mosaic spread 및 반사율 측정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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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6 Si 및 PG의 반사각 

 Si 반사각 및 파장 PG 반사각

a=5.4305

d=
5.4305

(12+12+12)
=3.135

θ o=40.625〫

λ=2d sinθo=4.08

d= 3.354

λ=4.08= 2d sinθ

sinθ=
λ
2d
=

4.08
2×3.354

θ= 37.49〫

Si를 monochromator로 사용할 경우 단색화빔의 파장은 4.08Å으로 하

으며, 이때의 PG 의 반사각은 37.49°가 된다. 계산과정은 위의 표에 

나타내었다.

(나)  mosaic spread 계산법

mosaic spread  계산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 다.

     w
2
=α

2
(1-

tanθ
tanθo

)
2
+β

2
1(2-

tanθ
tanθo

)
2
+β

2
2

 

      w : peak 반치폭 

     β  : mosaic spread

 

i) 단색화 결정이 PG인 경우 

  θ o=θ ; 
tanθ
tanθ o

=1

β1=β2 ,  w
2
=β

2
1+β

2
2  ;  ∴β= w/ 2       

ii) 단색화 결정이 Si인 경우

    α=0.176〫

θ o=40.625, θ=37.49  ; 
tanθ
tanθ o

=0.894

   w2=α2(1-0.894) 2+β2      ;   β= w
2
-0.00035 ≈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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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결과

단색화 결정으로 같은 종류의 PG(002)와 Si(111) 단결정을 사용하여 

측정한 것을 비교하여 표 8.1.6에 나타내었다.

표 8.1.7 PG(002)의 mosaic spread 및 peak reflectivity

PG

num.   serial_# W Peak R     file_# W Peak R     file_#

160001 

160004 

160009 

160007 

(라) 결론 

Mosaic spread(β)는 단색화 결정으로 PG를 사용하 을 때 보다 최고 

45%까지 증가하 으며, 0.4도와 비교하면 최고 75% 큰 샘이다. 그러나, 

현 geometry가 결정의 특성을 평가하는 가장 단순하며 일반적인 방법이므

로 이 결과를 신뢰하는 것이 타탕할 것이다.

단색화 결정으로 PG를 사용한 경우에는 α1외에 second 및 third 

collimation인 α2 와 α3 가 있었으므로 이들이 β에 향을 미쳤을 것

으로 판단되며, 그 향을 명확이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Peak 

reflectivity는 두 가지 측정모드에서 거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3) PG 및 Si 단색화 빔으로 측정한 PG의 반치폭 및 반사율 비교

(가) 개요

Monochromator로 PG 및 Si를 사용하 을 경우 두 번째 PG에 입사되는 

빔의 분산각(α1)을 비교하기 위하여 단색화빔의 반치폭을 측정하 으며, 

각각의 측정 모드에서 PG 34040과 PG j12822의 측정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두 개의 PG는 모두 Union Carbide Co.에서 구입한 것으로써, PG 

34040은 mosaic spread가 0.4, PG j12822는 0.8로 제작되었다.

(나) 입사빔의 분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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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2은 slit_1으로부터 직선빔을 2θ scan하여 측정하 다. 그

림 과 그림 은 monochromator로 각각 PG 와 Si을 설치한 후 같은 방법으

로 측정한 것이다. 즉, monochromator는 고정하고 detector를 움직이며 

측정하 다. 측정결과로부터 얻은 peak의 반치폭을 이용하여 직선빔의 α

1을 계산하 으며, 계산방법은 측정 geometry를 고려하여 그림 와 관련식

을 이용하 다. 직선빔의 α1은 약 0.176°이며, Si에 의한 단색화 빔은 

약 0.168°로 비교적 근사한 값을 얻었다. 그러나 PG에 의한 단색화빔은 

약 3배정도 더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1.12  직선빔의 2θ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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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3  PG에 의한 단색화 빔의 2θ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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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4  Si에 의한 단색화 빔의 2θ s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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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α1= r2×ω

α1 =  
r2×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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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5  Monochromator 반사빔으로부터 α1 계산 

    

(다)  PG 투과빔 

Monochromator PG 및 Si 에 대하여 투과 모드에서 측정한 PG의 

rocking courve를 그림8.1.16 ∼18 에 나타내었으며, 이로부터 계산한 

mosaic spread를 표 에 비교하 다. 또한 표에서는 측정으로부터 얻은 

적분반사율 및 피크 반사율을 이론적 계산값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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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6  Monochromator PG, Samlpe PG 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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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7 Monochromator PG, Samlpe PG j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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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8  Monochromator Si, Samlpe PG 3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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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19 Monochromator Si, Samlpe PG j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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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7 PG의 mosaic spread(β) 

Monochromator 시료(PG) β(U.C) w β

PG PG(34040)

(50×50)
0.4

0.668 0.472

Si 0.591 0.571

PG PG(j12822)

(80×50)
0.8

0.948 0.859

Si 0.93 0.917

표 8.1.8 PG 적분 반사율(Rθ) 및 피크 반사율(R_max)

Mono. 시료(PG)
계산치 측정치 오차(%)

Rθ(10-3) Rmax Rθ(10-3) Rmax Rθ(10-3) Rmax

PG
PG(34040)

21.57 0.938 10.4 0.896 51.8 8.9

Si 23.26 0.923 9.24 0.88 60.3 6.7

PG
PG(j12822)

29.10 0.893 15.0 0.909 48.5 1.7

Si 29.48 0.883 14.6 0.90 50.5 1.9

(라) 결론

PG의 mosaic spread는 monochromator로 PG 와 Si를 사용한 경우 모두 

Union Carbide Co. (UCC)에서 제공한 값인 0.4 및 0.8 보다 큰 값을 얻었

다. 이는 측정 방법의 차이를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UCC에서는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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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PG의 mosaic spread를 측정하 는데, 탄소(C)에 대한 X-ray

의 선형흡수계수는 15.2μ(cm-1)나 된다. 즉 X-ray는 PG의 표면에서만 반

사되고 PG내부로 들어가는 X-ray는 거의 모두 흡수된다. 반면에 중성자의 

흡수계수는 0.0005μ(cm
-1)이고, 이 경우 PG에 입사된 중성자는 PG 두께 

전체에서 반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하학적으로 고려하면 중성

자를 이용하 을 때 반사빔(또는 투과빔)의 반치폭이 더 넓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Monochromator로 PG와 Si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면 PG를 사용한 경우

에 더 적은 mosaic spread를 얻었는데, 이것은 PG 단색화빔의 분산각이 

Si 단색화빔의 분산각보다 더 넓다는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상반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원인은 다음의 그림 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에서

와 같이 PG에 의한 단색화빔은 두 번째 PG의 위치에서 약 51 mm로 PG(50 

mm) 보다 더 크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PG는 모든 빔을 다 투과시키지 못

하며, 뿐만아니라, 두 번째 PG 뒤에 설치된 slit_4에 의해 한번더 빔이 

cutting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Si에 의한 단색화빔은 약 

9.8 mm로써 모두 다 PG에 들어간다고 기대할수 있으며, 이때는 PG 뒤에 

또 다른 slit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투과빔이 cutting되는 효과를 거의 

줄 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Si 단색화빔을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 더 신뢰성있다고 볼 수 있다.     

      

1) Monochromator : PG ~ 51 mm 

2) Monochromator : Si ~ 9.8 mm

반사율은 monochromator에 관계없이 비슷한 값을 얻었다. 또한 피크 

반사율은 이론값과 거의 근사하 다. 그러나, 적분 반사율은 측정값이 이

론값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원인은 규명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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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e 단색화 결정의 다중산란 특성 평가 : The Study of  second-order 

contamination caused by multiple diffraction in a Ge(113) monochromator

(1) Abstract

Neutron intensities of the main wavelength (λ), the second-order 

(λ/2) and the third-order (λ/3) components in the Ge(113) 

reflected reactor beam were measured by the time-of-flight method 

for wavelength  from 1.6Å up to 2.41Å . The measurements have been 

made as a function of the azimuthal angle φ of a Ge(113) 

monochromator rotation around the scattering vector. It is shown 

that the second-order component caused by multiple diffraction is 

present over a wide interval of angle φ and its maximum value 

increases with wavelength. The second-order contamination can be 

avoided or decreased by the proper orientation of the monochromator.

(2) Introduction

It is well known that one of the advantages of Ge monochromators 

over the others is the possibility to avoid second-order 

contamination. Ge possesses a diamond type crystal structure and if 

the main reflection hkl, where h, k and l are odd integer, is used 

for neutron monochromatisation then the beam should be free from 

second-order contamination because the corresponding reflection 

2h2k2l is forbidden by the space group. However, much research has 

experimentally observed second-order contamination corresponding to 

the forbidden reflection in Ge monochromators and it was considered 

to be caused by multiple diffraction. Multiple diffraction takes 

place when three or more points of the reciprocal lattice lie on the 

Ewald sphere [8-1]. It can be achieved by rotating the crystal 

around the scattering vector g as shown in Fig.8.1.20. Using such a 

scan (Renninger scan or φ scan), Renninger [8-2] first made a 

complete experimental study of the X-ray multiple diffraction. In an 

earlier work [8-3] we have shown that the probability for multiple 

diffraction in the case of a neutron crystal-monochromator is 

significant, as the incident beam is white and has a  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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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ce about 1° of arc. The multiple diffraction peaks lying in 

a certain angular interval of the Renninger scan △φ corresponding 

to the vertical divergence of the incident beam β contribute to the 

second-order component (Fig.8.1.20).

 

Fig.8.1.20 Angular interval 

of the Renninger scan △φ 

corresponds to the vertical 

divergence of the incident 

beam β.
  

The aim of this work was to experimentally study the second-order 

contamination caused by multiple diffraction in a Ge(113) neutron 

monochromator and work out some recommendations for decreasing it. 

(3) Experiment

The scheme of the experiment is shown in Fig.8.1.21. The 

collimated beam from the horizontal channel of the HANARO reactor at 

KAERI is passed through the cadmium slit (2mm width, 20 mm height) 

and made to impinge on the monochromator. The beam impinging on 

monochromator has a divergence of 0.4°in the horizontal and 0.8°in 

the vertical direction. A Germanium crystal, 50x50x5mm3 with 

mosaicity ∼15', and the (113) reflecting plane parallel to the 

crystal surface, was used as a monochromator. The neutron spectrum 

of the reflected beam was measured using the time-of-fligh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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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the monochromotized neutrons reflected from the crystal 

were passed through the chopper and were detected by the 

scintillating detector (ø 50mm) kept at a distance of 2575 mm. The 

measurements have been made as a function of the azimuthal angle  

corresponding to the different Bragg angle φ ( 28°, 32°, 36°, 

41.2°, 45°)(Fig.8.1.21). For a fixed angle θ the monochromator 

was rotated in the Renninger scan mode with a 1° step up to φ=3

0°. In the starting position for φ=0°,the crystal had a [110] 

vertical direction. Vertical divergence of the beam falling on the 

detector after reflecting from the monochromator was  β= 0.62°. 

The Corresponding angular interval of the Renninger scan △φ 

depends on the Bragg angle θ:△φ = 2β/cosθ (see Fig.8.1.20). 

(4) Results and discussion

The typical spectrums of the neutrons reflected by the Ge(113) 

monochromator for a main wavelength λ=2.41 Å (θ=45°) and 

different angles φ are shown in Fig.8.1.22. One can see the peaks 

corresponding to the third-order (λ/3), the second-order (λ/2) and 

the first-order (λ) component. The peak corresponding to the 

second-order component λ/2 disappears at φ =25°. Fig. 8.1.23 

shows the variation of intensity of each component for λ = 2.41 Å . 

The intensities of the peaks have been corrected for the chopper 

transmittance and detector efficiency to determine the intensities 

I(λ/3), I(λ/2), I(λ) of the neutrons with a wavelength λ/3, λ/2 

and λin the neutron beam. Reflections 113 and 339 corresponding to 

the first-order λ and the third-order λ/3 components respectively 

are permitted by the space group. Therefore the intensity of the 

primary reflection has a certain value when no multiple diffraction 

exists. Multiple diffraction causes an intensity variation around 

the value corresponding to the primary reflection [8-1]. It may be 

mentioned that the intensity of the primary reflection can also 

depend on angle φ but for reasons other than multiple diffraction. 

For example, the φ -dependence of the primary reflection can be 

caused by anisotropy of the  mosaic spread of the crystal. Thu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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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21 The scheme of the experiment   

variation of the first-order λ and the third-order λ/3 

components in Fig. 8.1.23 is because of both multiple diffraction 

and anisotropy of the mosaic spread of the crystal. As reflection 

226 corresponding to the second-order component λ/2 is forbidden, 

the peak intensity is caused entirely by multiple diffraction and 

the peak disappears if there is no multiple diffraction. The 

difference between patterns on Fig. 8.1.23 and 8.1.24, and 

conventional neutron multiple diffraction patterns should be noted 

once more. In a latter case the incident beam is monochromatic and 

the special collimator limiting its angular divergence in both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 to a few minutes of arc is usually 

used [8-4]. Under such conditions the multiple diffraction peaks are 

narrow and the adjustment of the crystal orientation by rotating it 

around the scattering vector is necessary to observe the multiple 

diffraction peak. In the case of a neutron monochromator the 

multiple diffraction reflections lying in a comparatively wide 

angular interval △φ contribute to the intensities I(λ), I(λ/2) 

and I(λ/3). The third-order contamination determined as th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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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22  The spectrum of the beam reflected by the Ge(113) 

monochromator for Bragg angle θ=45°( λ= 2.412 Å ) and azimuthal 

angle  φ= 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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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λ/3)/I(λ) showed only a slight variation with angle φ and Å 

, to ∼5% for λ = 2.24 Å and to ∼2% for λ = 2 Å . In contrast 

with this the second-order contamination I(λ/2)/I(λ) showed a 

strong variation with angle φ (Fig.8.1.24). One can see that the 

second-order contamination is present in a wide interval of angle φ 

and may reach rather high values up to several tens percent. At the 

same time there are dips on the curves and for certain crystal 

orientations the contamination is low or disappears. In whole, for 

the measured interval of wavelength the second-order contamination 

increases with wavelength. In Table 8.1.9 the maximum values of the 

second order contamination observed for different wavelengths are 

presented.

 
Fig. 8.1.23. Main-peak ( =2.412 Å ) and high-order peak (λ/2, 

λ/3) intensity dependence on azimuthal angle  for a Ge(113) 

monochromator Origin at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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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9  Maximum value of the second-order contamination

             I[(λ/2)/I(λ)]max

λ(  )    1.6      1.8       2       2.24       2.41 

[I(λ/2)/I(λ)]max   0.02      0.05     0.06      0.25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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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10 Angular position  of multiple diffraction peaks the 

second-order component λ/2 for Ge(113) monochromator. Origin on [110]. 

Values of main wavelength λ and △φ (in braket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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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may be mentioned that if the monochromotized neutron beam 

reflected by the monochromator is further used for diffraction 

experiments, then the high-order contamination in the neutron 

diffraction pattern will be reduced as the intensity of the neutrons 

diffracted by the sample is proportional to 3 [8-5]. 

In Table 8.1.10 the angular position φ of the multiple 

diffraction peaks calculated for the second-order component λ/2 for 

the different main wavelength λ are presented. For every Bragg 

angle θ the interval △φ corresponding to the vertical divergence 

of the beam accepted by the detector is also given. From Table 

8.1.10 one can see that the density of the diffraction peaks 

decreases with wavelength and for λ≥ 2 Å  there are situations 

when the neighboring peaks are well separated so that the angular 

interval between them is more than the interval . Such neighboring 

peaks are marked with (*) in Table 8.1.10. If a crystal is oriented 

so that angle φ lies between such distant peaks and far enough from 

them so that no peak overlaps with the corresponding interval (φ-△

φ/2,φ+△φ/2) then multiple diffraction could be avoided. The 

Width of the multiple diffraction peaks depends on the collimation 

and mosaic spread of the crystal. Further, it may be noted that the 

experimental results (Fig.8.1.23, 8.1.24) are in rather good 

agreement with the calculations. The second-order component was not 

observed for a rotation angle φ between the peaks at -1.8°and +1.

8°for λ =2 Å ; 22.3°and 27.9°for λ = 2.41 Å ; and the dip was 

observed between 14.6°and 17.8°for λ = 2.24 Å (Fig.8.1.24).



- 453 -

 Fig. 8.1.24 The dependence of the second-order contamination  I(λ

/2)/I(λ) on azimuthal angle  for the Ge(113) monochromator. Origin 

at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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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the multiple reflection peaks generated in the 

Renninger scan decreases with wavelength (Table 8.1.10) because the 

radius of the Ewald sphere decreases [1]. Therefore, the probability 

of multiple diffraction, and consequently the second-order 

contamination, should decrease with wavelength. On the contrary, in 

the experiment we observed an increase of the maximum value of the 

second-order contamination with wavelength (Table 8.1.9).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Maxwellian spectrum of the reactor neutrons. In 

our reactor the neutron spectrum has a maximum at λ∼ 1.2 Å  . 

However, the neutron intensity decreases much more steeply (∼λ5) 

for λ≤1.2 Å  as compared to that for λ≥1.2 Å . Thus, for the 

main wavelength  in the interval 1.2 Å / 2.4 Å , the ratio of the 

intensity of the neutrons with wavelength λ/2 to that of neutrons 

with wavelength  drastically increases with wavelength. This effect, 

connected with the form of a neutron spectrum, prevails over the 

effect of decreasing the number of multiple reflections with 

wavelength. As a result, for λ =1.6 Å and λ =1.8 Å  in a wide 

interval of angle φ the peak corresponding to the second-order 

component was not observed and a maximum value of the observed 

second order contamination was a few percent (Table 8.1.9). In 

short, for λ< 2 Å  the intensity of the second-order peak on the 

neutron diffraction pattern would be less than 1 percent of the main 

peak, what is usually acceptable for many powder measurements.

The above results show that because of the vertical divergence of 

the incident beam, the probability of the existence of a 

second-order component due to the multiple diffraction in a Ge 

monochromator is rather high. The contamination arising from the 

multiple diffraction in the measured diffraction pattern is, 

however, seen only for incident wavelengths λ≥ 2 Å , because of 

the Maxwellian spectrum of the reactor neutrons. For such a 

wavelength, the density of the peaks arising from multiple 

diffraction for λ/2 is quite small, and there may exist a large 

enough angular interval  (several degrees of arc) betwee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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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ing peaks. The contamination from multiple diffraction can 

thus be avoided or decreased by monochromator rotation around the 

scattering vector such that the angle   lies in this interval. The 

calculation of the angular position of the peaks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required rotation angle. The calculation of the 

intensities of the multiple diffraction peaks allows the choice of 

the optimal orientation of the crystal even if there are no 

neighboring peaks, which are distant enough from each other. The 

optimal orientation of the monochromator can also be determined 

experimentally by its rotation around the scattering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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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분해능 콜리메터(collimator) 개발 

중성자 분광실험에서는 재료의 결정 구조나 동적 현상을 탐색하기 위

하여 일반적인 분말 또는 단결정 회절에서처럼 Bragg 회절각도에 따른 중

성자 회절 강도를 측정하거나, 좀더 복잡한 경우에는 운동량이나 에너지 

전달량에 따른 중성자 회절 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후자 또한 측정과정

은 변화하는 물리량에 따라 분광장치의 각축이 정해진 각도만큼 회전하며 

측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측정에서 나타나는 피크들의 중심위치는 

결정구조의 면 간격, 운동량 및 에너지 전달량과 접한 관계가 있게 된

다. 따라서 그 피크의 중심을 정 하게 결정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진

다.

그러나 중성자 선원은 모든 중성자들이 평행하게 날아오는 평행빔이 

아니라 사방으로 퍼지는 빔이므로 그만큼 회절각도에 변화가 생겨 피크폭

의 퍼짐을 유발하여 심하면 인접 피크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되거나 중심 위치 결정 정 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일정한 각도 이내로 퍼지는 빔만을 선택하여 투과시키는 도구

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콜리메터(collimator)라 하며, 모든 중성자 분

광장치에 필수적인 부품의 하나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콜리메터는 지금까지 외자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했으나, 수

요 제한 등의 이유로 그 단가가 매우 높고, 실험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제원의 콜리메터 사용에 제약을 받아 왔다. 따라서 콜리메터를 자

체 제작하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으며 아래에 그 내용

을 기술한다. 

가. 국내 콜리메터 개발과정 

콜리메터에 대한 개발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1987년에 blade

의 두께 0.025mm의 PET(Polyethylene Tetrephthalate)필름에 가돌리니아

(Gd2O3)를 입힌 것을 이용하여 고분해용이면서 중성자투과도 및 유효단면

적이 크고 제작비가 저렴한 콜리메터 제작을 시도하 는데 분산각

(collimation angle)이 9′이고 유효단면적이 40×50mm
2
이며 길이가 

220mm인 콜리메터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방법은 0.6mm의 알루미늄

판 프레임을 만들고 여기에 가돌리니아를 입힌 PET필름을 팽팽하게 접착

시킨 것을 60매 겹쳐 볼팅하 다. 프레임의 제작은 볼트구멍 위치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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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작변형을 줄이기 위해 사진 부식법을 이용하 으나 몇 개월 후 

필름이 심하게 변형되어 blade의 평행도가 좋지  않아 실패하 다[8-6]. 

1988년도에는 이러한 변형을 보완하고자 중성자 흡수체의 성분 중 가

돌리니아에 대한 AD76H5접착제(high track adhesive 76, 3M)의 비율을 

1:1로 하 으며 필름면에 중성자 흡수체 페인트를 입히고 건조기에서 건

조한 다음 알루미늄프레임과 필름을 접착제(Takea Larke A-310, A-3)로 

접착시켰다. 그리고 콜리메터의 분산각과 적분투과도 측정기술을 확립하

기 위하여 분산각이 다른 3개의 콜리메터를 사용하여 상호간의 rocking 

curve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 다[8-7]. 

나. 콜리메터 기술개발 및 설계

PET 필름을 이용하는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형이 심하여 그 

개발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 으며, 이보다 강한 강판 양면에 카드뮴을 

도금하여 blade로 사용하는 방법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전기

분해법에 의해 0.1mm 강판 양면에 각각 약 12.5μm 및 약 6.5μm (총 25μm 

및 13μm)의 두께로 카드뮴을 도금하고, HRPD 중성자빔을 사용하여 그 투

과율을 측정하는 시험을 수행하 다. 본 시험에 의하여 카드뮴 도금 강판

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 으며, 1999년부터 이를 이용한 콜리메터 개발

을 본격적으로 착수하 다.

1999년 9월부터 시작한 콜리메터 설계는 우선 기본적 형상 설계를 하

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 첫 단계로 blade 높이를 150 mm와 184mm로, 

콜리메터 몸체의 크기(가로×세로)를 75×174mm와 75×208 mm로 설정하

으며 콜리메터 길이를 150, 200, 250, 300mm에 대하여 초기 형상 설계를 

하 다.

다음으로는 blade 높이 150mm와 184mm에 대하여 식8.2.1에 의하여 

blade 길이 200mm에 대한 콜리메터 angle이 20´, spacer 두께 1.2mm 등

이 표 8.2.1과 같이 정해지고, 보다 상세한 도면을 설계하 다. 특히 향

후 만들려는 콜리메터의 크기나 규격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150-200 콜리메터, 184-200 콜리메터 설계도면이 작성된 후 분산각

에 대한 spacer 두께가 표 8.2.2와 같이 정해졌다. 2000년에 들어서 측면 

플레이트에 조임 볼트 수를 추가하고, 전면에 커버를 조립하 으며 호환

성 있는 설치를 위한 슬라이드 레일 조립하고, 상부에 손잡이를 부착하는 

설계보완이 있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설계된 최종도면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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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과 8.2.2에 나타냈다. 

(8.2.1)α=
d
L
×
1
π
×180°×60'

표 8.2.1  콜리메이터 형상설계 (높이, 길이 및 분산각에 따른 스페이서 두께)

높이

(mm)

길이

(mm)

분산각(′)/스페이서 두께(mm)

10′ 20′ 30′ 40′ 50′ 60′

150/184

150 0.44 0.87 1.31 1.74 2.18 2.62

200 0.58 1.16 1.74 2.33 2.91 3.49

250 0.73 1.45 2.18 2.91 3.63 4.36

300 0.87 1.74 2.62 3.49 4.36 5.23

표 8.2.2  분산각에 따른 각각의 스페이스 두께 

분산각(′) 10′ 20′ 30′ 40′

스페이서

두께(mm)
0.6 1.2

1.8

(1.2+0.6)

2.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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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다음 식으로 기술된다. 

                Log(p)= -4.199+0.0599×T

                  p : 압력(torr)   T : 경과시간(hr) 

위의 결과로부터 CCR의 최대 진공도 도달 후 대기압으로의 누설 시간은 

약 120 시간에 이름을 알 수 있었다.

(가) CCR 온도 하강 및 상승 시험 

DRC93-CA 온도 조절기와 압축 펌프를 이용하여 CCR의 온도 상승 및 하

강 시간을 측정하 다. 이때 온도조절기의 조건은 제조사에서 추천한 

gain=50, rate=5.0, reset=10으로 하 으며 히터 지정은 최대로 하 다. 

또한 CCR 내의 온도 시료 센서는 X선 측정용 광학시료 홀더의 상부에 볼

트 고정하 다. 그림 8.3.2는 이러한 측정 결과를 보인 것으로 CCR의 10 

K 까지의 초기 냉각시간은 60 분, 연속 냉각 시간은 35 분으로 제작사에

서 제시한 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 으며 컨트롤 및 시료 센서의 온도의 

차이는 전체 측정 온도 구간에 대하여 최대 4.5 K를 넘지 않았다. 

(나) 열 교환기 성능 시험  

압축 펌프 가동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냉각하기 위하여 장치 구

성에 부합하는 여러 실험을 거쳐 선정한 HX-06 열 교환기의 성능을 시험

하 다. HX-06 열 교환기는 시스템의 장시간 가동시 순환 냉각수의 온도

가 30 ℃ 이상으로 상승하여 열 교환기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 으며 압축 펌프의 용량을 기존 1/2 마력에서 3/4 마력으로 확장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 다. 압축 펌프의 헬륨 가스 압력을 

15∼16 bar에서 ∼12 bar로 감압후에 순환 냉각수 온도는 최대 20 
oC 이

내로 고정되었으며 주변 환경 즉, 기온 차에 의해 수 ℃의 요동이 발생하

다.  

가.장치 수정 작업

CCS-XRAY-L은 기본적으로 X선 실험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중성자 빔을 

이용한 저온 회절 실험을 위해서는 일부 부품의 수정 및 교체 작업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존 CCR의 vacuum shroud 및 irradiation shiel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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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제작하여 교체하 다. 이들 유니트는 10
-6 
mbar 이하의 고진공 및 극

저온(∼10 K) 조건에서 장시간 동안 이용되므로 vacuum shroud의 고정용 

플렌지와 덮개 지지대의 상하부 표면 및 O-Ring groove의 내부를 고정도

로 연마하여 극한 조건에서 변형이 없도록 하 다. 이들  유니트들을 기

존 CCR 콜드 헤드의 1차 콜드 핑거와 instrumentation skirt에 부착하여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진공 배기 시험하 으며, 최대 도달 진공도 

Vmax=2.0x10
-5 
mbar, 도달 시간은 tm=20 시간이었다.

나.중성자 회절 관련 기구 제작 

(1) 초기 시료 용기 제작 및 시험 

(가) 초기 시료 용기 제작 

CCR의 vacuum shroud 및 irradiation shield의 수정 제작에 이어 고분

해능 중성자 분말 회절장치에 의한 저온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시료 용기를 설계 제작하고 성능을 시험하 다. 그림 8.3.3은 초기 저온 

시료 용기 유니트를 보인 것이다. 그림 8.3.3에서 ③은 시료 마운트 지지

대로 CCR의 시료 마운트에 연결되어 시료 용기를 냉각하며 원활한 열 전

달을 위하여 무산소동으로 제작하 다. 이 지지대는 열 전달시 부하를 줄

이기 위하여 측면 일부를 제거하고 전체 접촉 표면을 정 가공 하 다. 

그림 8.3.3의  ①은 시료 보호 용기로 재질은 알루미늄 6061 계열이며 직

경 44 mmΦ의 원통형으로 바닥에는 6 mmΦ의 홀이 있다. 또한 ②는 시료 

용기로 알루미늄 6061계열로 제작하 으며 앞의 시료 마운트 지지대와의 

체결과 시료 누설 방지를 겸한 보조 플러그와 시료 용기로 이루어져 있

다.

(나) 초기 시료 용기 시험 

이러한 저온 시료 용기 유니트를 CCR의 2차 콜드 핑거에 고정하고 시

료 센서를 시료 용기에 고정하 다. 앞서 수정한 irradiation shield와 

vacuum shroud를 CCR의 콜드 헤드에 부착한 후 DRC-93CA 온도 조절기의 

온도 지정 값을 이용하여 300 K ⇔ 10 K 까지의 냉각 시간(tc) 및 온도 

상승 시간을 관찰하 다. 이들 실험 결과 지정 온도의 도달시간은 시료 

마운트 및 보조 플러그 등의 열 전달 부하의 크기보다 시료 센서를 고정

하는 방법에 크게 의존하 다. 그림 8.3.4는 시료 센서를 시료용기 하단

에 테이프로 고정하고 온도 상승 및 하강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10 K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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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하강의 경우 컨트롤 센서는 ∼0.9 시간, 시료 센서는 ∼1.3 시간이 

소요되었다. 두 센서간의 온도 차이도 약 300∼100 K의 구간에서는 10 K 

정도이나 100∼10 K 구간에서 두 값은 앞서와 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

다. 그림 8.3.5는 시료 용기의 보조 플러그 측면에 M2.5 볼트 홀을 가공

하고 시료 센서를 착 볼트 고정한 후 앞서의 실험을 수행한 것이다. 우

선 10 K로의 냉각 시간은 0.9 시간으로 두 센서의 경우가 모두 일치하

으며 전체 온도 구간을 통하여 두 센서의 온도 차이는 최대 2 K를 넘지 

않을 정도로 균일하 다. 또한 온도 상승의 경우에도 지정 온도 도달 시

간은 두 센서의 경우 0.7 시간으로 거의 일치하 다.

(2) 저온 시료 홀더 및 용기 제작 

앞서와 같이 CCR의 콜드 핑거에 직접적으로 알루미늄 시료 용기를 부

착하는 경우 시료 용기 내부의 균일한 온도 분포를 얻기가 어려우며 저온 

회절상 측정시 시료 용기의 재질에 의한 알루미늄 피크의 혼입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저온 중성자 회절 실험시 요구되는 정 한 시료 온도 감시 

및 측정 시료이외의 시료 용기 등에 의한 입사 중성자 빔과의 간섭을 최

대한 억제하여야 하는 요구 조건의 충족을 고려하여 앞서의 CCR의 시료 

마운트에 부착할 중성자용 시료 홀더와 용기를 제작하고 그 성능을 시험

하 다.(그림 8.3.6)

(가) 저온 시료 홀더 제작

시료 홀더는 알루미늄 6061 계열로 제작하 으며 그림 8.3.7과 같이 

CCR의 시료 마운트에 부착되는 보조판과 main body 및 시료 용기가 부착

되는 하부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main body는 직경 65 mm 의 원통

형으로 입사 중성자 빔에 의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성자 빔이 통과

하는 원통면을 0.5 mm 두께로 정  가공하 다. 또한 하부판의 중앙에는 

시료 용기를 부착하기 위한 M3x0.5의 볼트 홀을 두었으며  main body와의 

결합시 M3x0.8인 16개의 볼트 홀과 두께 0.5 mm 인듐선으로 tight 

sealing 하여 충전 He 가스의 누설을 방지토록 하 다. 한편 하부판 바닥

에 8개의 M2x0.4 볼트 홀을 가공하여 측정시료의 시료온도 감시 및 조절

을 위한 Si 다이오드 센서를 부착토록 하 다. 

(나) 시료 용기 제작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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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알루미늄 시료 용기 

우선 시료 용기 가공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그림 8.3.8과 같은 저온용 

알루미늄 시료 용기를 제작하고 그 성능을 시험하 다. 알루미늄 시료 용

기의 크기는 내부 용적이 각각 10 mm(Φ) x 28 mm(L), 10 mm(Φ) x 40 

mm(L)의 두 종류이며 원통의 두께는 0.5 mm로  정  가공하여 중성자 회

절상에 대한 알루미늄 피크의 혼입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알루미늄 시료 용기를 시료 홀더에 장전하고 즉, 시료 용기 내

에 시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시료 홀더를 CCR의 시료 마운트에 고정한 후 

앞서와 같은 온도의 상승 및 하강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8.3.9는 이러

한 측정 결과를 보인 것으로 시료 센서의 최소 하강 온도는 ∼11 K 이며 

그 도달 시간은 ∼70 분이었다. 또한 시험 전과정을 통하여 두 센서의 온

도차이는 ∼23 K로 알루미늄 시료 용기를 시료 마운트에 직결한 경우보다 

상당히 큰 차이를 보 다. 반면에 BaTiO3 분말을 시료 용기에 장전한 경

우 최저 도달 온도는 앞서와 거의 비슷하 으나 두 센서의 온도 차이는 

전체 측정 온도 구간에 대하여 약 30 K로 앞의 경우보다 컸으며 이는 시

료에 의한 열 전달 부하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② 바나듐 시료 용기

앞의 알루미늄 시료 용기는 중성자회절상 측정 시 알루미늄 피크의 혼

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성자 빔에 의한 간섭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두께 0.1 mm의 바나듐 판을 레이저 용접을 이용하여 원통형 바나듐 시료 

용기로 가공하 다.(그림 8.3.8) 바나듐은 중성자 산란 길이가 -0.3824×

10
-15 
m로 (-) 값을 가지며 그 크기도 적어 시료 용기로 이용하는 경우 중

성자 회절상 측정 시 피크의 혼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최적의 레이

저 용접 조건을 찾기 위한 예비 실험으로 용접 시 두 용접면이 착하여 

빈 공간이 없어야 하며 상하부 용접 부위를 중심으로 최소 1 m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바나듐 판을 잘라 직경 8 mm(Φ) x 46 

mm(L) 크기의 바나듐 원통으로 감은 뒤 레이저 용접 시 폭이 약 1 mm인 

레이저빔의 용접 경로를 확보하고 바나듐 판을 원통형으로 유지하기 위한 

보조 기구를 준비하 다. 이제 레이저의 노즐과 용접면과의 간격을 약 10 

mm로 유지하고 바나듐 용접 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Ar 가스를 흘

려주면서 용접하 다. 총 10 개의 바나듐 판을 레이저 용접하고 이들 용

접 부위를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산화 및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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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나듐 원통을 선택하 다. 이들 바나듐 원통 용기 중 2 개는 상하부

가 같은 고정 마개를 알루미늄으로 제작 삽입하여 상온 실험용으로 사용

토록 하 으며 나머지 2개는 하단에 볼트 탭을 가진 고정 마개를 두어 저

온 시료 홀더 하부 판에 고정함으로써 저온 실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고정 마개를 제외한 시료 용기의 유효 길이는 ∼40 mm로 내부 용적

은 약 2 cc에 이르며 중성자 회절상 측정 시 가능한 알루미늄 피크의 혼

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 마개의 주위에 두께 0.1 mm의 카드뮴 판을 부

착하 다. 

이와 같이 제작한 바나듐 시료 용기 및 알루미늄 시료 홀더를 이용한 

CCR 콜드 헤드의 온도 상승 및 하강 시험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우

선 Nikko NGB-700 glove box 내에 BaTiO3 분말 시료, 바나듐 시료 용기 

및 저온 시료 홀더 등을 놓고 순도 99.999%의 He 가스로 충분히 퍼징한 

다음 바나듐 시료 용기에 BaTiO3 분말을 장전하고 이 시료 용기를 저온 

시료 홀더의 하부 판의 볼트 홀에 고정하 다. 시료 홀더의 하부판 바닥

에 두께 0.5 mm의 인듐선을 감고 M3x0.8인 16개의 볼트 홀을 이용하여 시

료 홀더의 main body에 볼트 고정함으로써 시료 홀더내의 He이 누설되지 

않도록 tight sealing 하 다. 이 시료 홀더를 CCR의 2차 콜드 핑거에 위

치한 시료 마운트에 고정하고 Si 다이오드 센서를 시료 홀더 바닥 면에 

볼트 고정하 다.(그림 8.3.10) 그림 8.3.11은 앞서의 시료 홀더 및 바나

듐 시료 용기를 이용한 온도 상승 및 하강 실험 결과를 보인 것으로 15 K

까지의 온도 하강은 상당히 안정한 양상을 보 으나 그 이하에서의 온도 

값은 상당히 불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저온 시료 홀더 및 바나듐 용

기를 이용할 경우 이용 가능한 최저 온도는 ∼15 K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센서의 온도 값은 전체 온도 구간 역에 대하여 최대 20 K 정도

의 차이를 보 으며 그 경향성은 거의 일정하 다. 또한 15 K까지의 온도 

하강시간은 ∼1.2 시간, 반대로 300 K까지의 온도 상승 시간은 앞서와 같

이 약 ∼1.2 시간이며 두 센서간의 온도 차이는 최대 30 K로 앞서의 경우

보다 약간 큰 차이를 보 다. 

다.저온 중성자 회절 실험

앞서의 저온 시료 환경장치의 실제 실험 이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절연체-금속 상전이 온도 근처에서 대단히 큰 자기 저항 효과를 보이

는 층상 구조 페로브스카이트 화합물인 La1.4Sr1.6Mn2O7 초거대 자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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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에 대한 저온 회절상을 측정하 다. 앞서와 같이 La1.4Sr1.6Mn2O7 시료

를 러브 box 내의 He 분위기에서 바나듐 시료 용기에 장전하고 시료 홀

더에 고정한 후 이 시료 홀더를 0.5mm 인듐선으로 He tight sealing 하

다. 시료 장전이 끝난 시료 홀더를  CCR의 시료 마운트에 고정하고 15 K

의 저온으로 ∼24 시간 동안 냉각한 후 CCR을 HRPD 시료 테이블 지지대에 

고정하고 저온 회절상 측정을 시작하 다.(그림 8.3.12) 그림 8.3.13은 

zero 자기장에서 15 K로 냉각한 후에 260 K 까지 온도를 상승하면서 측정

한 La1.4Sr1.6Mn2O7 시료의 중성자 회절상을 보인 것으로 이때 이용 중성자 

파장은 1.8339 Å, 측정 스텝 간격은 0.05
o
 이며 각 회절상의 측정 시간

은 ∼2 시간이었다. 그림 8.3.13에서 염려하 던 시료 홀더 재질(알루미

늄)에 의한 피크의 혼입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측정온도 

95 K 이하에서는 2θ≈10
o
, 20

o
에서 강도가  낮은 자기 피크가 관측되었으

며 이들은 95 K 이상의 측정 온도에서 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두 

피크는 시료의 상자성에서 강자성으로의 상전이 현상을 보여 주는 것으로 

La1.4Sr1.6Mn2O7 시료의 Mn
+3, Mn+4 이온의 super exchange 현상에 의해 발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앞서 개발한 저온 시료 환경장치를 이용하여 저온 

상전이 현상에 의한 물성 변화의 효과적인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그림 8.3.1. 저온시료환경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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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2 X-선용 시료 홀더의 온도 조절 시험

그림 8.3.3 초기 저온 시료 용기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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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4 초기 시료용기의 온도 조절시험 (시료센서 테이프고정)

그림 8.3.5 초기 시료 용기의 온도 조절시험 (시료 센서 볼트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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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6 저온 시료홀더 및 용기

그림 8.3.7 저온 시료 홀더

저온시료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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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8 저온 시료 홀더용 알루미늄 및 바나듐 시료 용기

그림 8.3.9 저온 시료홀더의 온도 하강시험 (알루미늄 시료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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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10 CCR 콜드핑거에 부착한 

저온 시료 홀더

그림 8.3.11. 저온 시료 홀더의 온도 조절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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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 고온 환경 시료 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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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Vacuum System

고온 진공로의 발열체인 흑연(graphite) 발열체는 대기 중에서 사용하

면 300℃ 이상에서 산화되어 수명이 단축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

온 측정시 진공이나 비활성 기체 분위기가 요구된다. 특히 제작된 고온 

진공로는 발열체의 두께가 기존의 흑연 발열체를 사용하는 국내의 다른 

고온로(20mm이상)에 비하여 보다 얇게(3mm이하) 제작되었으므로, 발열체

의 수명과 신뢰성 있는 측정을 위해서는 진공로의 분위기(atmosphere) 조

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제작된 진공로의 진공 장치(vacuum system)는 저진공을 위해 로

터리 펌프(rotary pump)를 설치하 고  고진공(high vacuum)이 필요한 경

우를 위해 터보 펌프(turbo pump)의 포트(port)를 설치하 으나, 로터리 

포트를 통해 diffusion pump를 사용하여 고진공을 얻고 있다. diffusion 

pump로 측정 전에 유지 가능한 진공도는 펌프 출구에서 7×10-7 torr 고 

최고 온도인 1000℃에서 측정시 진공도는 5×10
-6 torr 다.  실험시는 발

열체(heater)를 켜기 전에 항상 10∼15 mtorr의 진공도를 유지할 때까지 

기체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Diffusion pump 사용시 주의할 점은 게이트 밸브와 로터리 밸브는 동

시에 열려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오일 히터를 켜기전에 foreline 밸브

를 열어 로터리 펌프로 충분히(10-3torr) 배기하여야 하며, 마지막 작동을 

중지할 때에도 게이트 밸브와 로터리 밸브를 닫고 오일 히터를 끈후 오일

이 충분히 냉각될 때까지 foreline valve를 통해 로터리 펌프로 진공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나) 챔버(Chamber)

챔버는 크게 덮개(top), 내관(inner body), 와관(out body), 지지대

(body flame)과 flame plate로 나뉜다.(그림 8.4.2) 기본적인 동체(body)

와 덮개(top), flame은 형태의 지지력을 위해 SUS304로 제작하 고 중성

자 빔이 지나가는 부분(flame plate)은 중성자의 투과도를 고려해 Al6061

로 제작하여 내경 및 seal면을 제외한 외부는 Al2O3 고경도 코팅(hard 

coating)하 다. 내관과 외관의 외경은 각각 303 mm, 280 mm이고 두께는 

3 mm이다. 중성자 빔의 경로(path)에 위치하는 동체 부분(flame plate)은 

외경 288 mm, 내경 280 mm, 두께 4 mm로 투과시 큰 향력이 없었으나, 

높이 70 mm로 중성자 빔의 크기와 유사하므로 하나로 내 설치 시 높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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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 유의해야 한다.

챔버 전체의 개략도를 그림 8.4.3에 나타내었고 중성자 빔이 투과하는 

부분인 flame plate의 도면은 그림 8.4.4에 나타내었다.  챔버의 덮개 부

분에는 고진공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기체의 유입을 막고자 고무(rubber) 

재질의 O-ring(G290)을 부착하 고, 내부를 볼 수 있는 수정 재질의 창

(quartz window)을 설치하 으며 동체에는 여분의 포트(port)들을 설치하

다.  챔버의 바닥은 전극과 시료대 부분이 계속 연결되어 있고 스텝 모

터(stepping motor)가 설치되어 있는 독립적인 동체 부분으로, 로터리 펌

프와 연결된 앵  밸브(angle valve)를 통해 러핑(roughing)이 이루어지

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그림 8.4.2 고온 진공로의 Vacuu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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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3 Chamber Assembly

그림 8.4.4 Beam이 투과하는 Chamber의 Flam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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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열체(Heater)

진공 하에서 1000℃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으며 중성자에 투과도가 좋

은 발열체(heating element)로 흑연이 선택되었다. 흑연은 일반적으로 고

진공 상태에서 3000℃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래 반응식과 같이 반응이 

활발하므로 비활성 기체 상태나 진공 상태에서 사용해야만 한다.

O2 : C + O2 = CO2 (in air)

H2O : C + H2O = CO + H2 (in wet atm)

H2 : C + 2H2 = CH4

또한 고온에서는 Cu2O, FeO, SiO2, Al2O3등 대부분의 금속산화물과 반

응하므로 실험전후 분말 시료로 오염된 챔버 내부와 발열체 등을 깨끗하

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발열체의 설계는 저항, 온도 인자와 표면 부하(surface load)등 발열

체의 길이, 직경, 입력전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매개 변수들에 의해 결

정되었다. 온도 인자는 사용 온도, 분위기와 시간에 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고 표면 부하는 입력전력을 복사 표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각 발열체는 최대 표면 부하를 넘으면 급격한 산화가 발생하므로 추천값

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림 8.4.5에 발열체의 도면을 나타내었다. 

각 슬릿의 수와 넓이, 각도는 시료대의 중심에 등온부(hot zone)의 중심

이  대칭이 되게 위치하도록 도안한 것이다. 빔의 입사부와 투과부분은 

반경이 6.5로 다른 슬릿(반경: 2.5)보다 더 넓게 제작하여 peak 상에서의 

향을 줄이려 하 다. 현장 시험 결과 발열체에 의한 peak가 0°부근 저

각에서 나타나지만 이는 측정 결과자체에 큰 향을 주지는 않았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여분의 발

열체들은 빔의 입사부와 투과부를 더 넓게 제작하고 두께를 좀 더 줄여서 

더욱 향상된 측정 peak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제작된 

진공로 내부의 온도 구배는 대칭성을 가지며 시료대가 놓이는 지점을 중

심점으로 잡으면 직경 20 mm 내부가 등온부(hot zone)가 된다.  시료대를 

중심점으로 진공로 내부의 온도 구배를 그림 8.4.6에 나타내었다.  빔의 

크기(가로: 17 mm, 세로: 70 mm)를 고려해 볼 때, 측정시 시료 내부의 국

부적인 온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하부 펠트(Bottom felt)

로부터 높이 83∼88 mm를 벗어나는 경우 온도 구배가 존재하므로 열전대

(thermocouple) 설치 및 보정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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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5 흑연 발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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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열전대(Thermocouple)

열전대는 0℃∼1370℃까지 비교적 선형성을 가진 K-형을 선택하 다. 

TCm으로 표기하는 주 열전대와 온도 보정용인 TC1을 설치하 다.

TCm은 온도 조절기의 PV값으로 나타내어지고 TC1은 조절판(control 

rack)의 TC 표시부에 나타난다. 두 열전대에서 측정된 온도는 기준 보상

(reference compensation)에 의해 기준점을 맞춰 점 조절하 으나 초기 

제작상에서 갖는 온도 오차를 갖고 있어 측정시 보정이 필요하다. 측정 

온도에 따른 TCm과 TC1의 온도 차이는 표 8.4.1에서 참고할 수 있다.  보

정 TC와의 온도 편차를 보정하고자 많은 시도를 해 보았으나, 약간의 오

차를 갖는 것은 국내 제작 기술의 미완으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다.

표 8.4.1 측정 온도에 따른 TCm과 TC1의 온도차이 

Setting

Temp.(

℃)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ΔT 3 3 2 2 1 1 1 2 1

진공로 현장 시험 결과 중성자선 경로에 열전대가 놓일 경우 여러 각

도에서 상당한 강도의 peak이 발생하 다. 이의 보완책으로 열전대의 위

치는 진공로 내의 온도 구배 실험을 거쳐 등온부(hot zone)에 가까우며 

중성자선 경로를 벗어나는 곳으로 정하 고, 중성자 빔을 이용한 결과 비

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작에 사용된 K형 열전대는 Si 첨가

에 따른 산화 저항성(oxidation resistance)을 가지며 산화와 비활성 분

위기 상태에서는 안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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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6(a) 중심으로부터 위치에 따른 온도 분포 

그림 8.4.6(b)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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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Graphite Felt

진공로 내의 단열재인 흑연 펠트(graphite felt)는 챔버의 바닥

(bottom)과 덮개 및 본체(body)를 둘러쌓고 있다(그림 8.4.7) 기본 시료

를 이용한 중성자 회절 패턴에서 2θ값이 0°에서 20°사이에서 나타나는 

peak의 강도(Intensity)가 felt 제거후 60%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향을 줄이기 위해 250℃ 이하의 실험시 felt와 felt 지지

대를 제거한 후 실험해도 좋지만 고온에서의 실험시 단열을 위해서는 

felt의 제거가 어려우므로 그림 8.4.8에서 felt 지지판 개방 구역을 빔 

중앙선을 기준으로 더 넓게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실험에서 더 좋은 보완책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8.4.7 흑연 Felt와 Felt 지지대 

그림 8.4.8 Felt 지지판 개방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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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온도제어기

Controller는 한국 CHINO사의 DB1130-R00이다.

․입력신호 : 열전대, 직류전압, 전류

․제 1 출력 : 전류 출력형 PID식

․제 2 출력 option : 없음

․통신 interface : RS-232C

․송수신신호출력 : 없음

․Remote 신호출력 : 없음

(사) Atmosphere Control System

흑연 발열체의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고온 측정시 대기중에서  반응성

이 있는 분말 시료를 측정하는 경우에 atmosphere control이 요구된다. 

통상적인 진공로와 같이 rough pumping을 위해 rotary pump를 설치하 고 

필요한 경우 고진공 system을 사용할 수 있도록 turbo pump용 port를 설

치하 다. 진공도는 10-2torr정도이며 full power 사용시 4×10-2torr정도

다. 비활성 기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system으로 gas의 inlet과 

outlet이 chamber에 설치 되어 있고 비활성 기체를 사용할 때는 chamber

의 top 에 lock 볼트들을 조여주어야 한다(그림8.4.9). gas의 flowing 양

은 10 cc 이하로 유지하며 되도록 고온에서는 진공 상태의 실험을 진행하

도록 한다.

(아) 냉각수 계통

고온에서 측정이 진행되는 진공로는 냉각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온

에서 과열로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진공 O-ring sealing 부

위와 전극(electrode) 내부, chamber body에 냉각수 line이 설치되어 있

고 하나로 내부에서 water line은 chiller(JEIO TECH, HX-06 Heat 

Exchanger)에 연결된다.

(자) 시료회전 계통

시료의 우선 방향성을 제거해 주기 위해 stepping motar를 이용하여 

시료캔을 포함한 시료대축을 낮은 rpm으로 회전시켜 준다. Step motor 

control 부분은 Rack(control box)의 3번째 panel "MOTOR DRIVE"에 위치

하며 회전 방향(cw, ccw)과 rpm(ADJ)을 조절할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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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9 진공로의 측면 사진 I  고온 진공로의 측면 사진Ⅱ

(차) 낮은 고온용 시료환경장치 개발의 필요성

이번에 개발된 고온 진공로는 비교적 고온 역에 사용하도록 제작되

었다. 상온부터 수백℃ 이내의 비교적 낮은 고온 역에서는 온도 조절도 

용이하지 않고 온도센서의 정확도도 많이 떨어진다. 또한 많은 경우에 상

온 이하의 저온 역부터 낮은 고온 역까지 연속적인 측정을 요하고 있

어서 이러한 용도에 적합한 별도의 시료환경장치의 개발이 요구된다.

(2) PbTiO3 이용 시험

(가) BKG without sample can

① Background 시험 

본 시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온 진공로(챔버) 부분만을 HRPD 시료

대에 올려놓고, 장치 구성재료 자체에 의한 회절상에의 향을 평가하

다. 앞서의 본 장치 구성요소 특성 설명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열전대가 

중성자 빔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매우 강한 회절상을 주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으나, 그 이외의 흑연 발열체나 felt에 의해서는 회절각도 10도 미만



- 486 -

에서만 높은 background를 형성하여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데이터에는 그

다지 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4.10은 통상적으로 사용

하게 되는 상태에서의 챔버로부터의 background 회절상이다. 또한, 그림 

8.4.11은 시료를 넣지 않고 quartz 시료캔만을 장전하고 측정한 회절상이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질 회절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시료 측정 

회절상으로부터 본 데이터 값을 빼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background 검토를 위한 실험 및 다음 항의 PbTiO3 측정 시험에는  

Ge(331) 단색화 결정으로부터 단색화빔 인출각도 90도로 나오는 1.83456

Å의 중성자가 사용되었으며, 장치 회절각도의 점은 약 0.6
o
이다.

그림 8.4.10 고온 진공로 챔버로부터의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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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1 Quartz 시료캔을 장전했을 때의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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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bTiO3 구조 상전이

약 500℃ 부근을 경계로 하여 정방정계에서 입방정계로 결정구조가 상

전이하는 PbTiO3 시료를 quartz 시료캔을 이용하여 장전하고, 온도를 높

여가며 중성자 회절상을 측정, 분석하 다. 

측정은 상온부터 700℃까지 이루어졌으며, 그림 8.4.12에 비교한 3개 

온도에서의 회절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온에서 분리되었던 피크가 고온

에서 합쳐져 보다 높은 대칭성을 갖는 구조로 바뀌어 감을 알 수 있다. 

그림 8.4.13은 여러 온도에서 측정한 모든 회절상에 대해 pattern 

matching 분석을 행하여 구한 격자상수를 비교한 것이다. 상전이 온도에 

근접하면서 정방정계의 두 격자상수 a와 c가 서로 동일한 값을 향하여 접

근하여 감을 알 수 있다. 초기 실험으로서 완벽한 데이터 세트를 얻지는 

못하 으나, 향후 재료의 구조 상전이 연구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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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2 온도에 따른 PbTiO3의 중성자 회절상의 변화

그림 8.4.13 중성자 회절 실험으로 얻은 격자상수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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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온 시료환경장치 이용 실험 절차

(1) 회절장치에의 설치 및 PID 제어

(가) 원자로 내 설치

HRPD에서 본 장치를 이용하여 회절실험을 수행하고자하는 경우, 제어

용 rack과 냉각수 chiller는 dance floor 바로 밖에 두게 되는데, rack내

의 power supply에 공급되는 3상 220V 전원은 대용량을 요하므로(최소 

15A이상, 약 20-30A) SANS 제어실내의 배전반으로부터 직접 연결하여 사

용한다. Chiller의 전원은 원자로 벽면에 준비된 HRPD 실험용 배전반을 

이용하도록 하며, 압축공기 역시 HRPD 공압 라인을 공유하도록 한다. 고

온진공로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시료대에 설치하는데, 이때 상온 측정시 

사용하기 위한 시료캔 회전용 모터 지지대는 미리 해체하도록 한다. 고온 

진공로를 정방향으로 설치하면 진공펌프 연결부, 냉각수 연결부, 열전대 

신호 연결부 등이 검출기 반대 방향으로 놓여 취급이 용이하도록 고려되

어 있다. 진공펌프는 시료대 바로 옆에 놓도록 한다. 그림 8.4.14는 HRPD 

시료대 위에 설치한 고온 진공로를 보여주고 있다.

(나) PID-setting

고온 측정 실험에서 중요한 측정 온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heater의 무

리한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측정 온도에서 적절한 PID값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표 8.4.2에 나타낸 PID값은 각 온도별로 여러차례 시험

을 거친 것으로 측정 온도 유지(holding)시 ±0.2℃ 미만의 오차를 보여

주었다.  특정 온도 부근에서 정확한 실험을 원하는 경우 300℃를 기준으

로 나눈 두 그룹(group)의 PID 값을 이용한다.

(2) 시료 준비 및 장전

시료 장전을 위해서는 우선 원통형 시료캔 (내경 8 또는 10mm, 높이 

40mm)에 시료를 넣은 후, 이를 챔버 내 중앙에 준비된 시료 회전 지지대

에 설치한다. 시료캔은 상온이나 저온에서와 마찬가지로 재질 자체에 의

한 회절상을 주지 않아야 하며, 추가로 1000oC의 고온에서도 변형되거나 

시료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TiZr 합금과 바

나듐 캔을 사용하게 된다. Quartz 역시 구하기 쉽다는 장점 때문에 고온 

시험용 시료캔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quartz 자체의 비정질 구조로

부터의 회절에 의한 평탄하지 않은 background를 나타내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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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경우에는 quartz 시료캔 자체에 의한 회절상을 별도로 측정하

여 보정하여야 한다. 그림 8.4.15에 quartz 시료캔 및 V 시료캔을 보여주

고 있으며, 그림 8.1.16는 TiZr 합금 시료캔의 제작 도면이다. 현재 고온 

실험용 TiZr 및 V 시료캔은 개발단계에 있으며, 본 고온 시료환경장치 초

기 시험을 위해서는 주로 quartz 시료캔이 사용되었다.

현재 주로 사용중인 시료캔은 바나듐 캔으로 받침대는 null matrix를 

가공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중이다. 분말시료를 준비하여 실험할 때엔 반

드시 마개로 캔을 막아 시료가 챔버 내부로 흩날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

다. 마개로 막지 않을 경우 시료의 절반 이상이 유출되어 실험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챔버의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게 된다.

표 8.4.2 측정 온도에 따른 PID 값

Temp.
(℃) P I D Gain

200 1.5 193 48 6.0
P(1.7) I(199) 

D(50) Gain(6.0)
300 1.3 133 33 6.0

400 2.6 46 11 6.0-9.0

P(4.0) I(115) 

D(30) Gain(9.0)

500 2.4 35 9 7.0-9.0

600 2.2 27 7 8.0-9.0

700 2.1 25 6 8.0-9.0

800 4.0 125 30 9.0

900 4.0 115 30 9.0

1000 2.1 19 3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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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4 HRPD 시료대에 설치된 

고온 진공로

그림 8.4.15 고온 시료환경장치용 시

료캔 (좌로부터 V, TiZr, quartz 캔)

그림 8.4.16 TiZr 시료캔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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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공로의 작동 절차

(가) Chiller, Main Power등 주 연결선 점검

진공로를 설치한 후 전원선(3ø, 220V)을 연결하고 water(chiller 연

결선), air 등 모든 연결선들을 점검한다.

(나) 시료 Loading과 Thermocouple 위치 확인

진공 chamber에 시료can을 설치(loading)하고 thermocouple(TCm, TC1)

의 위치를 확인한다. Thermocouple의 위치는 빔 path에서 벗어나 시료대 

중앙에서 각각 12 mm씩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고 bottom felt로부터 85 mm 

높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다) Chamber Cleaning

발열체에 powder 등이 오염된 경우 air spray로 제거하고 chamber의 

내벽은 알코올로 닦아준 후 felt cover와 chamber top을 닫는다.

(라) PANEL1-Main Power "on"

Power key switch(s/w)를 오른쪽으로 돌려 “on"해준다. 이때 모든 연

결상태가 양호하면 main power, air pressure, water pressure에 각각 적

색등(LED)이 켜진다. Air-line이나 water-line 중 한 곳이라도 연결에 이

상이 있는 경우 점등이 되지 않으며, safety sensor가 작동하여 alarm이 

울리게 되며 system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작동 중지 원인을 

확인한 후 다시 작동시킨다.(만약 alarm을 일시 정지시키고 싶은 경우에

는 alarm stop s/w(녹색 button)를 눌러주면 된다.) Air pressure와 

water flow에 대한 안전 sensor는 그림 8.4.17에 나타내었다.

그림 8.4.17 Control 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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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PANEL2-Vacuum Gauge "on"

PANEL2 좌측 하단의 power s/w를 켠다. Vacuum Gauge 및 TC indicator

는 chamber 내부의 진공도와 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공도는 760 Torr

에서 1 mTorr까지 표시되며 온도는 보정 thermocouple 1번을 눌러준다.

(바) PANEL3-Vacuum System "on"

① Rotary pump(R/P) s/w "on" button을 누른다. pump가 작동

되면 PANEL 상의 R/P on button에 적색등(LED)이 켜지며 오른쪽 그

림의 rotary pump에도 적색등이 켜진다.(이때 Roughing valve를 

open하기 전에는 vacuum gauge에 변화가 없다.)

② Roughing Valve(R/V) on button을 작동시키면 button과 옆 

그림의 Rouging에 적색등이 켜진다. 이때 PANEL2의 Vacuum Gauge는 

빠르게 감소하며 10∼15mTorr 정도로 vacuum이 감소할 떄까진 계속 

roughing 해주어야 하고 되도록 heater를 켜서는 안된다.

③ Motor Drive는 sample can을 회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cw와 

ccw는 rotation 방향 설정(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다. 

Speed(rpm)는 ADJ를 이용해 조절해 준다.

④ Vent valve(V/V)는 chamber 내부의 진공을 파기하는 valve

로서 측정 진행중에는 작동시켜선 안되며 측정이 끝난 후 장비의 작

동을 off시킬 때 사용하는 것으로 R/V가 작동중일 때는 작동되지 않

는다.

(사) PANEL4-Heater "on"

Heater controller에 원하는 측정 온도와 시간, PID 값을 program한 

후 heater power "on" s/w를 누른다.(이때 gain(ADJ)은 ‘6.0’정도에 맞추

고 500℃이상 실험시에는 heating이 시작되면 gain을 최고 값인 ‘9.0’에 

맞춘다.) PID-control은 온도 조절(Temperature Control)의 대표적인 방

법으로 기본적인 개념은 furnace에 일정한 power를 공급해줄 때 thermal 

loss등으로 온도가 변화되었을 경우 heat input을 조절하여 원래의 설정 

온도(setting temperature)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setting 온도와 PID 설정값이 맞지 않으면 원하는 온도에서의 측정이 이

루어 질 수 없다. 잘못된 PID 값에서 고온 측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

우, 발열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적절한 PID 값에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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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이다. Chamber내의 heater는 최대 전압 20V, 최

대 전류 200A이며 controller의 간단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 측정 온도의 Setting(CHINO-DB1000 Controller 사용법)

ⅰ) Gain을 ‘6∼9’에 맞춘다.

ⅱ)「MODE」를 누른다. 측정온도 setting시는 MODE0가 나오면 된다. 

ⅲ)「SEL」을 누른다. SET VALUE(SV)에서 원하는 측정 온도를 3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 맞춘 후 「ENT」를 눌러 setting한다

ⅳ)「SEL」을 다시 한번 더 누르면 PID-setting mode가 나타난다. 측

정온도에 맞는 PID 값을 입력한 후 역시 「ENT」를 누른다.

ⅴ) Heater "on" controller에 표시되는 SV는 setting된 측정 온도이

며 PV는 현재 진공로(furnace)내의 TCm(main thermocouple)의 온도를 나

타내는 것이다. 만약 온도의 fluctuation이 심하게 발생하면 PID값이나 

gain값을 변화시켜줘야 한다. 

다. HRPD에서의 중성자빔 이용실험

상온∼1000℃ 사이에서의 구조적 상전이 현상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

며, 그 예는 3장1절-4-라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라. 개선점 및 장치 활용계획

고온 시료환경장치는 핵연료, 합금, 유전체, 세라믹스 등 재료의 결정

구조 해석 관련 연구를 위한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 이용에 투입

하여 활발히 사용중이며, 연구 역을 보다 넓게 확대할 수 게 하 다. 

특히 핵연료 물질의 연소 시에 형성되는 고온의 조건하에서의 시료의 구

조적 거동을 연구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조건하에서 합성된 핵연료의 연

구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고온 진공로는 이미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1) 발열체

중성자회절 실험시 시료에 의한 신호의 세기가 비교적 클 경우엔 무

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분석에 큰 지장을 줄만큼 

background 신호가 나타난다. 흑연 히터를 가능한 얇게(3mm) 제작하 음

에도 불구하고 흑연을 통과하는 빔과 흑연 사이의 빈 공간을 통과하는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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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중성자 흡수에 의한 손실로 인해 톱니 모양의 background가 나타

나게 된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흑연 히터를 더 얇게 가공해야 하나 재질의 

특성상 파손의 우려가 있어서 어렵다. 다른 방안으로는 회절된 중성자빔

이 고르게 통과하고 중성자 손실이 적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발열체를 채

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램프에 의한 가열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 발열

체를 바꿀 경우 중성자 회절 실험의 특성과 현 시스템의 설계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시료캔 및 받침대

제작한 시료 용기는 vanadium sheet을 원통형으로 말아서 레이저로 용

접하여 제작하 고, 홀더는 null matrix라고 불리우는 Ti과 Zr의 합금으

로 중성자에 대해 거의 투명한 재질이다. 이들 재질은 상온과 저온에서 

사용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고온에서 사용할 때에는 표면이 부식되

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null matrix는 매우 산화되기 쉬운 금속으

로 산화물 분말 시료의 경우엔 부식의 정도가 심하여 부스러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고진공을 유지해야 하며, 가능한 시료를 펠릿 형태로 준비

하는 것이 좋고 시료에 따라 온도의 상한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3) 온도 센서

고온 진공로의 사용 온도를 1000℃까지 설정하 기에 K-type의 온도센

서를 채용하 는데, 이 센서는 낮은 고온에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용온도에 따라서 두 가지 type의 센서를 병용해야 

할 것이다. 진공로의 온도를 저절하는 기준이 되는 센서는 여전히 K-type

을 사용하되 낮은 온도에서는 보다 정확한 다른 센서에 calibration하여 

사용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 497 -

③ 가열 속도는 상온에서 가열을 시작하여 1500
o
C에 도달하는 

시간이 30분 이내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발열체 내부 중심 부분의 직경 150mm, 높이 100mm 역에서  

온도 분포 균일도는 ±2 ℃ 이내여야 한다.

⑤ 시료의 정확한 온도 감시 및 제어를 위해 R-형 TC를 설치하

고 온도 보정용 TC를 설치하기 위한 port를 준비한다.

(나)  Vacuum chamber

① 구성 : chamber는 내경 330mm, 높이 300mm의 원통형으로 

SUS304로 제작하며, 내부는 electrical polishing 가공한다. 

상하단부 덮개를 포함한 외곽 부분에는 내부로부터 전달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냉각수 순환용 jacket을 준비하며, 각 

부분에 냉각수 입출력용 6mmφ one-touch fitting을 설치한다.

② Chamber에는 gas port(1/4" VCR) 2개, MS port ICF114 1개, 

Pumping port(6") 1개, ICF070 port 2개, NW16 port 6개를 준

비하며, 상부 덮개에는 80mmφ x 10mmT 크기의 quartz glass 

View port 1개를 준비한다.

③ 각 port로 연결되는 부분은 내열성이 좋은 viton O-ring을 

사용하여 sealing한다.

④ 진공의 leak rate는 5x10-9mbar/sec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⑤ 10-6torr까지의 진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gauge를 연결한다.

그림 8.5.1 실험실에 설치된 시료 열처리용 고온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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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2 고온 진공로 개략도 



- 499 -

(다) Pumping system

① 구성 :  10-3 torr까지의 저진공을 위한 oil rotary 

pump(600 l/min)와 그 이상의 고진공을 위한 diffusion pump를 

부착하며, diffusion pump를 사용하여 배기할 경우 40분 이내

에 2x10
-6
torr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시료 열처리 과정에서 요구 진공도에 도달한 후 필요한 값

으로 온도를 올릴 때, 시료 내에 존재하던 개스가 방출됨에 따

라 일시적으로 진공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diffusion pump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진공도 이

하에서는 diffusion pump 가동을 중지시키고 rotary pump만을 

가동하며, 지정된 진공도가 복구된 후 diffusion pump를 재가

동하는 절차를 PLC에 의해 자동화하여야 한다.

(라)  제어 및 감시 시스템

온도 및 진공도 의 제어 및 감시 시스템은 power supply와 함께 

Eurorack 규격의 rack에 모아서 배치한다.

① 실험 온도의 정확한 설정과 실험시 온도 조절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온도조절기(DCP-200)와 switching power supply 

(220V AC/DC 20V 5A)를 설치한다.

② Chamber 내 온도 측정을 위해 R-형 열전대를 사용한다.

③ 10-4torr 이상에서 chamber 내의 진공도를 감시할 수 있는 

진공계로서 Ion gauge 1개를 설치하며, chamber 내부와 

pumping 종단에서 10
-3
torr까지 진공도를 감시할 수 있도록 2개

의 pirani gauge를 설치한다. 이상으로부터 읽어들이는 진공도

는 온도 상승 중에 rotary pump와 diffusion pump의 기동  및 

정지를 자동 제어하는 PLC 제어 프로그램에 입력되도록 한다.

④ 1차 및 2차 전압/전류를 각각 감시 및 표시하기 위한 전압

계 및 전류계를 부착한다.

 

(마)  안전장치 

① 냉각수의 단수 시에는 진공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고, 

heater 전원은 단락되도록 한다.

② 정전 시에는 진공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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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양에 의해 제작된 본 장치는 현재 전반적인 작동상태 검

사, 진공도 검사 및 1차적인 온도제어 작동 상태 검사를 마치고, chamber 

내의 상세한 온도 분포 특성 측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Ti-C-H 일부 시료

에 대한 수소 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사용 절차

시료 열처리용 고온진공로 사용에 있어서는 장치의 안전 및 요구되는 

조건에 맞는 시료 상태를 얻기를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래에 

그 사용 절차를 기술한다.

(1) 공기 분배함 점검

(가) 공기압을 점검하고, 너무 낮으면 compressor가 켜져 있는지

를 점검하고, 출구 밸브가 열려있는지도 점검한다.

(나) 주밸브가 열려있는지 확인한다.

(2) 냉각수 공급(Chiller 가동)

(가) Chiller 물탱크에 물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나) Chiller 전원 스위치를 켠다.

(다) 펌프 스위치와 compressor 스위치를 차례로 켠다.

(라) 설정온도를 확인한다.

(3) 고온 진공로 제어시스템의 전원 스위치를 켠다.

    모든 계기반이 이상 없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다.

(4) 진공시스템 가동

(가) Chamber의 덮개가 확실히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

(나) Rotary pump를 켠다(R/P 스위치)

(다) Roughing 밸브(R/V)를 열고 진공계 TC1과 TC2의 값이 10-3 

torr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 Chamber 덮개의 조임 볼트가 느

슨해졌으면, 다시 한번 조여 준다.

(라) R/V를 닫는다.

(마) Fore valve(F/V)를 열어 diffusion pump 내의 진공도가 TC2 

= 10
-3 torr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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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R/V와 F/V를 교대로 열어가면서 TC1과 TC2 값이 10
-3 
torr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사) F/V를 열고 oil diffusion pump를 켠다.

(아) Pump 내의 오일이 가열되도록 약 30분 정도 기다린다.

(자) F/V를 닫고 R/V를 열어 TC1과 TC2 값이 10
-3
torr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차) R/V를 닫고, F/V를 열은 후, 주 밸브(M/V)를 연다.

(카) 진공도를 확인하기 위해 Ion Gauge(IG)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는 진공 감시계의 “Emis" 단추를 누르며, 감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IG 수명 연장을 위해 “Emis" 단추를 한번 더 눌러 꺼놓

는 것이 좋다.

(5) 온도제어

(가) Heater power 조절을 위한 다이얼 게이지가 “0”에 놓여 있는

지를 확인한다.

(나) Heater 전원 스위치를 켠다.

(다) 다이얼 게이지를 온도에 따라 요구되는 값에 놓는다.

(라) 진공 감시계 패널의 toggle 스위치를 이용하여 pump 작동 상

태에 대하여 자동 또는 수동 모드를 선택한다.

(마) PID 제어기를 이용하여 요구되는 온도로 설정한다.

(6) 시료 열처리가 끝난 후 시료 교체 또는 가동 정지를 위해서는 위

에 설명한 가동 절차의 역순으로 진행하며 아래에 간단히 기술한다.

(가) PID 제어기에서 온도를 상온 부근에 설정한다.

(나) Heater power 조절용 다이얼 게이지를 “0”으로 놓는다.

(다) Hetaer 전원 스위치를 끈다.

(라) 온도가 상온 근처로 떨어질때까지 기다린다.

(마) Diffusion Pump의 M/V를 닫고, F/V는 계속 열어 놓는다.

*** 시료 교환 등을 위해서 고온로를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로 

chamber 내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vent 밸브(V/V)를 

연다. 이 경우에는 V/V를 열기 전에 chamber 뚜껑 고정용 볼트를 

미리 풀어놓는 것이 좋다. 시료 교환 등 작업을 끝내고 뚜껑을 닫

은 후에는 V/V를 닫고, F/V를 닫은 후, (4)-(다) 단계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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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한다. (4)-(사)/(아) 과정은 생략된다.

(바) Diffusion pump를 끄고, oil이 냉각될 때까지 기다린다.(약 

3시간 소요. 냉각수는 계속 공급)

(사) F/V를 닫는다.

(아) Rotary pump를 끈다.

*** 시료 인출 등을 위하여 chamber를 열기 위해서는 V/V를 열어

야 하며, 이 때 미리 chamber 뚜껑 고정용 볼트를 풀어놓는다.

(자) 제어장치의 전원을 끈다.

(차) Chiller의 pump 및 compressor 스위치를 끈 후, 전원 스위치

를 끈다.

다. 시료 처리용 진공 manifold 구성

개스 제거 등의 목적이 아닌 시료 열처리에 따른 구조 변화 등을 연구

하기 위한 시료 준비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시료를 사전에 quartz tube

등에 봉입하여야 하며, 그 내부는 진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manifold를 구비하 으며, 그 구성 및 사용

방법을 기술한다.

(1) 구성

진공 manifold의 전체 모양은 그림 8.5.3와 같고, 주요 부분 구성도를 

그림 8.5.4에 나타내었다.

(2) 사용 방법

(가) 모든 valve가 잠겨있는 상태에서 pump를 작동하고 pump에 연

결된 main valve(a)를 연다.

(나) trap(b)의 외부를 싸고 있는 dewar flask(c)에 액체질소를 

가득 부은 후 gauge에 연결된 valve을 열고 압력을 확인한다.

(다) quartze tube(g)에 sample를 넣고 tube connector(f)를 이용

하여 manifold(d)에 연결한 후 valve(e)를 천천히 열어 tube 안을 

진공상태로 만든다. 

(라) torch를 사용하여 tube의 중간부분을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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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3. 시료 준비용 진공 manifold 

그림 8.5.4. 주요부분 구성도  

 

a : main valve

b : trap

c : dewar flask

d : manifold

e : valve

f : tube connector

g : tube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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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의 return yoke를 약 80mm 정도의 간격을 두었다.

표 8.6.1  1 T급 전자석 사양

Specification Value

Air gap  50 mm

Coil resistance  0.084 Ω/coil

Voltage drop  24 V/coil

Power  7016 W/coil

Cooling water  Tap water or closed cooling system

Coil temperature rise (max. operation)  15 deg.

Water flow rate  0.95 liter/min/coil

Supply pressure  245 kPa

Cooling circuit  7 ea./coil

Coil inner diameter  180 mm

Turns  152 turn/coil

Amp - turns  43960 A․turn/coil

Current (max. continuous operation)  289 A (calc.)

Conductor cooling hole diameter  3.5 mm

Conductor size  6.5 mm

Conductor fillet radius  1 mm

Conductor resistivity  1.7 × 10
-8
 Ω․m

Conductor area  31.77 mm
2

Current density  9.1 A/mm2

Conductor total length  145.3 m/coil

Conductor weight  41 kg/coil

Insulation thickness  2 mm

Temperature constant  3.93 × 10
-3

Friction factor  0.03

Magnet height  530 mm

Magnet width  530 mm

Magnet depth (without coil)  28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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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1 Electromagnet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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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기장 변화율

그림 8.6.2의 (a)와 (b)는 속이 채워진 코어를 사용하 을 때 측정하

여 얻어진 자기장 곡선이다. 그림 (a)는 입력전류를 0 에서 200 A까지 변

화시켰을 때의 자기장 변화 곡선이며 200 A의 전류에서 약 1.2 T의 자기

장을 얻었다. 이 값은 컴퓨터 모의 계산보다 제작된 전자석의 효율이 좋

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곡선에 대한 간단한 curve fitting의 결과는 이 

전자석의 포화 자기장이 1.4 T 보다 커서, 보다 큰 전류를 입력하면 더 

높은 자기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컴퓨터 모의 실험의 경

우에 있어서는 300 A의 전류를 예상하고 전자석의 자기장 세기를 얻었으

며, 이때 전자석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도 상승 값이 될 것

이다. 300 A에서 온도 상승 값은 표 8.6.1에서 보아 15℃로 예상된다.  

그림(b)는 전자석에 200 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된 자기장

의 공간 분포곡선을 나타내었다. 이 자기장 변화 곡선은 중심 축으로부터 

0 에서 100 mm까지 5 mm간격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중성자 산란에 사용되

는 시료의 크기가 직경 10 mm 내외임을 고려하여 이 전자석의 자기장의 

균질도(field homogeneity)는 중심 축으로부터 10 mm 이내에서 자기장의 

변화율이 0.1 % 이하의 값을 가짐을 보아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c)와 (d)는 코어의 중심에 CCR을 결합할 수 있도록 직경 80 mm

의 구멍을 뚫었을 때의 자기장 변화 곡선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200 A의 

전류에서 약 0.95 T의 자기장의 세기를 얻었으며, 자기장 분포 역시 0.1% 

이내의 균질도를 갖는 것을 보았다.

그림 8.6.3은 pole의 내부가 비어있는 코어를 이용한 경우, pole의 종

축을 따라 측정된 자기장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다. 각 데이터는 종축 중

심으로부터 약 6 mm 간격으로 6개의 역을 나누어 측정하 으며, 각각 

그래프의 아래쪽에서부터 입력 전류 50 A, 100 A 및 200 A의 경우에 해당

하며 측정된 값은 표 8.6.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각 전류에 대한 자기

장의 비대칭성은 CCR을 결합하기 위한 위/아래쪽 pole의 구멍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보면 낮은 전류에서 자기장 분포는 거의 일정하게 나

타났으나, 고 전류에서는 횡축을 따른 자기장의 분포에 비하여 심하게 변

함을 알 수 있다. 중심에서 10 mm이내에서의 자기장 균질도는 대략 1∼2 

%의 값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pole 종축으로 시료를 넣을 때 

통상 시료의 높이가 40 mm임을 고려한다면 시료의 끝 부분과 중앙사이의 

자기장 값의 차이는 최대 16 %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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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2 실제 제작된 전자석의 전류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 및 

중심축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곡선. (a)와 (b)는 속이 비

지 않은 전자석 코어, (c), (d)의 경우에는 CCR을 결합하기 위한 구멍

을 코어 내부에 뚫었을 때의 결과이다. 

그림 8.6.3 Pole 종축 방향으로 측

정된 자기장의 변화. 아래에서부터 

각각  50 A, 100 A, 200 A의 전류

를 입력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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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6.2 종축 상의 위치에 따른 전류와 자기장의 상관값

IDC
자기장 [ kG ]

edge  ←              center              →  edge

50 A

2.77

(16.5)
※

3.28

(1.20)

3.32

(0.00)

3.29

(0.90)

3.17

(4.52)

2.78

(16.3)

3.09

(7.21)

3.29

(1.20)

3.33

(0.00)

3.26

(2.10)

2.80

(15.9)

2.76

(17.2)

100 A

4.94

(23.2)

5.99

(6.84)

6.29

(2.18)

6.43

(0.00)

6.30

(2.02)

4.84

(24.7)

5.17

(20.3)

6.12

(5.70)

6.39

(1.54)

6.49

(0.00)

5.70

(12.2)

5.21

(19.7)

200 A

7.05

(28.6)

9.28

(6.07)

9.32

(5.67)

9.88

(0.00)

9.35

(5.36)

7.70

(22.1)

7.31

(25.6)

8.59

(12.6)

9.67

(1.63)

9.83

(0.00)

9.72

(1.12)

7.86

(20.0)

정중앙에 정렬되었을 때 시료의 위치

⇤------------ (길이 = 40 mm) ------------⇥

⇤------------- 두 pole 간격 (50 mm) -----------------⇥

비고

1. 종축의 중심으로부터 약 6mm 간격으로 6개의 역을 나누어 등 

간격으로 측정한 data 중 중심축 주위의 두 역에 대한 측정값임.

2. (  )안의 숫자는 field homogeneity

(나) 저온 실험장치 구성 및 시험

① 실험 장치 구성

현재 설치를 완료하고 운 중인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 회절장치와 앞

서 제작 및 시험을 마친 전자석을 이용하여 저온/자기장에서의 중성자 분

말 회절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온 실험 장치를 구성하 다. 

② Closed Cycle Refrigerator System

저온 측정에서 측정 시료의 냉각을 위한 Closed cycle refrigerator 

(CCR) 시스템은 JANIS사의 모델 CCS-200이다. 이 CCR의 이용 온도 범위는 

10∼300 K로 Leybold-210, 2 스테이지 콜드 헤드를 채용하고 있으며 압축 

He 가스가 이용된다. 또한 CCR의 콜드 핑거에는 직경 40 mm의 무산소동 

시료 지지대와 시료 온도 조절을 위한 25Ω의 히터가 있으며 온도 변화를 

감시하기 위하여 LakeShore DT 470-SD-13 Si-diode 센서가 부착되어 있

다. 한편 CCR의 instrumentation skirt에는 10 pin electrical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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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와 CCR 챔버의 진공 배기를 위한 NW25 플랜지의 evacuation valve 

및 압축 He 가스 공급을 위한 고압 및 저압 가스 라인 포트가 있다. 

③ Turbo Molecular Pumping System

CCR의 진공 배기를 위하여 turbo molecular pumping system(TMPS)을 

준비하 다. 이 TMPS는 turbo pumping system(TPS)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2 스테이지 mechanical vane pump(MVP)로 구성된다. MVP는 Alcatel 

2005(60 Hz)로 최대 회전 속도는 1800 rpm 이며 가능한 최대 도달 압력은 

≤2x10
-3 
mbar, 파워는 1/2 마력이다. TPS는 Alcatel PTM5101로 27,000 

rpm의 고속 회전이 가능하며 펌핑 속도는  ∼100 ℓ/s, 최고 도달진공은 

≤5x10
-9 mbar 이다.   

④ 압축 펌프(compressor)

CCR에 압축 헬륨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압축 펌프는 Leybold RW3 이

다. RW3 압축 펌프 전면에는 공급 He 가스의 압력을 나타내는 압력 게이

지와 압축 펌프내의 He 가스 주입 및 제거를 위한 포트가 있다. 또한 압

축 펌프의 후면에는 가동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기 위한 내경 11 mm의 

냉각수 순환용 입구와 출구가 있으며 He 가스 공급을 위한 고압 및 저압 

가스 라인 포트가 있다. 이들 포트는 SUS 재질의 가스 라인으로 CCR의 가

스 라인 포트에 연결된다. 이러한 가스 라인은 재질의 특성상 꼬이거나 

반경 20 cm 이하로 구부릴 경우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

다. 이 압축 펌프의 He 가스 압력은 미동작시 15∼16 bar, 동작시 21∼23 

bar 이며, 필요한 냉각수량은 3.5 ℓ/min(80 F) 이다. 이 압축 펌프는 

과열에 의한 장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헬륨 가스의 온도가 37.5 ℃ 

이상일 때 작동이 중단되는 안전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⑤ 온도 조절기

저온 측정 시료의 온도 감시 및 조절을 위한 온도 조절기는  

LakeShore DRC-93CA 이다. 이 DRC-93CA는 실제 센서와 지정 값에 의해 생

성되는 전압들의 비교에 의해 온도가 조절되며 이를 위하여 비례, 미분, 

적분회로들이 이용된다. 이 DRC-93CA에는 1개의 9210-3 센서 입력 카드가 

설치되어 있어  IEEE-488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Si 다이오드 센서에 의

한 입출력 신호를 통제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9210-3 센서 입력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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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자기장 조건에서 측정이 가능한 GaAlAs 다이오드 센서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실제로 DRC-93CA는 단순히 센서 입력 카드를 교체함으로써 측정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센서의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이 

온도 조절기에는 최대 저항 50 Ω, 1 A의 직류 전원이 내장되어 있어 저

온 시료 온도 조절을 위한 히터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림 8.6.4 저온/자기장 실험장치 개략도

⑥ 열 교환기

현재 이들 저온 실험 장치가 위치할 하나로 홀에는 압축 펌프 및 전자

석 가동시 필요한 냉각수 순환 설비가 미비하므로 별도의 냉각 장치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하여 HD-02A(Air-Laser Series) 열 교환기를 준비하 다. 

이 장치의 냉각능력은 4,200 kcal/hr이며 펌핑 능력은 20∼25 ℓ/min이

다. 이 열 교환기에는 THIS-1000 NAF 디지탈 온도 조절기가 부착되어 

-40.0∼100 ℃ 온도 범위 내에서 1 % 의 정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다) CCR 수정 및 시험  

JANIS사의 CCS-200, CCR은 기본적으로 X선 실험용으로 제작된 것이므

로 저온/자기장 중성자 회절 측정에 적합하도록 vacuum shroud, 

irradiation shield, 시료캔 등의 여러 부품을 설계, 제작하고 그 성능을 

시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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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품 제작 

CCR 챔버 내의 진공 배기를 위한 vacuum shroud를 제작하 다.(그림

8.6.5) 이 vacuum shroud는 Al6061 환봉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제원은 전

자석 코어의 직경 80.6 mm 구멍에의 CCR 삽입과 측정 시료가 위치할 pole 

간격 50 mm를 고려하여 결정하 다. 총 길이는 397 mm인 원통형으로 상부

에는 CCR의 instrumentation skirt(IS)와의 clamp 결합을 위한 직경 119 

mm의 플랜지와 CCR을 전자석 상부 고정판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직경 

100 mm의 지지 턱이 있다. 이러한 플랜지의 상부면은 IS 내의 O-ring과 

결합하여 고진공 배기할 수 있도록 고정도로 연마하 으며, 측면 경사각

은 기존 IS와의 clamp 체결을 위하여 수평면에 대하여 15
o
를 유지하도록 

하 다. 또한 vacuum shroud의 하부는 전자석의 코어 구멍과 pole 간격에 

삽입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pole 간격에 삽입되는 부분은 

45 mm(OD)×137 mm(L)×2.5 mm(t)인 원통형으로 입사 및 산란하는 중성자

의 효율적인 투과를 위하여 고정도로 연마한 두께 1.5 mm, 외부직경 43 

mm의 중성자 창이 있다.

시료에의 열 전달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irradiation shield unit(그

림 8.6.5)는 25 mm(OD)×144 mm(L)×2.0 mm(t)인 원통형으로 두께 1.5 

mm, 길이 68 mm인 중성자 창이 있으며, 밑바닥에는 원활한 진공 배기를 

위해 직경 3 mm의 구멍이 있다. 연결 어댑터는 51 mm(OD)×40 mm(L)×2.0 

mm(t) 크기의 원통형으로 상하부에 각각 두께 2 mm, 직경 70 mm인 플렌지

가 있어 irradiation shield 및 irradiation shield 지지대에 연결 고정

할 수 있다. 또한 irradiation shield 지지대는 51 mm(OD)×160 mm(L)×

2.0 mm(t)인 원통형으로  상,하 고정용 플렌지가 있어 CCR 콜드 헤드의 1

차 콜드 핑거와 연결 어댑터에 볼트 결합할 수 있다.

CCR을 전자석에 장전하여 시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CCR의 콜드 핑거

의 제원과 HRPD 입사 중성자 빔의 위치를 고려하여 시료캔 및 시료캔 고

정대를 제작하여야 한다. 시료캔은 중성자 회절상의 피크 혼입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소의 재료팀에서 제조한 TiZr ingot를 이용하여 

제작하 다. 시료가 장전되는 시료캔은 9.0 mm(OD)×50 mm(L)×0.2 mm(t)

인 원통형이다. 이중 시료가 장전되어 중성자 산란 실험에 이용할 수 있

는 실제 길이는 40 mm로 장전 시료의 용량은 ∼2.3cc이다. 이러한 시료캔

의 상부는 두께 5 mm, M14P0.7 mm의 수나사 산으로 가공되어 있으며 시료

캔 내의 He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12 mm(OD)×1.5 mm(W)×0.2 mm(D)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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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인듐 선 groove를 정  가공하 다. 또한 시료캔의 하부에는 길이 4 

mm, M2.6 mm의 탭을 두어 시료 위치의 온도 감시를 위한 시료 센서를 고

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시료캔 마개는 총 길이 15 mm로 상부에 직경 13 

mm, 길이 7.5 mm인 M8P1.0 mm의 암나사 산을 두어 시료캔 고정대에 결합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시료캔과의 결합시 적절한 잠김과 풀림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측면을 가공하 다. 또한 시료캔 마개의 

하부에는 직경 16 mm, 길이 5 mm인 M14P 0.7 mm 암나사 산을 두어 시료캔

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 다. 시료캔을 CCR 콜드 핑거에 연결하여 저온 

실험에 이용하기 위한 시료캔 고정대는 무산소동으로 제작하 다. 콜드 

핑거에 연결하는 지지 어댑터는 16 mm(OD)×40 mm(L)×2 mm(t)인 원통형

으로 위아래에 두께 2 mm, 직경 40 mm의 플렌지를 두어 CCR의 콜드 핑거

와 시료캔 고정대에 볼트 고정토록 하 다. 또한 고정대는 16 mm(OD)×89 

mm(L)×2 mm(t)인 원통형으로 상부에는 각각 두께 3.5 mm, 직경 40 mm의 

플랜지와 플랜지 덮개가 있으며 인듐선을 이용하여 He 가스를 봉할 수 

있도록 14 mm(OD)×0.2 mm(D)×2 mm(W)인 groove를 가공하 다.

② 진공도 시험 

위와 같이 설계 제작한 vacuum shroud와 irradiation shield 및 시료

캔 등을  CCR에 설치하고 TMP를 가동하여 진공 배기 시험하 다. CCR 챔

버의 최대 도달 진공도는 3.0x10-5 bar, 도달 시간은 ∼24 시간이었다. 

그림 8.6.5 CCR vacuum shroud(상) 와 irradiation shield(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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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6 TiZr 저온 시료캔 

그림 8.6.7(a) 시료캔 고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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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7(b) 시료캔 고정대와 플랜지 덮개 

그림 8.6.7(c) 시료캔 고정대,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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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도 센서 교환 및 표준화 

JANIS CCS-200, CCR의 콜드 핑거에 부착되어 있는 Si 다이오드 센서는 

1.5∼300K의 저온 실험시 온도 감시를 위하여 가장 널리 이용되는 센서로 

작은 구리 원판에 삽입할 수 있어 취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77K 이하에서는 자기장에 따라 특성이 변하므로 예를 들어 1T 의 자기장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저온/자기장 조건에서 

온도 감시를 위해서는 센서의 교체가 필요하며 시료 위치에서의 온도 조

절 및 감시를 위한 센서의 추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저온/자기

장 조건에서 측정이 가능한 2개의 TG-120-CU, GaAlAs 다이오드 센서를 준

비하 으며 9210-3 다이오드 입력 카드를 추가로 1개 더 준비하 다. 

TG-120-CU, GaAlAs 다이오드 센서는 직경 8 mm, 두께 3.8 mm, 크기의 

무산소동 원판에 삽입되어 있으며 이 원판에는 센서 접촉면과의 볼트 고

정을 위하여 직경 2.9 mm의 홀이 중심에서 0.76 mm 편심되어 가공되어 있

다. 9210-3 다이오드 입력 카드를 온도 조절기의 input card slot B에 삽

입 설치하고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환 스위치를 이용하여 이들 카드의 

형식을 9210-6으로 전환하 다. 9210-3 형식이 0∼3.0 V 입력 전압 역

에서 작동하여 DT-470과 DT-500 계열의 센서에 주로 이용된다. 반면에 

9210-6 형식은 0∼6.5535V 입력 전압 역에서 동작하므로  TG-120 계열

의 센서에 널리 이용된다.

TG-120-CU, GaAlAs 다이오드 센서의 표준화를 수행하 다. TG-120-CU, 

GaAlAs 다이오드 센서의 표준화 자료 중 각각 99개의 데이터를 선정하여 

온도 조절기에 지정 입력함으로써 저온/자기장 측정 시료의 온도를 감시

할 수 있도록 하 다.

(마) CCR의 온도조절 시험  

앞서 제작한 CCR 시료캔 고정대를 CCR 콜드 헤드의 시료 지지대 볼트 

고정하 다. TiZr 시료캔을 CCR 시료캔 고정대 하단에 결합하고 시료 센

서를 시료캔의 바닥에 2.6mm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하 다. 온도 조절기의 

power를 on 하여 콘트롤 및 시료 센서의 정상 동작을 확인하고 

irradiation shield를 CCR의 일차 냉각 스테이지에 볼트 고정한 후 

vacuum shroud를 CCR의 IS에 clamp 고정하 다. CCR의 evacuation valve

와 TMP를 NW25 SUS flexible 라인으로 연결하고 TMP를 가동하여 진공 배

기를 시작하 다. 압축 펌프의 열 교환기를 가동하여 냉각수 온도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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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하고 CCR 챔버 내의 최대 진공도 도달 후에 He 압축 펌프를 가동

하여 온도 조절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8.6.8은 이러한 실험 결과를 보

인 것으로 우선 온도 조절기의 온도를 20 K로 지정한 경우 콘트롤 센서의 

최종 온도는 28 K로 도달 시간은 3.75 시간이었다. 또한 시료 센서의 최

종 온도는 38 K로 도달 시간은 앞서와 같았다. 두 센서의 온도는 45 K에

서 교차한데 이어 시료 센서의 온도가 오히려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 

주었으며 모두 지정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 다. 반면에 지정 온도를 300 

K로 한 경우 콘트롤 센서의 온도는 47 분만에 300 K에 도달하 으나 시료 

센서의 온도는 최대 220 K 도달 이후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 으며 도달 

시간은 3.12 시간이었다.

이와 같이 시료 센서의 온도가 지정 온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CCR의 콜드 핑거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컨트롤 센서를 

해체하여 시료캔 덮개 상부에 가공한 볼트 홀에 고정하고 앞서의 온도 조

절 실험을 수행하 다.(그림 8.6.9) 우선 지정 온도 20 K에 대하여 컨트

롤 센서의 온도는 1.98 시간에 20 K에 도달한 이후 1.1 분의 주기(23∼19 

K)로 진동하 다. 반면에 시료 센서의 최종 온도는 27 K로 도달 시간은 

3.0 시간이었다. 이와 같이 컨트롤 센서의 온도는 20 K에 도달이 가능하

고 도달 시간도 단축되었으나 시료 센서의 경우는 별로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0 K에서 300 K로의  온도 상승 시에는 컨트롤 센서

는 300K의 도달시간이 1.03시간으로 약간 지연되었으며 지정 온도 도달 

후 10분 주기(305∼292 K)로 진동하는 양상을 보 다. 반면에 시료 센서

의 경우 최대 도달 온도는 290 K, 도달 시간도 2.0 시간으로 현저하게 개

선되었으며 컨트롤 센서의 온도 변화와 연동하여 미소하게 진동하 다. 

이와 같은 온도의 진동 발생은 온도 조절을 위한 히터와 컨트롤 센서와의 

간격이 커서 정 한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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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8(a) CCR 온도 하강시

험 - 컨트롤 센서 콜드핑거 위치

그림 8.6.8(b) CCR 온도 상승시

험 - 컨트롤 센서 콜드핑거 위치

그림 8.6.8(c) CCR 온도 하강시

험 - 컨트롤 센서 시료캔 덮개 

위치

그림 8.6.8(d). CCR 온도 상승시

험 - 컨트롤 센서 시료캔 덮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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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기장-저온 시료환경장치 사용법

(1) 전자석 운용

(가) 일반적 사항

• 반드시 전선 연결, 냉각수의 흐름/압력/온도 등을 확인한다.

• 자기장은 전자석에 공급되는 전류로 조절한다 (그림 8.6.2 참조). 

• 시험 결과 200 A의 전류에서 filled core 인 경우 1.2 T, hollow core

인 경우 약 0.9 T의 자기장을 얻었다. 컴퓨터 모의 계산 결과 300A의 

전류에서 온도 상승은 약 15℃이다.

• pole 표면의 패임이나 힘은 자기장의 균질도에 심각한 향을 주므

로, pole을 다룰 때 매우 주의하야야 하며 조립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가급적 부드러운 물체 위에 놓도록 한다.

• pole은 top/bottom plate의 볼트를 풀면 여분으로 교체 가능하다.

전자석은 중성자의 입사 방향 ( n), CCR 결합 방향 (지표로부터 수직

방향: s), 자기장의 방향( m) 등의 3축을 기준으로 각각의 방향에 따라 아

래와 같이 HRPD, SANS 등의 실험이 가능하도록 전자석을 배치할 수 있다. 

(나) HRPD 실험용 전자석 배치 ( n⊥s∥m )

그림 8.6.9처럼 왼쪽에서 중성자가 입사할 때, 전자석의 코어를 시료 

테이블에 수직이 되도록 배치한다. 주의할 점은 yoke에 딸려있는 냉각수 

입구 및 전선이 검출기 뱅크나 입사 중성자를 가리지 않도록 검출기 뱅크 

바깥쪽에 놓이도록 한다. yoke 사이가 먼 쪽으로 산란된 중성자를 검출하

도록 검출기 뱅크를 놓으면 측정 가능한 각도 역은 약 100°이다.

(다) SANS 실험용 전자석 배치( n∥m⊥s )

SANS 실험은 중성자 입사 방향에 대하여 시료에 걸리는 자기장이 평행

하도록 한다. 그림 8.6.10에서 보듯이 위에서 보아  전자석의 코어를 시

료 테이블에 수평이 되도록 중성자의 입사 방향으로 전자석의 코어가 놓

이도록 한다. 이때 코어가 중성자 빔을 가리지 않도록 입사 쪽 코어는 원

통형으로, 검출기 쪽 코어는 원뿔형으로 구멍을 뚫을 필요가 있다. 측정 

가능한 산란각은 검출기 쪽 코어의 고체각에 의해 결정된다. CCR의 결합

은 yoke의 탭을 이용하여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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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 회절각 실험을 위한 전자석 배치( n⊥s⊥m)

그림 8.6.11은 중성자 입사방향, 시료 inlet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모

두 수직하도록 전자석을 배치한 경우이다. 중성자 입사에 대해 대칭성이 

있으므로, HRPD의 경우와 달리 가급적 전자석을 중성자 입사 방향에 수직

하도록 시료 테이블 위에 놓는 것이 실험 결과 분석에 유리하다. 

그림 8.6.9 HRPD 실험용 

전자석 배치 

그림 8.6.10 SANS 

실험용 전자석 배치

그림 8.6.11 저 회절각 

실험에 대한 전자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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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선점 및 장치 활용계획

(1)개선점

(가) 자기장 발생장치

전자석에 200 A의 전류를 공급하 을때의 발생 자기장은 속이 찬 코어

의 경우 1.2 T 이었다. 또한 CCR을 전자석에 결합하기 위하여 코어에 직

경 ∼80 mm의 구멍을 두었을 경우에는 0.9 T의 자기장을 얻었다. 두 경우 

모두 전자석 pole의 중심으로부터 10 mm이내의 수평거리에 대한 자기장 

변화율은 0.1 % 이하로 상당히 균일하여 시료캔의 크기가 ∼10 mm인 중성

자 회절 실험시 측정 시료에 충분히 균일한 자기장을 공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코어의 종축상의 자기장의 분포는 중앙점과 양극단 

사이에 20%이상의 불균일성을 보여 전자석 코어의 기하학적인 설계를 변

경하여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 상태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가능

한 시료캔의 길이를 짧게 하여 실험하는 것이 좋다.

(나) 저온실험장치

한편 Closed Cycle Refrigerator(CCR), He 압축 펌프 등으로 구성된 

저온 실험 장치의 온도 조절 실험 결과 CCR의 콜드 핑거에 부착한 시료 

위치에서의 도달 가능한 최저 온도는 27 K, 도달시간은 3.0 시간이었다. 

그러나 시료캔의 상부와 하부사이에는 약 20K의 온도차이가 있어서 실험

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시료캔을 헬륨기체

가 채워진 봉된 용기 속에 넣고 실험하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는 시료

캔의 균일한 온도를 얻을 수는 있으나, 전자석 코어의 크기가 협소해서 

용기의 직경이 최대 30mm 이하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용

기(Al)에 의한 중성자 회절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께가 매우 얇아야 하

는데 이는 가공이 어렵고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얻기 힘든 단점이 있다.

위의 전자석과 저온실험장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

결책으로는 전자석의 코어의 설계를 변경하여 지금(직경50mm)보다 크게

(직경60-70mm) 그리고 극간을 넓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

우 발생 자기장의 상한이 낮아지고, 자기장의 균질도가 나빠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2)장치 활용계획

현재의 장치로는 저온실험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일차적으

로는 전자석부분만을 활용하여 자기장을 가하는 시료환경장치로의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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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저온실험장치와 전자석의 수정이 이루어지면 측정 가능한 중

성자 회절상의 역은 2θ≈0∼100°로 저 회절각에서 관련 정보가 주로 

나타나는 자성 물질에 대한 구조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시험가동을 통

해 전자석의 전원 및 냉각 시스템과 저온 발생 장치의 각 구성 요소가 장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장시간에 

걸쳐 온도와 자기장 변화에 따른 자성 재료의 물성 변화에 대한 중성자 

회절상의 측정 및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8.6.12(a). 제작된 전자석의 

전면 사진   

그림 8.6.12(b). 전자석 후면 사

진. 전자석에 공급되는 전선 및 냉

각수 선이 결합되어 있다.

그림 8.6.12(c). 전자석 top plate 

쪽에서 본 사진. 가운데 구멍은 

CCR을 결합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8.6.12(d). 전자석 bottom 

plate. 중심선을 따른 구멍들은 시

료 테이블에 결합할 때 중심축을 

맞추기 위한 pin-ho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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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1 가열봉 온도조절장치와 시료 셀 블록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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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2 PID controller가 연결된 가열봉 온도조절장치

그림 8.7.3 온도조절용 프로그램의 전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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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도조절장치로 사용된 한 전자의 PID controller(HY-P100)의 

결선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RS232C Protocol

9 pin 25 pin # of HY-P100    선 색

  2   2       14   노랑색

  3   3       15   빨강색

  5   7       16   검정색

6,7 ----------------- AC Power ( 90∼264V )

11  ----------------- TPR2의 C1 (+)

12  ----------------- TPR2의 C2 (-)

25  ----------------- 빨강색

26  ----------------- 검정색       RTD sensor 

27  ----------------- 검정색

그리고 표 8.7.1은 controller의 autotunning에 의한 PID 값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결과 낮은 온도에서는 Auto tunning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

는 것이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험과정에서 overshooting이 일어날 경우에

는 I값을 크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7.1 HY-100 controller의 P, I, D parameter

Setting Temp.(℃) P I D CY

40 2.6 83 20 1

50 2.6 82 20 1

60 2.5 81 20 1

70 3 86 22 1

80 2.3 99 24 1

90 2.4 90 24 1

100 2.1 86 21 1

110 2.4 99 24 6

120 2.6 99 24 6

130 2.5 106 26 8

140 2.8 108 27 8

150 3 110 27 8

160 3 110 27 8

170 3.2 110 28 8

180 2.5 110 26 9

190 2.3 103 26 10

200 2.5 106 28 9



- 527 -

나. 시료환경장치를 이용한 Micelle의 SANS 실험

그림 8.7.2에 나타난 가열봉 온도조절장치로 1D-PSD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라 micelle 구조를 갖는 TritonX100(detergent)와 F88 

(PEO-PPO-PEO) 시료에 대해 SANS 실험을 실시하 다. TritonX100은 30, 

45℃에서는 140분씩 59, 64, 67℃에서는 120분씩 다섯 가지 온도에 대해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측정하 다. 그림 8.7.4는 TritonX100의 온도변화에 

따른 SANS profile을 보여준다. F88은 26, 30, 40℃의 세 가지 온도에 대

해 각 300분씩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측정하 다. 그림 8.7.5는 F88의 온

도변화에 대한 SANS profile을 보여준다. 온도조절장치의 온도 SANS 

script program을 이용하여 제어하 다. SANS script program에서는 초기

에 설정온도와 설정온도에서의 측정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설정온도에

서의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SANS script program에서는 실

험온도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온도에서 ±2℃ 범위에서 10분간 

유지하여야만 설정 온도에서의 측정이 시작되도록 프로그램 하 다. 

그림 8.7.4 TrintonX100의 SANS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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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5 F88의 SANS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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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단점이 있다. 미세띠 기체 검출기(MSGC, MicroStrip Gas Chamber)는 

기체형 검출기에 반도체 기술을 접목하여 우수한 위치 분해능 특성을 지

니고 있으나, 중성자 조사에 의한 방사화(Activation) 또는 방전에 의한 

미세띠의 손상에 관한 문제와 장시간 동작의 기술적 난점으로 현재 실용

화의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다중선 비례 계

수기(MWPC, MultiWire Proportional Chamber)는 G. Charpak 에 의하여 고

에너지 물리학에서 입자 검출을 목적으로 최초 개발되었으나, 고계수율, 

우수한 위치 분해능, 검출기 구조 변형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진단의

학, 고체물리학, 분자생물학 등의 연구 분야에 응용이 확대되었다. 특히 

MWPC는 1차원 및 2차원 확대가 용이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위치 판독 방

법이 있어 실험 환경에 맞게 판독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위치 판독 방법은 전하 분할법(charge division), 상승시간 판

별법(RC encoding), 지연선 방법(delay line), 병렬판독법(wire by wire)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지연선을 이용한 방법은 우수한 위치 분해 특성뿐

만 아니라 제작상의 상대적 간편성으로 인하여 많은 위치 민감형 검출시

스템에 도입이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연선 방법을 이용하여 유효 검출 면적이 각각 120x80 

mm
2, 200x100 mm2 인 중성자 검출기를 설계 및 제작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

다. 그리고 실제 중성자 회절 측정에 적용하여 분말 시료, 집합 조직 

시료 등 몇 가지 시료에 대한 중성자 회절상을 얻었으며 이를 하나로의 

고분해능 분말 회절장치(HRPD,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와 비교하 다. 그리고 잔류 응력(Residual Stress) 측정 예비 실험의 일

환으로 여러 크기의 니켈 분말, 잔류 응력 장치 표준 시료인 VAMAS 시료 

등의 중성자 회절상을 얻어서 향후 잔류 응력 측정 장치 실험의 적용 가

능성을 조사하 다.

나.PSD 설계와 제작

위치 민감형 중성자 검출기의 제작시 검출기의 성능 결정에 있어서 가

장 기본적인 인자들은 양극선의 간격, 양극선 반경, 양극선 평면과 음극

띠 평면간의 거리, 음극띠의 간격 등으로 이들은 동작 전압, 검출 효율, 

위치 분해능, 위치 선형성 등에 향을 준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성자 유

효 검출 면적이 120x80 mm
2
 인 검출기 제작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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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극제작

(가) 양극선 면의 제작

다중선 비례 계수기에서 고전압이 인가된 양극선의 역할은 검출기 내

에서 중성자와 검출기체인 3He와 반응하여 발생한 양성자와 삼중수소에 

의하여 발생된 전자를 수집하여 증폭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양극선 평면

상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한 기체 증폭 효과를 얻어야 된다. 동일한 기체 

증폭 이득을 얻으려면 단위 길이당 전하량(Q=CV)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양극선 간격과 양극선 직경은 인가전압과 관계가 있다. 양극선의 

간격을 줄이면 인가전압을 높여야하고 국지적인 방전의 확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안정된 동작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양극선 재질은 장력에 대한 인장강도가 커야 하며, 가능한 낮은 동작 

전압에서도 충분히 큰 기체 증폭률을 얻을 수 있도록 직경이 작은 것이 

유리하다. 또한 그 굵기의 균일성도 중요하다. 따라서 10∼20㎛ 직경의 

금을 증착시킨 텅스텐선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인장 강도는 약 

66g(20㎛φ), 16g(10㎛φ)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양극선 면은 직경이 

15μm이고 길이 130mm의 금도금된 텅스텐 선을 3mm 간격으로 배치하여 납

땜으로 고정하 다. 양쪽 가장자리에는 전기장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경이 50μm인 금도금된 텅스텐 선을 배치하 다. 그림 8.8.1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양극선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8.1 제작한 양극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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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극띠의 제작

음극띠 평면은 양극선 평면을 아래에 위치하며 양극선 주위에 생성된 

양이온 운에 의해 음극 평면에 유도된 상 전하 분포의 중심을 구하는 

것이다. 음극선을 사용하면 검출 깊이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유도된 상

전하의 크기를 높이고, 제작상의 편이를 위해 띠의 구조로서 양극선 설치 

방향과 수직되게 제작하 다. 유도전하 분포를 가장 가깝게 측정하기 위

해서는 음극선의 간격을 줄이고 그 개수를 늘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전극의 수가 늘어남으로서 일정한 총 유도전하량에 대해 

신호 대 잡음의 비가 작게 되어 위치분해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반

면에 유도전하 분포가 연속적인 경우에 접근하게 되므로 위치의 비 선형

성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음극선의 간격은 신호 대 잡음의 비나 제작

상의 편이를 위해 가능한 넓게 결정해야 하지만, 위치 비 선형성을 지나

치게 증가시키지 않아야 한다. 위치 검출기의 비 선형성에는 검출기의 기

하학적 구조, 특히 음극선에 유도된 전하분포, 양극선 표면 부근에서 일

어나는 전자사태의 각분포(angular spread) 및 위치, 양이온의 이동도, 

신호처리 회로 등의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기하학적 인자에 의한 부분은 음극선에 유도된 전하분포

를 이론적으로 계산함으로써 그 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MWPC의 전극 구

조에 대한 공간 전하 분포와 유도된 전하 분포에 대한 근사적인 표현식들

이 많이 알려져 있다. 양극선에 생성된 전하에 의해 거리 d 떨어진 음극

띠에서 유도된 전하 도 ρ0(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8.8.1)ρ0(x) = -
Q
4d
sech

πx
2d

위의 연속적인 전하분포를 일정간격의 음극띠에 의한 신호로 중심을 

결정할 경우 개개의 음극띠에 유도되는 전하량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

다. 즉, 양극선과 직교하는 방향(y)으로 무한길이를 가지며, 그 폭이 w인 

n번째 음극띠에 유도되는 전하량은

(8.8.2)Δρ n=
Q
4d
⌠
⌡

a+w

a
sech

πx
2d
dx=

Q
π
[ arctan (e

πx/2d
)]
a+w
a    ,a≥ 0     

과 같이 주어진다. 여기서 a는 중성자가 입사한 위치를 기준점으로 할 때 

0이 된다.

정 한 위치결정을 위해서 유도전하가 분포되는 최적의 음극띠의 수는 

실제 중성자가 입사한 위치와 위치검출 회로를 통한 계산된 위치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조건으로부터 결정된다. 이러한 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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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함수관계를 위치반응함수(position response function)라고 하며, 음

극띠의 폭을 넓게 하여 유도전하가 분포되는 음극띠의 수를 줄이면 불연

속성 및 변조(modulation)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음극띠의 수

를 늘이게 되면 지연선 단자의 증가와 더불어 회로적인 잡음이 커지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전 검출길이에 대해서 동일한 중성자를 입사시켰을 때 

검출기에 나타나는 위치의 일양성(uniformity)과 같은 비분형 비선형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음극띠의 수에 관계되는 비선형성은 음극

띠의 폭(w)과 양극선 면과 음극띠 면 사이의 거리(d)가 같을 때 하나의 

음극띠 역에서 15 μm 정도의 절대 위치오차(적분형 비선형성)와 약 1 

% 정도의 미분형 비선형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음극띠가 기여하는 비선형성을 줄이려면 w<d로 선택되어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2 mm 간격으로 60개의 음극띠를 제작하 다. 그림 8.8.2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음극띠 기판을 보여준다.

그림 8.8.2. 제작한 음극띠 평면

(다) 지연선의 제작

지연선의 전극수는 검출기의 유효면적과 음극선 및 음극띠의 간격을 

결정하는 인자가 되며, 음극띠의 수와 같고, 총 지연시간을 결정하게 된

다. 유도전하에 대한 지연선 출력의 정확한 신호파형은 전자의 확산 정

도, 양이온의 이동으로 생기는 유도전류, 지연선을 구성하고 있는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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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간의 정격용량의 편차 또는 지연탭(tap)당 시간의 편차 등의 변수들

에 의해 결정된다. 지연선의 총 지연시간은 계수율과 접한 관계를 가지

게 되므로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으나 검출신호의 시간적인 형성과정이 

검출기 내부의 물리적인 과정에 의해서 제한되므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지연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 지연선 내에서 시간정보의 

오차는 시간분해능을 제한하게 되며, 이것은 주로 신호대 잡음의 비에 의

해서 결정된다. 지연선은 수동소자인 인덕터(L)와 축전기(C)와 회로적으

로 결선하여 제작한다. 지연선 자체의 특성 임피던스(Z0)는 다음과 같다. 

(8.8.3)Z 0 = L/C 1- ω
2
LC/4

  

여기서 ω는 신호의 각 진동수(angular frequency)이다.

신호의 진동수( f=ω/2π)가 끊어버림 진동수(cutoff frequency) 

f c=1/ (πLC)에 비하여 아주 낮을 때, 이 지연선은 순수한 저항 성분만

을 가지게 되며 특성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다.

(8.8.4)Z 0= L/C
  

신호의 진동수가 끊어버림 진동수(cutoff frequency) 이상일 때는 임

피던스가 허수가 되며 지연선은 리액턴스(reactance)를 가지게 되어 신호

는 진행할 수 없다. 각각의 LC 결합에 의하여 지연된 단위시간(δ)은 신

호의 전파 속도의 역수인  δ= LC로 주어진다. 제작된 전자지연선의 탭 

수 N은 지연선의 좋음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상승시간 trdl와 총 지연시간 

Td의 비로 표시되는 fm(figure of merit)과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8.8.5)N = fm
1.36
 = [

Td
trdl
]
1.36

  

   그리고 지연선 출력의 시간에 대한 편차(δt)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된다.

(8.8.6)(δ t)
2
 = 0.55 e

2
n

t
3
fw

Z
2
0Q
2
s

  

   여기서 tfw는 지연선 양단에 도착되는 전류신호의 반치폭이며, Z0는 지

연선의 특성 임피던스, en은 전치증폭기 입력단의 RMS 잡음전압, Qs는 음

극띠 위에 유도되는 신호의 총 전하량이다. 또한 지연선의 특성을 나타내

는 물리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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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ΘD ≡ 
Td
t fw   

여기서 Td는 지연선의 총 지연시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지연선 양단의 

출력신호로부터 시간편차에 의한 상대적인 위치분해능은 다음과 같이 주

어진다.

(8.8.8)
δl
l
 = 2

δt
Td   

한편 상대적인 위치분해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8.8.9)δl
l
 = 2.46

1
ΘD

en
Z 0Qs

t
1/2
fw   [FWHM]   

위의 식으로부터 우수한 위치분해능을 얻기 위해서는 전류신호의 폭 

tfw를 작게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총 지연시간 대 전류신호 폭의 비

(Td/tfw)는 최대한 크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계수

율에서의 동작은 총 지연시간(Td)이 가능한 짧아야 하므로 상호절충을 통

하여 적절한 값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지연선을 구성하고 있는 소자인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상용으로 

제작되어지므로 그 값에 제한이 있다. 그림 8.8.3에서는 지연선의 특성 

임피던스를 50 Ω으로 하 을 때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의 값에 따라 지

연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연선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표면실장용 소자(SMD, Surface, Mount Device)의 형태를 가지고 

56 pF 값을 가지는 축전기와 150 nH의 값을 가지는 인덕터를 사용하여 각 

탭당 지연시간이 약 2.9 ns인 지연선을 제작하 다. 검출기 전체 지연시

간은 약 180 ns이며, 지연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50 Ω이다. 그림 8.8.4는 

제작한 지연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음극띠 하부에 위치한다. 그림 8.8.5에

서는 제작한 지연선에 의하여 지연되는 신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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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3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선택(Zo=50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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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4 제작한 지연선(C=56pF, L=150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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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5 지연선에 의한 신호의 시간 지연

지연선의 특성 임피던스가 50 Ω이므로 신호의 입력부 즉, 전치증폭기

의 입력 임피던스 역시 50 Ω으로 조정해야 된다. 이 임피던스의 정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신호의 감쇠가 일어난다. 이 때 반사계수(ρ)는 다

음과 같다.

(8.8.10)ρ=
R-Z
R+Z

여기서 Z는 지연선의 특성 임피던스, R은 입력부의 임피던스이다. 그

림 8.8.6은 전치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를 무한대로 하 을 때 반사되는 

파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8.8.7은 전치 증폭기의 임피던스를 으로 

하 을 때 신호의 감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8.8은 임피던스가 50 Ω

으로 정합되었을 경우의 전달되는 파형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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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6 신호의 반사(Zin=∞)

그림 8.8.7 신호의 반사(Zin=0)

그림 8.8.8 신호의 반사(Zin=50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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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사창 및 검출기 상자

(가) 입사창 

검출기의 입사창은 중성자 투과력이 좋고, 산란능이 낮으며, 고압의 

기체를 봉입하여도 구조의 변형이나 기체 누설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여러 재질 가운데 알루미늄 합금(6061)은 중성자 산란능이 낮으며, 고강

도를 가지고 있으며, 가공성이 좋아서 많은 검출기에 사용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검출기의 입사창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하 다. 

검출 면적에 해당하는 곳의 두께는 5 mm로 하 으며 그 외 부분은 10 mm

로 제작하 다. 그림 8.8.9는 알루미늄 두께에 따른 열중성자의 투과 및 

흡수를 보여준다.

그림 8.8.9 알루미늄에서의 중성자 산란 및 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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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 두께가 5mm일 경우에 95% 이

상의 열중성자가 투과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8.10은 제작한 검출기 입

사창의 도면을 보여준다.

(나) 검출기 상자

검출기 상자는 검출 전극을 보호하면서 검출기체를 봉입하여 누설이 

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검출기 상자는 알루미늄 합금(6061)을 사용

하여 제작하 으며, 검출기체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O-ring을 사용하

다. 고전압의 공급을 위하여 후버와 셔너사의 진공 봉형 SHV(22 

SHV-50-0-3)를 검출기 위측에 부착하 다. 음극띠에서 발생한 신호를 전

치 증폭기로 입력시키기 위하여 진공 봉형 BNC(22 BNC-50-0-24)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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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부착하 다. 검출기체의 충진 및 배기를 위하여 스웨지록사의 퀵 커넥

터(QC4-B-2MSIS)를 두 개 사용하 다. 그림 8.8.11은 제작한 검출기 상자

의 도면을 보여준다.

그림 8.8.10 검출기 입사창 도면

그림 8.8.11 검출기 상자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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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출기의 결합

본 연구에서 제작된 1차원 위치 민감형 중성자 검출기는 위로부터 검

출기 상자의 덮개이면서 입사창, 양극선 면, 음극띠 면 등으로 구성된다. 

입사창과 양극선 면 사이의 거리는 9.6 mm이고, 양극선 면과 음극띠 면 

사이의 거리는 6.4 mm이다. 그림 8.8.12는 본 연구에서 제작된 검출기의 

내부 결합도를 보여준다. 검출기 내의 유기기체인 잔류 기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순도 헬륨을 충진시킨 후 오일 확산 펌프를 이용하여 배기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 다. 이 때 최소 압력은 5×10
-7
 torr 정도가 되도

록 하 다. 검출기용 기체는 4기압의 
3
He과 2기압의 CF4를 혼합하여 충진

하 다. 그림 8.8.13은 제작한 검출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3) 신호처리 장치

(가) 고속 전류 민감형 전치 증폭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시간 정보가 중요한 경우 고속의 전치증폭기가 요

구된다. 전치 증폭기는 전하, 전압, 전류 민감형이 있으며 고속의 시간특

성이 요구되는 실험에서는 전류 민감형 전치 증폭기가 요구된다. 제작한 

전치 증폭기의 입력단에는 5 GHz의 변환 주파수 대역을 가진 BFR93 

(Philips) 트랜지스터를 사용하 고, 출력단에는 300 MHz 대역을 가진 

SL560 (GEC Plessey) 저잡음 증폭기를 사용하여 고속의 신호 특성을 유지

하도록 하 다. 증폭기 입력단 및 출력단은 50 Ω 임피던스를 유지하여 

지연선 및 CFD(Constant Fraction Discriminator)와 임피던스 정합을 이

루도록 하 다. 그림 8.8.14에서는 제작한 전치 증폭기의 회로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각각의 노드에 증폭기 동작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전압 특성을 

표시하고 있다. 고전압이 인가된 양극선과 음극띠 사이의 거리에 따라 음

극띠에 형성된 신호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검출기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전치 증폭기의 이득을 조종하기 쉽도록 하 다. 양극선과 음극선의 거리

가 5 mm 이내인 경우에는 SL560을 하나만 사용하도록 하 으며 이는 X-선 

검출기와 같이 양극과 음극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5 mm 이내)에 사

용토록 하 고, 본 연구에서 제작한 검출기와 같이 양극선과 음극선의 거

리가 10 mm 정도일 때는 SL560을 두 개 사용하여 신호 증폭도를 높이도록 

하 다. SL560을 하나를 사용하 을 경우에는 잡음 신호의 크기가 5 mV 

내외이었고, 두 개를 사용하 을 때는 잡음이 약 20 mV 내외이었다. 전원

은 12 볼트 단일 전원을 사용하여 전원 공급을 간편하도록 하 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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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작한 전치 증폭기가 고속의 신

호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8.12 PSND120 검출기의 내부도

그림 8.8.13 제작한 검출기(PSND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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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14 전치 증폭기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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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치 정보 획득 장치

지연 시간 측정법은 지연선의 한쪽 단자를 단락시켜(OFF) 반사되어 되

돌아오는 신호와 원신호와의 시간차로부터 위치를 결정하는 반사 신호 측

정법과 지연선 양단으로 분할되어 도착하는 신호 가운데 한쪽 단자의 신

호를 인위적으로 다시 지연선의 총 지연 시간만큼 지연시켜 출력되는 신

호와의 시간차로부터 위치를 결정하는 지연 시간 측정법이 있다. 이와 같

은 방법들은 근본적으로 지연선 자체의 총 지연 시간이 불감 시간(dead 

time)이 된다. 따라서 검출기 자체의 계수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연 시

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입사위치의 결정 방

법으로 지연 시간 측정법을 이용하 다. 그림 8.8.16은 검출기로 입사한 

중성자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구성한 신호처리 장치의 개략도이다.

그림 8.8.15 전치 증폭기의

            응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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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16 위치 판독 시스템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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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로부터 생성된 전류 신호는 지연선 양단에서 지연선과 임피던스

가 정합된 저잡음의 전류 민감형 전치 증폭기를 통하여 출력된다. 그리고 

이 신호는 CFD(Constant Fraction Discriminator)로 입력된다. CFD는 응

답 특성이 좋고 고속의 계수(100MHz)가 가능한 Phillips scientific의 모

델 715를 사용하 다. CFD는 외부에서 정할 수 있는 일정한 지연 시간(16 

ns)을 거쳐 CFD에 내장된 ZCD(Zero Cross Discriminator)로 입력된다. 

ZCD는 지연 시간을 거쳐서 생성되는 신호(bipolar)가 기준 전압

(Discrimination level)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신호와 잡음을 구

별하기 위하여 기준 전압 이상의 신호를 선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

이 시간 정보를 가진 CFD의 출력신호는 임피던스가 50 Ω이고 신호의 폭

이 10 ns 내외인 고속 NIM 신호 형태를 가진다.

CFD에서 출력된 신호는 Hecus사의 TDC(Time to Digital Converter, 

Model NX3)의 start단자와 stop단자에 입력된다. 이때 위치 출력의 기준

점을 보정하기 위하여 TDC의 stop 입력단에 연결되는 신호는 Canberra사

의 Logic delay(Model 2055)를 이용하여 지연선의 총 지연시간 만큼 지연

되도록 하 다.

(다) CFD 지연 시간의 결정

지연선을 이용한 중성자의 위치 정보의 획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펄스가 입력된 정확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판별기

(discriminator)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 즉, ON, OFF로 변경을 시켜 TAC 

또는 TDC로 시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일반적인 판별기는 기준전압

(threshold) 이상으로 입력되는 신호가 입력되면 디지털 신호를 발생시킨

다. 그러나, 지연선의 특성상 신호가 생성되는 위치에 따라 신호의 상승

시간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기준전압만으로는 위치 오차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신호의 상승시간에 무관하게 일정한 위치에서 디지털 신호

를 발생시킬 필요성이 있다. CFD는 입력되는 신호를 지연시켜 신호의 상

승시간 및 신호의 크기에 관계없이 -에서 +로 변하는 그 시점에서 디지털 

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림 8.8.17은 CFD의 동작 원리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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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17 CFD의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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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에서 중요한 인자는 CFD 지연시간이다. 지연 시간을 전치 증폭기 

출력특성과 같이 맞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CFD의 지연 시간은 전치 증

폭기의 출력 신호의 상승 시간과 관계가 있다. 그림 8.8.18일 때와 같이 

CFD의 지연 시간을 16 ns로 설정하 을 때 가장 좋은 출력을 얻을 수 있

으므로 CFD의 지연시간은 16 ns로 설정하 다.

그림 8.8.18 CFD 출력신호(delay time: 16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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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의 판별 전압은 중성자에 의한 신호와 감마선 또는 잡음에 의한 신

호를 구분하는 기준 전압이다. 따라서 감마선의 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중성자로 인하여 생성되는 신호를 최대 계수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전치 증폭기의 RMS 잡음이 25 mV 이하이

고, 검출기체인 
3
He와 CF4가 감마선에 검출 확률은 중성자 검출 확률에 비

하여 10-7배 정도이므로 감마선에 의한 향을 무시하여 CFD 판별 전압을 

-30 mV로 설정하 다. 

다.PSD의 성능 및 특징

(1) 기체 증폭 특성 및 계수 특성

제작한 검출기가 비례 역에서 동작하므로 계수 특성을 조사하여 적

절한 동작 전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검출기의 적정한 

동작 전압은 인가 전압에 따른 계수율의 변화를 측정하여 계수율이 일정

한 위치로 결정된다. 그림 8.8.19는 PSND120 검출기를 이용하여 전방향 

산란 특성이 있는 Plexiglass에서 산란된 중성자를 이용하여 인가 전압에 

따른 계수율의 변화량을 측정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된 

계수율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인가 전압이 요구되지만, 고전압 발생 

장치의 한계(<5,000V) 및 방전에 의한 검출기의 파손 위험성을 고려하여 

4,750V 이상은 인가하지 않았다.

그림 8.8.19 인가 전압의 변화에 따른 계수율의 변화(PSND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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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분해능
3He와 중성자의 상호작용 후 생성되는 573 keV 에너지를 갖는 양성자

(p)와 191 keV 에너지를 갖는 삼중수소(t)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서

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며 궤적을 따라서 기체를 이온화시킨다. 이들에 

의하여 발생된 이온화 중심점은 양성자 이동거리의 약 0.35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온화 중심점은 직경이 양성자 이동거리의 0.7이 되는 구의 형태

를 취함을 알 수 있다. 위치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성자 저지능이 

높은 기체를 사용하며 현재 C3H8, CF4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의 저지능을 높이기 위하여 2기압의 CF4를 사용하 다. 

이 때 573keV 양성자의 이동거리는 2 mm 이하이다. 그림 3.8.8.20은 

PSND120을 이용하여 거리가 1 cm 떨어진 폭 1 mm인 슬릿을 검출기 입구에 

설치한 후 측정한 위치 분해능 함수를 보여준다. 이 때 검출기의 반치폭

(FWHM)은 1.9 mm로 측정되었다. 검출기의 고유 위치 분해능은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

( )
2
 = ( )

2
 + ( )

2

따라서 검출기의 고유 위치 분해능은 약 1.6mm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8.20 PSND120 검출기의 위치 분해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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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수 균일성 및 위치 선형성

입사 위치 선형성은 제작한 검출기의 중성자가 입사한 위치를 결정하

는데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선형성은 위치의 정확도를 나

타내는 것으로 실제 중성자가 입사한 위치와 검출기를 통하여 측정된 위

치의 변위에 대한 절대위치 오차를 검출기의 총길이에 대해서 규격화한 

적분형 비선형성과 중성자 위치 검출기 및 신호처리회로의 일양성 정도를 

나타내는 미분형 비선형성이 있다. 그림 8.8.21은 PSND120 검출기의 음극

띠에 테스트 신호를 주입하면서 검출된 위치를 측정한 것이다. 이 때 적

분형 비선형성은 약 0.3%로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8.21 PSND120 검출기의 위치 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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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22는 PSND120을 이용하여 검출기 교정용으로 사용되는 플렉

시 라스(plexiglass)에 의해 산란된 중성자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동작 

전압 변화에 따른 전 검출 역에서 계수값의 균일성을 보여준다. 이 때 

미분형 동작 전압이 4,700V 일 때 비선형성 값은 3.67%로 나타났다. 

그림 8.8.22 PSND120 검출기의 계수 균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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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23은 검출기 동작 전압의 변화에 따른 계수 균일성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동작 전압이 증가할수록 계수 균일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그림 8.8.23 인가전압의 변화에 따른 계수 균일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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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SD를 이용한 중성자 회절상 획득 및 평가

제작한 위치 민감형 중성자 검출기를 이용하여 실제 적용 타당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중성자 회절 실험에 시험적으로 적용하 다. 측정 시료는 

회절 장치 교정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니켈 분말을 사용하 다. 사용 중성

자는 1.8348Å의 파장을 가지며, 시료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40cm로 하

여 약 17°정도의 중성자 회절 분포를 측정토록 하 다. 기본적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카드늄 판을 이용하여 중성자를 차폐하도록 하 다.

그림 8.8.24는 HRPD로 측정한 니켈 분말의 중성자 회절상([111], 

[200], [220])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8.8.25는 PSND120 검출기를 이용

하여 여러 각도에서 측정한 회절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8.25에서 보

여준 각각의 데이터는 시료를 중심으로 검출기를 각각 10도씩 이동하며 

측정하 다.

그림 8.8.24 HRPD 검출기로 얻은 니켈 분말의 중성자 회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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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25 PSND120 검출기를 이용하여 얻은 니켈 분말의 중성자 회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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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1에서는 HRPD로 획득한 중성자 회절상과 본 연구에서 제작한 

중성자 회절상의 특성을 비교하 다. HRPD의 경우에는 검출기 전반에 중

성자 회절각 외에 입사하는 중성자를 차폐하기 위하여 10분(0.17°) 솔러 

조준기(SOLLER collimator)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작한 검출기는 조준

기가 없이 측정하 다. 따라서 측정된 중성자 회절 피크의 폭(peak FWHM)

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특정 피크 [111]을 기준으로 [200], [220] 

피크의 강도를 비교한 결과 HRPD는 각각 0.65내외이나, PSND120 검출기로 

측정한 값은 각각 0.60, 0.80 정도 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

구에서 제작한 검출기로 중성자 회절상 전체를 측정하는 시간은 시료 및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HRPD에 비하여 비슷한 시간이 요구될 수도 있으

나, 중성자 잔류응력 실험과 같은 특정한 피크의 위치의 변동이나 강도 

변화를 조사하는 실험에서는 짧은 시간에 많은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eak/Background 비율이 제작한 검출기가 낮은 

것은 검출기를 충분히 차폐하지 않고 임시로 간략 차폐 상태로 측정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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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1 HRPD와 제작한 검출기로 얻은 니켈 분말 중성자 회절상 비교

Items HRPD PSND120

Collimator Yes(SOLLER 10') No

Detection time 0.05
o
step/9sec frame/200sec

Peak total counts

peak counts portion

 [111]: 58361/1.00

 [200]: 37902/0.65

 [220]: 38062/0.65

peak counts portion

 [111]: 122766/1.00

 [200]:  73551/0.60

 [220]:  98153/0.80

Peak counts/

background counts
∼50 ∼11

Peak FWHM

 [111]: 0.35°

 [200]: 0.35°

 [220]: 0.55°

[111]:42chn(∼0.87°)

[200]:42chn(∼0.87°)

[220]:42chn(∼0.87°)

제작한 검출기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출기 차폐체를 제작하

다. 검출기 차폐체는 검출기 주위에 10B이 함유된 폴리에틸렌 블록을 이용

하여 제작되었으며 그 두께는 약 20 cm 내외가 되로록 하 다. 그림 

8.8.26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차폐체를 보여준다.

그림 8.8.26. 검출기 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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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27 Neutron diffraction patterns of 

Fe(Detector position : 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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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차폐체를 차폐체를 이용하여 잔류 응력 측정과 같은 실험에 응

용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검출기와 시료 사이의 거리는 120cm로 

유지하 으며 검출기의 위치는 HRPD에 설치된 시료대의 인코더(encoder)

값을 읽어서 기준으로 하 다. 그림 8.8.27은  3mm의 직경을 가지는 철를 

이용하여 중성자 회절 피크를 측정한 것이다. 그림 8.8.27에서 1 channel

이 0.01°에 해당되며 피크와 백그라운드의 비는 60배 이상으로 아주 우

수하 다. 피크의 폭(FWHM)은 약 0.52°이다.

검출기 특성 평가 및 잔류 응력 측정에 관한 내용은 위탁과제 보고서

(KAERI/CM-355/99)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라.향후 계획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치 민감형 중성자 검출기를 이용하여 중성자 회

절 장치, 잔류응력 측정장치, 소각산란 분광장치 등에 직접 응용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검출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된 검출기 제작의 재

현성을 확보하고 보다 폭넓은 경험을 위하여 동일한 검출기를 제작하여 

그 특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1차원 위치 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개발을 바

탕으로 2차원 위치 민감형 중성자 검출 장치를 개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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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중성자 분광기술 개발

1.고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에 의한 정량 상분석 기술

회절에 의한 정량 상분석(Quantitative phase analysis)은 혼합물 중

의 어떤 상의 회절무늬 강도가 그 상의 농도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의 농도와 그 상의 회절선의 강도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직선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회절강도는 혼합물

의 흡수 계수에 크게 의존하며, 그 흡수 계수 자체가 농도에 따라 달라지

기 때문이다. 회절강도와 농도와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분말 시편에서 

회절된 회절선의 강도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I iα=
K iα X iα

μm  (9.1.1)

Xα = α상의 중량 분율

μm = 선형 흡수 계수

Kiα = 설정된 회절 조건하에서 주어진 결정구조 α의 회절선 i 에 

대한 상수

이 상수를 정확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K iα=
I0 λ

3
e
4

32π r m
2
e c
4
M

2V
2
α

|F iα|
2 ( 1+cos

2
2θ

sin
2
θcosθ ) (9.1.2)

여기서, Kiα는 두 개의 인자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항 k는 실험 조

건에 의존하고 각도와 시료 효과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k= { (
I 0λ

3

32πr )( e
4

2m
2
e c
4 )} (9.1.3)

두 번째 항 Rhkl은 결정구조와 특정한 면의 회절에 의존하며 아래와 같

다.

Rhkl=
M

V
2 |F|

2(
1+ cos

2
2θcos

2
2θm

sin
2
θcosθ

e
-2m)

hkl
 (9.1.4)

여기서 2θm은 단색화 결정(Monochromator)의 회절 각이다. 이제 식 

(9.1.1)을 식(9.1.5)에서 2항과 3항으로 적을 수 있다.

Ihkl=k(
1
2μ
)Rhkl (9.1.5)

혼합물에서, 상으로부터 hkl 반사 강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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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α,hkl=Cαk(
1
2μ
)R α,hkl (9.1.6)

여기서, Cα는 α상의 부피 분율, 그 혼합물의 μm은 선형 흡수계수이

다. 중량 분율 측면에서, 식 (9.1.6)을 다시 쓰면,

I α,hkl=
Wα

ρα
k(

ρm
2μm

)R α,hkl (9.1.7)

Rietveld 정련법에서, 최소 자승법에 의해 최소가 된 잔여 값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ωi|y i(o)-yi(c) |
2 (9.1.8)

여기서, ωi = 1/yi(o) ; 가중치

yi(o) = i번째 스텝의 측정강도

yi(c) = i번째 스텝의 계산강도

따라서, 주어진 회절면에 대해서 보다 주어진 2θ 스텝의 강도를 고려

하는 것이 Rietveld 정량 분석에서는 더욱 적합하다. 주어진 스텝에서의 

강도(즉, 계산된 강도)는 회절 음 과 이웃하는 모든 Bragg 회절에 대한 

기여도를 더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y ic = S∑
K
pkLk|Fk|

2
G(△θ iK)Pk+y ib (9.1.9)

여기서 S는 비례 계수, k번째 Bragg 회절에 대한 Lk는 로렌츠 편광 인

자, Fk는 구조 인자, pk는 다중도 인자, Pk는 우선 방위 인자, θk 는 K번

째 반사에 대한 Bragg 각, G(Δθik)는 반사 곡형 함수이고, yib는 회절 

음 이다.[9-1] Rietveld 비례 계수, S,는 식 (9.1.1)의 모든 상수항을 

포함하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
K

V
2
μ  (9.1.10)

여기서 V는 단위포 부피, μ는 시료의 선형 흡수계수이다. 다상 혼합

물의 경우, 식 (9.1.10)은 혼합물에서 p개상을 모두 더함으로써 다시 쓸 

수 있다[9-2].

y ic = yib+∑
p
Sp∑

k
JkpLkp|Fkp|

2 G ikp (9.1.11)

각상에 대한 비례 계수를 다시 쓸 수 있다. 

Sα=
CαK

V
2
α μm  (9.1.12)

여기서 혼합물에서 Cα는 α상의 부피 분율이고 μm은 선형 흡수계수이

다. 식 (9.1.12)를 혼합물의 중량 분율과 중량 흡수율 인자로 다시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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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α=
WαK

ραV
2
α μ
*  (9.1.13)

여기서, μ*는 시료의 중량 흡수계수, Wα는 α상의 중량 분율이고 ρ

α와 Vα는 각각 α상의 도와 단위포 부피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단위

포 부피는 Bish와 Howard[9-3]에 의해 정립된 phase specific parameter

로써 변수로 넣을 수 있다. 따라서, 다중상 혼합물의 Rietveld 분석법에

서, 비례 계수는 원하는 중량비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K값과 시료의 

중량 흡수계수를 미지 시료에 대해 분석한 경우 중량 분율의 합을 일정한 

값으로 구속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상이 

혼합된 경우,

Wi,α=
W α

W α+W β  (9.1.14)

식 (9.1.14)를 Rietveld 분석법에서 결정할 수 있는 비례 계수 정보의 

측면에서 α상의 중량 분율에 대한 표현을 얻기 위해 α상과 β상의 중량 

분율에 대해서 풀 수 있다. 

 Wα=
Sα ραV

2
α

S α ραV
2
α+Sβ ρ βV

2
β
 (9.1.15)

일반적으로, n개의 상을 가진 혼합물에서 i번째 항의 중량 분율을 다

음에서 얻을 수 있다.

Wi=
S i ρ iV

2
i

∑
j
S j ρ jV

2
j  (9.1.16)

이 방법은 분석에 앞서 측정한 상대 강도비인 Chung의 단열 원리

[9-4,9-5,9-6]와 완전히 똑같다. 모든 강도값을 절대 비례로 두기 위해 

측정한 상대 강도비 대신에, Rietveld 정련법은 절대 강도를 계산한다.

정성 분석의 두번째 방법은 미지 혼합물에 첨가된 내부 표준시료 결정

의 중량 분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내부 표준시료는 순수한 형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성장이 잘 된 것으로 한다. Bish와 Howard[9-7]는 

Si을 표준시료로 하 으나, Corundum을 선호한다. 만일 Wα를 안다면, 부

가 변수(C)는 내부 표준시료로부터 평가할 수 있다.

C=
SαραV

2
α

Wα
 = 

K

μ
* (9.1.17)

시료에서 다른 상에 대한 중량 분율을 결정하는데 이 변수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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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를 들어, s 상의 중량 분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Wβ=
SβρβV

2
β

C  (9.1.18)

Sβ는 정련한 변수, 혼합물에서 ρβ와 β의 단위포 상수를 계산할 수 

있고, C를 내부 시료와 식 (9.1.17)을 이용하여 결정함으로써 β상의 중

량 분율, Wβ,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이 두번째 방법은 첫번째 방법처럼 

중량 분율의 합을 구속하지 않고 Chung의 matrix-flushing 법과 같이 정

량 분석을 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내부 표준법과 유사하다. 임의의 비정질 

항을 가진 총 분율 또한 만일 비정질 곡형이 Rietveld 회절 음  다항식

과 일치한다면 이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질 항의 중량 분율의 합

과 1.0사이의 차(差)가 비정질 항의 총 중량 분율이다.

가. Ni, Si, Al2O3 혼합 시료 이용 정량 상분석 시험

HRPD는 국내 유일의 중성자 분말회절 장치로서 X-선 분말회절과 상호 

보완적으로 물질 구조 해석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분말회절에 

의해서는 단일상에 대한 구조해석뿐만 아니라, 여러개의 상이 혼재하는 

다중상 시료에 대해서도 각 상의 구조해석과 더불어 그 상대적인 혼합비

율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i, Si 및 Al2O3 표준시료를 각기 다

른 무게비로 혼합한 후 중성자 분말 회절상을 측정하여 Rietveld법에 의

해 분석함으로써 HRPD의 정량분석 능력 검증을 시도하 다. 본 시험은 두 

차례로 나누어 수행하 는데 1차에는 비교적 비주류 상의 양이 많은 경우

에(무게비 10% 및 5%) 대하여 분석한 후, 2차에는 좀 더 적은 경우(무게

비 3% 및 1%)에 대하여 시도하 다.

(1) 제1차 시험 

(가) 시료 준비 및 측정

표준시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Al2O3, Ni 및 Si을 정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각각 다른 무게비를 갖도록 6종류의 시료을 혼합하 다. 혼합되

어진 각 시료들의 무게와 무게비 분율는 아래의 표 9.1.1에 요약하 다.

각각의 시료들의 중성자 회절상 측정은 단색화결정 Ge(331)을 사용하

여 중성자 빔 파장 1.8339Å로 상온에서 측정하 다. 5o간격으로 설치된 

32개 검출기를 0.05
o 간격으로 측정되도록 하여 회절각의 측정범위는 0∼

160
o
에서 이루어 졌다. 각 혼합시료들의 측정시간과 최대 피크 계수값, 

전 역에서의 백그라운드 값들을 표 9.1.2에 정리하여 놓았으며, 여섯 

시료의 평균 백그라운드당 최대 피크 계수비는 4%를 유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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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tveld 정련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리라 기대 하 다.

(나) 자료 분석

측정된 각각의 회절상에 대한 구조분석은 각 회절 피크들을 

Pseudo-voigt 함수로 가정하여 Reitveld 해석코드인 FULLPROF로 해석하

다. 20∼140
o 
이내에 있는 반사면에 대해 회절분석을 수행하 으나, 시료 

F에 대하여는 80o 근처에 시료 캔에 의한 불순물 피크가 조사되어 79∼81o

를 제외하고 분석하 다. 척도인자, 백그라운드, 격자상수, 원자위치, 등

방성 온도인자, 반치폭 변수, 비대칭인자등을 정 화하 고, 다상분석에 

1차로 첫 번째 상에 대해 정 화 한후 2차 또는 3차 상에 대한 정보를 추

가로 입력하여 동시에 정 화 함으로써 각 시료들의 혼합상 분석을 수행

하여 무게비 함량을 조사하 다.

각 시료들의 최종 Reitveld 해석결과로부터 표 9.1.3에는 격자상수를, 

표9.1.4에는 원자위치 및 점유도, 온도인자등을 비교 정리하여 놓았다. 

또한 표 9.1.5에는 각 시료에서의 해석 신뢰도 인자와 무게비 분율을 나

타내었다. 각 회절상에 대한 구조해석 신뢰도는 Rwp≈9.77∼13.5%, 

goodness of fit(χ2)는 1.45∼2.35%를 보여주고 있어 좋은 해석결과를 

얻어 내었다. 시료-A에 대한 측정된 회절상 및 Rietveld 해석 결과를 그

림 9.1.1에 수록하 다.

(다) 결   론

표 9.1.1은 각 혼합시료들의 직접 계측한 무게비를, 표 9.1.5는 HRPD

를 이용하여 측정한 회절상을 Rietveld 방법을 사용하여 구조분석의 결과

로써 얻어진 무게 분율비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오차를 보이는 Ni 상

(1.0%)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에서 평균 0.4%의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어 

HRPD를 이용하여 혼합시료의 정량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충분한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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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혼합되어진 시료들의 무게와 무게비 분율

sample Al2O3 Si Ni Total

A
Weight(g) 3.1913 0.4136 0.4048 4.0097

wt% 79.59 10.31 10.10 100

B
Weight(g) 3.5925 0.2014 0.2036 3.9975

wt% 89.87 5.04 5.09 100

C
Weight(g) 0.9770 1.0138 7.9215 9.9123

wt% 9.86 10.23 79.91 100

D
Weight(g) 0.5010 0.5018 8.9075 9.9103

wt% 5.06 5.06 89.88 100

E
Weight(g) 0.5034 4.0742 0.5058 5.0834

wt% 9.90 80.15 9.95 100

F
Weight(g) 0.2509 4.4994 0.2582 5.0085

wt% 5.01 89.83 5.16 100

표 9.1.2. 혼합시료들의 측정시간 및 백그라운드 분포

sample 
측정시간

(hrs) 

최대 피크 

계수
백그라운드

BKG/peak 

height

A 3 13,000 350 3%

B 2 9,500 250 3%

C 0.8 10,000 150 2%

D 1 14,000 250 2%

E 6.5 11,000 700 6%

F 7 7,000 6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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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3. 결정 격자상수

혼합

시료
상 공간군

격 자 상 수

a b c

A

Al2O3 R-3C 4.758651 4.758651 12.991055

Si FD3M 5.429911

Ni Fm3m 3.524185

B

Al2O3 R-3C 4.758238 4.758238 12.989784

Si FD3M 5.429302

Ni Fm3m 3.523794

C

Al2O3 R-3C 4.758674 4.758674 12.991701

Si FD3M 5.429872

Ni Fm3m 3.523912

D

Al2O3 R-3C 4.759619 4.759619 12.994793

Si FD3M 5.430639

Ni Fm3m 3.525087

E

Al2O3 R-3C 4.758327 4.758327 12.990586

Si FD3M 5.429888

Ni Fm3m 3.524098

F

Al2O3 R-3C 4.758117 4.758117 12.991349

Si FD3M 5.429728

Ni Fm3m 3.5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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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4. 원자위치, 점유도, 온도인자

혼합

시료 
원자

원자위치 온도인

자
점유도

a b c

A

Al 0.0000 0.0000 0.35234 0.23967 0.3333

O 0.30653 0.0000 0.25000 0.25929 0.5000

Si 0.12500 0.12500 0.12500 0.77150 0.04167

Ni 0.00000 0.00000 0.00000 0.40521 0.02083

B

Al 0.0000 0.0000 0.35227 0.09931 0.3333

O 0.30653 0.0000 0.25000 0.16285 0.5000

Si 0.12500 0.12500 0.12500 0.97780 0.04167

Ni 0.00000 0.00000 0.00000 0.40785 0.02083

C

Al 0.0000 0.0000 0.35223 0.35458 0.3333

O 0.30518 0.0000 0.25000 0.15649 0.5000

Si 0.12500 0.12500 0.12500 0.60086 0.04167

Ni 0.00000 0.00000 0.00000 0.37703 0.02083

D

Al 0.0000 0.0000 0.35033 0.84599 0.3333

O 0.30923 0.0000 0.25000 0.36022 0.5000

Si 0.12500 0.12500 0.12500 0.66652 0.04167

Ni 0.00000 0.00000 0.00000 0.34037 0.02083

E

Al 0.0000 0.0000 0.35174 0.35676 0.3333

O 0.30683 0.0000 0.25000 0.32243 0.5000

Si 0.12500 0.12500 0.12500 0.62505 0.04167

Ni 0.00000 0.00000 0.00000 0.39492 0.02083

F

Al 0.0000 0.0000 0.35072 0.27567 0.3333

O 0.30641 0.0000 0.25000 0.25411 0.5000

Si 0.12500 0.12500 0.12500 0.60813 0.04167

Ni 0.00000 0.00000 0.00000 0.75195 0.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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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5. 최종 신뢰도와 무게비 분율

혼합

시료
상(phase) wt (%) RBragg (%) Rwp (%) χ

2 
(%)

A

1 (Al2O3) 79.20 2.388

10.4 2.032 (Si) 10.67 4.379

3 (Ni) 10.14 2.463

B

1 89.85 2.917

12.3 1.922 4.99 4.648

3 5.17 1.861

C

1 9.73 9.101

11.1 1.452 10.50 6.989

3 79.77 0.418

D

1 5.55 12.24

9.77 1.512 5.20 12.15

3 89.24 0.78

E

1 9.78 5.216

9.99 2.352 80.39 1.859

3 9.83 1.478

F

1 4.56 11.70

13.5 2.192 89.21 1.651

3 6.23 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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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1. Sample-A에 대한 측정 회절상 및 Rietveld refinemen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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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2O3+SI+Ni(asn-a) KAERI Neutron data ---

(2) 제2차 시험

HRPD 정량분석 능력 검증을 위한 1차 시험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음

에 따라 보다 더 적은 무게비를 가진 6종료의 혼합시료를 가지고 HRPD의 

정량분석 능력 검증을 시도 하 다.

(가) 시료준비 및 측정

Al2O3, Si, Ni의 세 종류의 시료들을 0.1mg까지 계측 가능한 정  전

자저울을 사용하여, 표 9.1.6과 같이 한 상의 최소 무게비가 대략 1wt%(1

차 시도는 5wt%)의 소량까지 되게 하고, 각 혼합시료의 전체 무게는 대략 

4g, 5g, 10g(1차 시도때와 동일)이 되도록 혼합하여 6종류의 시료를 준비

하 다.

각각의 시료들의 중성자 회절상 측정은 1차 시도와 같은 조건에서 측

정하 으며, 각 혼합시료들의 측정시간과 최대 피크 계수값, 전 역에서 

백그라운드 값들을 표 9.1.7에 정리하여 놓았다. 최대 피크 계수는 모든 

혼합시료에서 10,000 카운트 이상이었으며, 평균 백그라운드당 최대 피크 

계수비는 2%를 넘지 않았다.

(나) 자료 분석

구조 분석은 1차 시험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수행하 다. 혼합시료 I와 

J에 대해서는 80
o
 근처에 불순 피크가 발견되어 78∼82

o
를 제외하고 해석

하 다. 시료 J와 L의 정 화 과정에서 Al2O3와 Ni상(혼합시료 J)과 Al2O3

와 Si상(혼합시료 L)들의 장치상수(U, V, W)의 값들이 비 이상적인 값을 

가지거나 Reitveld 계산이 되지 않아 이들 두 개의 시료에 대해서는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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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W, asymmetry parameter, profile shape parameter들을 세 개의 상들

에 대해 모두 동일한 구속조건을 주어 동시에 정 화를 수행하 다. 또

한, 위의 두 시료에 대해 Al2O3상에서 Al원자의 매우 큰 온도인자값으로 

인해 Al과 O를 같은 구속조건을 주어 함께 묶어 정 화 하 고, 시료 L에 

있어서는 O 원자가 변이가 심해(0.4Å) 최종 정 화까지 고정하여 수행하

다.

각 시료들의 최종 Reitveld 해석결과로부터 표 9.1.8에는 격자상수들

을, 표 9.1.9는 최종 원자위치 및 점유도, 온도인자등을 비교 정리하여 

놓았다. 또한, 표 9.1.10에는 각 시료에서의 해석 신뢰도 인자와 무게비 

분율을 나타내었다. 각 회절상에 대한 구조해석 신뢰도는 Rwp≈11.3∼

13.4%, goodness of fit(χ2)는 1.98∼4.62%, RBragg≈0.93∼51.77%의 최종

값들을 얻어내었다. 시료-G에 대한 측정된 회절상 및 Rietveld 해석 결과

를 그림 9.1.2에 수록하 다.

Reitveld 해석결과의 회절피크에서 알 수 있듯이 Al2O3와 Si의 회절상

의 경우 매우 작은 무게비(≈1wt%)를 갖고 혼합된 시료들의 회절피크들의 

위치 구분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 하 다. 이는 산란길이가 비교적 작은 

몇몇 상들에 대한 매우 큰 RBragg값과, Al, O, Si원자들의 큰 온도인자를 

나타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 으며, 특히 L의 혼합상에 대하여는 산소

원자의 위치를 명확히 찾지를 못하 다. 혼합시료 J의 높은 χ2값(4.62%)

은 80o부근의 불순 피크로 인한 부근 역의 삭제, 전체 상들에 대한 장

치상수의 동일구속, Al2O3의 큰 온도인자의 향으로 기인되었다. 

전체적으로 혼합시료로 선택되어진 세 개의 상에 대하여 다량의 

Al2O3(＞90wt%)가 함유된 시료에 대해서는 나머지 두 개의 상이 작은 무게

비를 갖는 다고 할지라도 비교적 작은 오차범위내에 정량분석이 이루어 

졌으며(시료 G, H), Si이 가장 많은 무게비를 갖는 시료들(I, J)에 대한 

정량분석은 비교적 큰 오차범위를 가지고 있어 신뢰할 수 없게 하 다. 

가장 많은 무게비를 갖는 상이 Ni인 경우는 오히려 다른 두 개의 상이 더 

적은 무게비를 갖는 L의 시료에서 좋은 정량분석의 결과가 보여 지었다. 

그러나, 시료 L의 정 화 과정에서 지적된 일련의 문제점들과 큰 RBragg값

을 종합하여 보면 오차범위의 우연성에 기인된것이라 예상된다.

(다) 결론

가장 적은 상에 대한 무게비가 5wt%를 갖는 1차 시험에서의 HRPD 정량

분석의 능력은 충분한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2차 시험에서 3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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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무게비를 갖는 혼합시료의 정량분석은 충분한 신뢰성과 규칙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2차 시험에서의 결과로부터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중성자 산란길이가 다른 각각의 상들을 어떤 무게

비로 혼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1wt%까지의 무게비도 적은 오차범위내에서 

정량분석이 이루질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9.1.6. 혼합되어진 시료들의 무게와 무게비 분율

sample Al2O3 Si Ni Total

G
Weight(g) 3.7548 0.1245 0.1203 3.9996

wt% 93.88  3.11  3.01 100

H
Weight(g) 3.9190 0.0414 0.0440 4.0044

wt% 97.87 1.03 1.10 100

I
Weight(g) 0.1546 0.1485 4.6584 4.9615

wt% 3.12  2.99 93.89 100

J
Weight(g) 0.0514 0.0520 4.8967 5.0001

wt% 1.03 1.04 97.93 100

K
Weight(g) 0.3080 9.4003 0.3087 10.0170

wt% 3.08 93.84 3.08 100

L
Weight(g) 0.0995 9.7936 0.0996 9.9927

wt% 0.99 98.01 1.00 100

표 9.1.7. 혼합시료들의 측정시간 및 백그라운드 분포

sample 
측정시간

(hrs) 
최대 피크 계수 백그라운드

BKG/peak 

height

G 2 10,000 140 2%

H 2.4 12,000 140 1%

I 5.7 10,000 260 3%

J 11.5 22,000 500 2%

K 1 12,000 150 1%

L 0.8 11,000 1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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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8. 결정 격자상수

혼합

시료
상 공간군

격 자 상 수

a b c

G

Al2O3 R-3C 4.758839 4.758839 12.991982

Si FD3M 5.430007

Ni Fm3m 3.524289

H

Al2O3 R-3C 4.759023 4.759023 12.991954

Si FD3M 5.431139

Ni Fm3m 3.524123

I

Al2O3 R-3C 4.758250 4.758250 12.991731

Si FD3M 5.430214

Ni Fm3m 3.524005

J

Al2O3 R-3C 4.759398 4.759398 12.992766

Si FD3M 5.429965

Ni Fm3m 3.522981

K

Al2O3 R-3C 4.757755 4.757755 12.991943

Si FD3M 5.427482

Ni Fm3m 3.524698

L

Al2O3 R-3C 4.756402 4.756402 12.993504

Si FD3M 5.428974

Ni Fm3m 3.52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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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9. 원자위치, 점유도, 온도인자

혼합

시료 
원자

원자위치
온도인자 점유도

a b c

G

Al 0.0000 0.0000 0.35222 0.28536 0.3333

O 0.30660 0.0000 0.25000 0.25722 0.5000

Si 0.12500 0.12500 0.12500 1.25979 0.04167

Ni 0.00000 0.00000 0.00000 0.59926 0.02083

H

Al 0.0000 0.0000 0.35206 0.30849 0.3333

O 0.30641 0.0000 0.25000 0.25790 0.5000

Si 0.12500 0.12500 0.12500 1.42533 0.04167

Ni 0.00000 0.00000 0.00000 1.56628 0.02083

I

Al 0.0000 0.0000 0.34851 5.21460 0.3333

O 0.31232 0.0000 0.25000 2.80700 0.5000

Si 0.12500 0.12500 0.12500 0.51947 0.04167

Ni 0.00000 0.00000 0.00000 0.89064 0.02083

J

Al 0.0000 0.0000 0.35629 4.79134 0.3333

O 0.29923 0.0000 0.25000 4.79134 0.5000

Si 0.12500 0.12500 0.12500 0.61755 0.04167

Ni 0.00000 0.00000 0.00000 1.09653 0.02083

K

Al 0.0000 0.0000 0.35442 5.17936 0.3333

O 0.31701 0.0000 0.25000 2.46449 0.5000

Si 0.12500 0.12500 0.12500 0.62657 0.04167

Ni 0.00000 0.00000 0.00000 0.35183 0.02083

L

Al 0.0000 0.0000 0.35668 1.82366 0.3333

O 0.30611 0.0000 0.25000 1.82366 0.5000

Si 0.12500 0.12500 0.12500 1.83047 0.04167

Ni 0.00000 0.00000 0.00000 0.37190 0.0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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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0. 최종 신뢰도와 무게비 분율

혼합

시료
상(phase) wt (%) RBragg (%) Rwp (%) χ

2 
(%)

G 

1 (Al2O3) 94.06 2.63

12.5 1.982 (Si) 2.75 9.39

3 (Ni)  3.19 3.71

H

1 97.62 1.83

13.4 2.442 0.81 36.25

3 1.57 17.67

I

1 7.11 18.17

12.5 2.672 89.11 1.88

3  3.78 7.99

J

1 5.43 35.22

12.1 4.622 93.12 1.53

3  1.45 11.96

K

1 5.37 28.14

11.3 1.672  3.79 16.86

3 90.84 0.95

L

1 1.83 45.62

11.4 1.642 1.38 51.77

3 96.79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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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2. Sample-G에 대한 측정 회절상 및 Rietv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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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2O3+SI+Ni KAERI Neutron data ---

나. IUCr round robin 시료 분석 

본 Round Robin 분석은 분말 회절 데이터 분석 중, 특히 정량 분석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는 실험실용 X-ray, synchrotron X-ray와 중

성자회절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있지만, 그 회절 

결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방법, 예를 들어 FTIR, normative 

analysis 등을 참가자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996년 9∼10월에 IUCr 분말 회절 분과(CPD ; Commission on Powder 

Diffraction)에서 분말 회절상의 다상 정량 분석 Round Robin 시료와 규

약(protocol)의 최종안을 공식 승인하 고, 1997년 6월에 이 과제에 참가

한 사람들에게 시료와 각종 관련 데이터를 배포하 으며, 1998년 1월∼6

월 사이에 분석 결과를 제출하 고, 1999년 8월 스코틀랜드의 Glasgow에

서 열리는 IUCr 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 다.

이번 Round Robin을 실시하는 일반 목적으로는 (1) 최근 사용되고 있

는 Rietveld 정련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고, (2) Rietveld 정련시 사용된 

여러가지 정련 전략(strategy)과 그 범위를 조사하며 (3) Rietveld 분석

으로 얻어진 변수의 정 도와 정확도의 평가, (4) 데이터 수집에 따른 여

러 가지 장치와 방법의 비교 및 대조 등이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하여 정련 시료를 배포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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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Round Robin의 특정 목적으로써 아래에 나타

내고 있는 시료의 특징별 정량 분석시 다상 성분의 정량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순 정량비로 혼합한 시료뿐 만 아니라, 우

선 방위를 가지는 시료, 비정질 상을 포함하는 시료, 미소 흡수 효과를 

나타내는 시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1) 시료 및 측정조건

(가) 시료

IUCr CPD 에서 제공한 시료를 사용하 고, 사용된 시료는 다음과 같

다.

- 단순 혼합 시료 7종

α-Al2O3 + CaF2 + ZnO

- 우선 방위를 가지는 상을 포함한 혼합 시료

α-Al2O3 + CaF2 + ZnO + Mg(OH)2

- 비정질상을 포함한 혼합시료

α-Al2O3 + CaF2 + ZnO + SiO2(amorphous silica)

- 미소흡수효과를 가지는 상을 포함한 혼합시료

α-Al2O3 + Fe3O4 + ZrSiO4

- 합성 Bauxite : 

Gibbsite, Goethite, Boehmite, Hematite, Quartz, Kaolinite, 

Anatase

- 천연 Granodiorite : 

Major Quartz, Feldspar, Albite, Biotite ; 미량성분 

Clinochlore, Hornblende, Zircon

- 의약품(Pharmaceutical system)

Mannitol, Sucrose, DL-Valine, Starch, Nizatidine

(나) 장치 및 데이터 수집 조건 

각 시료들의 중성자 회절상 측정은 HRPD 단색화 결정 Ge (331)면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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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m = 90°로 인출된 중성자 빔 파장 1.8339Å로 상온에서 측정하 다. 

사용된 용기는 직경이 8mm, 길이가 40mm인 원통형 바나듐 시료 용기

(Cylindrical sample holders of Vanadium)를 사용하 으며 회절상은  

5°간격으로 설치된 32개의 
3He 가스봉입형 비례 검출기로 0.05°/step, 

0°∼160°범위에서 회절 강도값(Intensity data)을 얻었다. 각 혼합 시

료들의 평균 백그라운드 대비 최대 피크 계수비(PtB ; Peak to 

Background)는 4%를 유지하고 있어, Rietveld 정련시 자세한 분석이 이루

어지리라 기대하 다. 표 9.1.11에 본 실험의 데이터 수집 조건이다.

표 9.1.11. 데이터 수집 조건

Instruments HRPD(KAERI)

λ(Å) 1.8339

Monochromator Ge(331)

No. of detectors 32

2θmin.(°) 0

2θmax.(°) 160

Δ2θ(°) 0.05

Count time(sec) 100

Max. counts 99000∼400000

Peak-to-background ratio 0.04

(2) 정련 조건 및 정련 전략

사용한 분석법은 Full Pattern Rietveld 법을 사용하 고, Rietveld 

해석 코드인 DBW 3.2S, Versions 8711와 8804[9-5]를 발전시킨 Fullprof 

98 beta windows version(version 0.2 - Mar 98 - LLB JRC)[9-7]으로 해

석하 다.

정련 분석처리 과정시 피크의 폭과 형상을 규정하는 형상함수와 함께 

구조 상수(원자 위치, 온도 인자와 자리 점유도), 비례 계수, 단위포 상

수와 회절 음 상수 등을 초기 구조 모델에 근거한 계산된 회절 패턴이 

관찰값과 가장 잘 조화가 되도록 최소 자승법으로 두 값의 차이가 최소가 

될 때까지 변화시킨다. 계산된 회절상을 얻기 위해 적용한 반사 피크의 

형상 함수로써 Gaussian과 Lorentzian 성분이 섞인 Pseudo-Voigt 함수(pV 

function)를 사용하 고, 회절 음  함수는 Fullprof에서 제공하는 기본

값으로 식(9.1.19)와 같은 5차 다항식을 이용하 으며, 사용자가 규정하

는 회절 음 의 첫 출발점인 BKPOS의 위치를 90°로 하 다. 저각에서는 



- 573 -

10 °∼ 20°그리고, 고각에서는 150°∼ 160°를 제외 역(Excluded 

region)으로 설정하 으며, 사용한 우선 방위모델은 식(9.1.20)에 나타난 

개선된 March모델[9-8]을, 피크에 대한 비대칭 보정(Asymmetry 

correction)에 사용된 수식[9-9]은 식(9.1.21)을 이용하 다. 그리고, 각 

상에 대한 결정학적 정보는 IUCr에서 제공하는 기본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구조 모델을 설정하여 입력 파일(*.pcr file)을 작성하 다. 입력 파일 

작성시 정량 분석에서 반드시 주목할 것은 Fullprof에서는 각상의 중량 

분율을 계산해 주는 ATZ값을 각 상마다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한다. ATZ

값은 식(9.1.2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Background function ;

ybi= ∑
5

m=0
Bm[ (

2θ i
BKPOS

)-1]
m

(9.1.19)

- Advanced March's function : Preferred Orientation function

Ph=G2+(1-G2)( (G1 cosαh) 2+
sin

2
αh

G1 )
-3/2

(9.1.20)

Debye-Scherrer geometry인 경우 아래의 G1 값에 따라, 결정자의 

모양이 평평한 경향이 있는지 바늘처럼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 G1 > 1 : Platey habit (α는 결정자 방향의 수직과 산란 벡터사이 

예각이다)

- G1 = 1 : 우선 방위가 없을 경우

- G1 < 1 : Needle-like habit (α는 파이버 축방향과 산란 벡터사이 

예각이다)

상수 G2 는 우선 방위(texture)가 되어 있지 않은 분율이다.

- Asymmetry function ;

Ah=1+
P1Fa( z)+P2Fb( z)

tanθh
+
P3Fa( z)+P4Fb( z)

tan2θh

,  z=
2θi-2θh-Sshf
FWHM

Sshf includes the zero-point and other shifting terms,

Fa( z) = 2z exp(-z
2
) , Fb( z) = 2(2z

2
-3)Fa (z)

(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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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Z

ATZ =  Z×M.W.×
f
2

t (9.1.22)

여기서,Z : 단위포당의 분자식(Formula unit)의 수,

M.W. : 분자 질량(Molecular weight)

f : site 중첩도를 바꾸는 데 사용하는 상수로써, 주로 화학 

양론상의 경우 1 로 둔다.

t : Brindley 상수로 중성자 회절의 경우, 상들이 흡수를 

일으킬 때 1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정련을 수행함에 있어 정련 전략으로 크게 세가지 방법을 시도하 다. 

그 첫번째 방법은 반치폭(FWHM ; Full Width at Half Maximum)의 

Gaussian 항인 U, V, W 중 W값을 0.2로 두고, 각 원자에 대해 등방성 변

위(온도)상수의 양이온 값으로 0.5(Å2), 음이온에 대해서는 1.0(Å2)의 

값으로 고정하 다. 

그 다음 비례 계수, Zero shift, 회절 음  상수들, 격자 상수, 원자

위치, 장치 변수, 비대칭 상수, 곡형 상수를 정련 후 최종적으로 등방성 

열인자  순으로 정련하 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혼합 시료들은 주로 단

순 혼합한 경우 비슷한 분율로 혼합되어 있는 시료에서는 잘 적용되었지

만, 각 상들이 비슷한 분율로 혼합되어진 경우가 아니면 정련시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강제 종료가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두번째 시도한 방법으로써 반치폭 U, V, W 항을 우리 

HRPD에서 측정한 기본 장치값(U=0.29828, V=-0.37935, W=0.21375)으로 두

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등방성 변위(온도)인자와 원자 위치 등 초기값으

로 고정한 후 비례 계수, Zero shift, 첫번째 회절 음  항(term) 그리

고, 각상의 격자 상수를 변수로 두고, 전 범위에 걸쳐 계산된 값과 측정

된 값을 비교해서 전체적인 일치를 지켜본 다음 전반적인 회절상을 확인

하 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 개별적으로 각상에 대하여 앞서 고정했던 

변수와 나머지 변수들(나머지 회절 음 항(Background term), 형상 인자

(Shape parameter,η), 비대칭 상수 등)을 정련하 다. 이 방법에 의해 

거의 모든 시료를 정련하 다. 특히, 미량 성분이 있는 경우 초기 정련시 

비이상적인 값을 가질 경우에 장치상수(U, V, W)와 비대칭 상수, 곡형 형

상 상수들을 세개의 상들에 대해 모두 동일 구속하여 동시에 정 화 한 

다음 각 상별로 정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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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정련이 안될 경우에는 초기에 비례 계수와 

첫번째 회절 음  항과 점 이동 그리고, 각 상에 대한 격자 상수를 정

련하여 대강의 패턴을 확인했을 때, 미량 성분이거나, 특정한 시료 특성

을 가지는 시료의 경우가 초기 정련시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값으로 수

렴 또는 발산할 경우에 해당 시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혼합성분의 RB값을 

충분히 떨어뜨린 후 정련되지 못한 상을 정련하는 세번째 방법을 사용하

여 정량 분석하 다.

따라서, 변수의 총수는 첫번째와 세번째 방법인 경우 60여 개가 되었

고, 두번째의 경우는 변수가 각 상에 따라 12∼15개의 값을 가지게 되었

다. 그리고, 세 경우 모두 초기에 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정련하 을 때, 

그리고, 정련시 변수의 변위에 대한 허용 인자(Relaxation factors)가 클 

경우(1에 가까울 경우), 프로그램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함으로 초기에는 

허용 인자를 0.3정도의 낮은 값으로 설정하여 각 변수의 값이 크게 변하

는 것을 방지하 고, 피크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GoF(Goodness of fit) 값이 2나 3정도의 낮은 값으로 근접할 때, 허용 인

자를 0.8이상으로 풀어줌으로써 프로그램 실행시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

다. 그리고, 이번 연구의 목적인 시료의 형상 특징에 따른 정량 분석을 

할 시료로 우선 방위를 가지는 시료의 경우에 대해서, 우선 방위상수를 

정련하여, 우선 방위가 포함됨에 따라 정량 상의 변화가 확연하게 달라짐

을 알 수 있었다. 

정련 결과로 Young 등[9-10]이 제안한 전통 신뢰 지수(Conventional 

agreement indices)들, Rp, Rwp, Rexp, GoF와 RB 값을 통해 정련 결과를 해

석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정련 결과가 과연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값으로 가는지 아니면, 단순한 피크일치(Peak Fitting)인지

를 판단할 수 있는 정련자의 직관이 아주 중요하다. 대개의 경우 정련 후 

정련 결과에 대한 수치만을 보고 정련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판단하지만, 

이 보다는 정련 결과를 도식화(plotting)하여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피크

의 일치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정련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판단하는 것

이 더욱 우선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정련된 각 결과 값들이 물리적

으로 의미가 없는 이상값으로 발산하거나, 수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련자는 출력 파일에 변화된 정련 결과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

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시료형에 따른 정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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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순 정량 혼합 시료 7종(sample A, C, D, E, F, G, H)

Corundum(Al2O3), Fluorite(CaF2), Zncite(ZnO)의 단순 혼합으로 된 시

료로써 모든 상들에 대하여 0∼20°(시료 E는 25°까지), 150∼160°제외

하 고 이중 시료 C의 경우 89.3∼95°에 피크가 이상값을 가지기 때문에 

제외하고 해석하 다. 단순 정량 혼합 시료의 경우 초기에는 모든 상의 

격자 상수를 정련하여, Bragg 반사 위치를 대체적으로 일치시킨 후, 각 

상별로 각 정련 변수를 변화시켰다. 정련 결과, Rwp값이 8.73%∼12.2% 이

었고, χ
2
값이 1.93∼3.05의 값을 나타나 비교적 피크 일치가 잘 이루어 

졌으며, 결과값도 약간의 편차를 가지지만, 이러한 단순 혼합 시료의 정

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정성분석이 이루어 졌다. 그림 9.1.3에 7종의 

단순 혼합시료중 대표적으로 약 1:1:1의 분율로 세 상이 혼합된 시료G에 

대한 정련 결과를 도식화하 다.

그림 9.1.3. 상온에서 파장 1.8339Å으로 회절된 약 

1:1:1의 비율로 혼합된 단순혼합시료(Al2O3+CaF2+ZnO)의 

중성자회절 데이터에 대한 Rietveld 정련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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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선 방위상(Preferred orientation phase) 혼합 시료

Al2O3, CaF2, ZnO, Brucite(Mg(OH)2)의 혼합으로 Brucite가 강한 우선 

방위를 가지는 상(phase)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ucite의 경우 (001)방

향으로 우선 방위를 가지는 데, 그림 9.1.4에서 알 수 있듯이 첫번째 피

크가 우선 방위로 기인한 피크이다. 이 경우 단순 혼합 시료와 마찬가지

로 전체적인 정련을 했을 때, 이상값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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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각 상별로 적은 정련변수를 두었을 때 정련이 가능하 다. 예상 

했던대로 우선 배향 변수(G1, G2)를 주지 않고 정련했을 때, 약 44%의 무

게 분율을 보 지만, 우선 배향 변수 값을 주고 정련후 약 36%로 떨어지

면서, χ2 값도 1.95로 떨어져 피크일치가 잘 이루어 짐으로써, 우선 방

위에 따라 정량상의 분율이 상당히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G1값이 1 이상이었기 때문에 식 20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시료가 판형 

경향(platey habit)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G2값이 0.81934의 

값으로 정련되어서, 시료에서 약 20% 우선 방위 성분이 포함되어 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9.1.4. 상온에서 파장 1.8339Å으로 회절된 우선 

방위상을 가지는 혼합시료(Al2O3, CaF2, ZnO and 

Mg(OH)2))의 중성자회절 데이터에 대한 Rietveld 정련 

패턴

 10  30  50  70  90  110  130  150  170

 -2000

 0

 2000

 4000

 6000

 8000

 10000

 2 Theta (deg.)

In
te

ns
ity

(a
.u

.)

 Sample-2

 Yobs
 Ycalc
 Yobs-Ycalc
 Bragg_position

(다) 비정질상(Amorphous content) 혼합 시료

초기 정련시 비정질상인 SiO2의 함량을 포함하여 정량 분석을 했을 

때, 전체 성분에 대해 1wt% 미만의 미량으로 나왔고, 또한, 이 미량 성분

을 수차례의 정련을 시도한 결과 Scale factor가 약 10-14이하로 떨어져

서 프로그램오류로 인해 정련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성분을 제외하

고 나머지 세 성분에 대하여 충분히 낮은 RB값(5%미만)으로 떨어뜨린 후 

정련 시도를 하 을 때, 비정질상의 성분을 정련할 수 있었고, 정련 결과 

비정질 함유량이 9.16%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정련된 χ2가 1.6의 값



- 578 -

으로 아주 낮은 값이고, 그림 9.1.5에서 알 수 있듯이 곡형(Profile)은 

실험값과 최선의 피크 일치를 하 으나 문제는 비정질 SiO2의 장치 변수

인 반치폭의 값이 물리적으로 의미 없는 아주 큰 값으로 이상 수렴하는 

결과(U=17.45546, V=-53.62301, W=69.99747)가 나왔고, 비정질 SiO2의 경

우 추정 표준편차(esd;Estimated Standard Deviation) 값 또한 2.64로 아

주 크게 나왔다. 이는 비정질상의 존재로 인해 피크의 퍼짐 현상

(Broadening effect)에 기인하여 장치 변수가 커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림 9.1.5. 상온에서 파장 1.8339Å으로 회절된 

비정질상을 가지는 혼합시료(Al2O3+CaF2+ZnO+SiO2(amorphous 

silica)의 중성자회절 데이터에 대한 Rietveld 정련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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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소 흡수상(Microabsorption phase) 혼합 시료

Al2O3, Fe3O4, 이 혼합된 시료로써 초기 정련시에 Al2O3과 ZrSiO4의 회

절상은 계산값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으나 자철석(Magnetite)의 경우 그

림 9.1.6 에서 보듯이 (111)면 방향에 계산값과 측정값의 불일치로 인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원자 산란(Atomic 

scattering)이외에 자성상(magnetic phase)의 기여 성분이라 생각되어져, 

자성상 성분에 대한 정련을 시도하 다. 아래 그림의 Bragg 반사 위치중 

2번째(세로막대)가 자성상을 정련한 것이다. 그러나, 자성상 정련 시도에

도 불구하고, 계산 강도와 측정 강도의 불일치 정도가 어느 정도는 낮아

졌지만, 완전한 일치는 시키지 못하 다. 이것은 자성상 성분이외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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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던 우선 방위 시료나 비정질 함유 시료와 마찬가지로 시료 특성에 기

인한 미소 흡수 효과로 인한 불일치로 보고있다. 결과적으로 자철석에 대

해 정 한 정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지수 Rwp가 18.9%, χ2값이 

8.29로 높을뿐만 아니라 이 시료에 대해서는 정량 분석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그림 9.1.6. 상온에서 파장 1.8339Å으로 회절된 미소 흡수 

효과를 가지는 상을 가진 혼합시료(Al2O3+Fe3O4+ZrSiO4)의 

중성자회절 데이터에 대한 Rietveld 정련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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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료들에 대한 최종 Rietveld 해석 결과를 아래에 정리하 다. 표 

9.1.12에는 출발 모델로써 IUCr에서 제공한 결정 구조 정보를, 표 9.1.13

에는 정련에 의해 결정된 구조 인자와 원자 위치 및 점유도, 온도 인자 

등의 변화된 최종값을 비교 정리하여 놓았고 또한 표 9.1.14는 정련 후 

변위된 결정 격자 상수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시료에서의 해석 신뢰도 

인자와 무게비 분율을 표9.1.15에 적었다. 각 회절상에 대한 구조 해석 

신뢰도는 미소 흡수상을 가지는 시료 4를 제외하고, Rwp값이 8.73∼12.8%

이고, goodness of fit(χ
2
)는 1.60∼3.05 의 값을 보여줌으로써, 신뢰성

을 가진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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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2. 결정 구조 정보

•Corundum(Al2O3), R_-3_C      •Fluorite(CaF2),F_M_3_M

Site x y z Beq
Al 0.00000 0.00000 0.35228 0.32

O 0.30640 0.00000 1/4 0.33

Lattice 

const.

a=4.75920, b=4.75920, c=12.992

α=90, β=90, γ=120
  

Site x y z Beq
Ca 0.00000 0.00000 0.00000 0.41

F 1/4 1/4 1/4 0.62

Lattice 

const.

a=5.4649, b=5.4649, c=5.4649

α=90, β=90, γ=90

•Zincite(ZnO),P_63_M_C   • Quartz(SiO2),P_31_2_1

Site x y z Beq
Zn 1/3 2/3 1/2 0.454

O 1/3 2/3 0.88015 0.732

Lattice 

const.

a=3.2501, b=3.2501, c=5.2071

α=90, β=90, γ=120
   

Site x y z Beq
Si 0.53013 0.00000 1/3 0.56

O 0.14600 0.41410 -0.1188 0.96

Lattice 

const.

a=4.9133, b=4.9133, c=5.4053

α=90, β=90, γ=120

•Brucite(Mg(OH)2),P_-3_M_1   • Magnetite(Fe3O4),F_D_3_M

Site x y z Beq
Mg 0.00000 0.00000 0.00000 0.5

O 1/3 2/3 0.22160 1.00

H 1/3 2/3 0.43000 1.00

Lattice 

const.

a=3.1470, b=3.1470, c=4.7690

α=90, β=90, γ=120
   

Site x y z Beq
Fe1 1/8 1/8 1/8 0.5

Fe2 1/2 1/2 1/2 0.5

O 0.25480 0.25480 0.25480 1.00

Lattice 

const.

a=8.3940, b=8.3940, c=8.3940

α=90, β=90, γ=90

• Zircon(ZrSiO4), Space Group : I_41/A_M_D

Site x y z Beq
Zr 0 3/4 1/8 0.5

Si 0 1/4 3/8 0.5

O 0 0.06600 0.19510 1.00

Lattice 

const.

a=6.6042, b=6.6042, c=5.9796

α=90, β=90, γ=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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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3-1. 정련후의 원자위치

혼합시료 원자 a b c 온도인자 점유도
A Al 0.00000 0.00000 0.34381 0.85230 1/3

O 0.30589 0.00000 1/4 1.23284 1/2
Ca 0.00000 0.00000 0.00000 0.53683 1/48
F 1/4 1/4 1/4 0.81991 1/24
Zn 1/3 2/3 1/2 0.10324 1/6
O 1/3 2/3 0.87907 1.20481 1/6

C Al 0.00000 0.00000 0.34948 0.29078 1/3
O 0.30864 0.00000 1/4 0.37717 1/2
Ca 0.00000 0.00000 0.00000 0.49056 1/48
F 1/4 1/4 1/4 0.76229 1/24
Zn 1/3 2/3 1/2 0.31189 1/6
O 1/3 2/3 0.88094 0.82344 1/6

D Al 0.00000 0.00000 0.35183 0.22314 1/3
O 0.30843 0.00000 1/4 0.55280 1/2
Ca 0.00000 0.00000 0.00000 0.58013 1/48
F 1/4 1/4 1/4 0.82276 1/24
Zn 1/3 2/3 1/2 0.12913 1/6
O 1/3 2/3 0.88118 1.11433 1/6

E Al 0.00000 0.00000 0.35191 0.26311 1/3
O 0.30675 0.00000 1/4 0.36180 1/2
Ca 0.00000 0.00000 0.00000 0.62141 1/48
F 1/4 1/4 1/4 0.82196 1/24
Zn 1/3 2/3 1/2 0.45400 1/6
O 1/3 2/3 0.88015 0.73200 1/6

F Al 0.00000 0.00000 0.35205 0.17508 1/3
O 0.30671 0.00000 1/4 0.31558 1/2
Ca 0.00000 0.00000 0.00000 0.63513 1/48
F 1/4 1/4 1/4 0.88252 1/24
Zn 1/3 2/3 1/2 0.31052 1/6
O 1/3 2/3 0.88080 0.94604 1/6

G Al 0.00000 0.00000 0.35175 0.36238 1/3
O 0.30658 0.00000 1/4 0.46178 1/2
Ca 0.00000 0.00000 0.00000 0.63194 1/48
F 1/4 1/4 1/4 0.82807 1/24
Zn 1/3 2/3 1/2 0.49139 1/6
O 1/3 2/3 0.87997 0.87424 1/6

H Al 0.00000 0.00000 0.35180 0.27577 1/3
O 0.30693 0.00000 1/4 0.33591 1/2
Ca 0.00000 0.00000 0.00000 0.62652 1/48
F 1/4 1/4 1/4 0.82606 1/24
Zn 1/3 2/3 1/2 0.05757 1/6
O 1/3 2/3 0.87965 1.3689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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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3-2. 정련후의 원자위치

혼합시료 원자 a b c 온도인자 점유도

Sample #2 Al 0.00000 0.00000 0.35239 0.52620 1/3

O 0.30548 0.00000 1/4 0.67529 1/2

Ca 0.00000 0.00000 0.00000 0.44854 1/48

F 1/4 1/4 1/4 0.99347 1/24

Zn 1/3 2/3 1/2 0.50000 1/6

O 1/3 2/3 0.88015 1.00000 1/6

Mg 0.00000 0.00000 0.00000 0.60484 1/12

O 1/3 2/3 0.21871 0.58724 1/6

H 1/3 2/3 0.41603 3.11880 1/6

Sample #3 Al 0.00000 0.00000 0.35218 0.27700 1/3

O 0.30710 0.00000 1/4 0.34024 1/2

Ca 0.00000 0.00000 0.00000 0.51375 1/48

F 1/4 1/4 1/4 0.79560 1/24

Zn 1/3 2/3 1/2 0.07690 1/6

O 1/3 2/3 0.88148 0.97579 1/6

Si 0.43560 0.00000 1/3 0.23377 1/2

O 0.12271 0.57040
-0.0697

5
1.76044 1.00000

Sample #4 Al 0.00000 0.00000 0.35188 0.30162 1/3

O 0.30667 0.00000 1/4 0.33705 1/2

Fe1 1/8 1/8 1/8 1.20101 1/24

Fe2 1/2 1/2 1/2 1.20101 1/12

O 0.25955 0.25955 0.25955 0.99985 1/6

Zr 0.00000 3/4 1/8 0.53145 1/8

Si 0.00000 1/4 3/8 0.53145 1/8

O 0.00000 0.06602 0.19577 0.5473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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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4. 정련후의 결정 격자 상수

혼합시료 성분상 공간군
격자 상수

a b c
A Al2O3 R_-3_C 4.760492 4.760492 12.996217

CaF2 F_M_3_M 5.464593 5.464593 5.464593
ZnO P_63_M_C 3.249539 3.249539 5.206923

C Al2O3 R_-3_C 4.759137 4.759137 12.992335
CaF2 F_M_3_M 5.462855 5.462855 5.462855
ZnO P_63_M_C 3.249844 3.249844 5.206295

D Al2O3 R_-3_C 4.758759 4.758759 12.991865
CaF2 F_M_3_M 5.464096 5.464096 5.464096
ZnO P_63_M_C 3.249845 3.249845 5.206012

E Al2O3 R_-3_C 4.759064 4.759064 12.992825
CaF2 F_M_3_M 5.464607 5.464607 5.464607
ZnO P_63_M_C 3.250349 3.250349 5.205887

F Al2O3 R_-3_C 4.758987 4.758987 12.992493
CaF2 F_M_3_M 5.464247 5.464247 5.464247
ZnO P_63_M_C 3.249664 3.249664 5.206140

G Al2O3 R_-3_C 4.759084 4.759084 12.992104
CaF2 F_M_3_M 5.464183 5.464183 5.464183
ZnO P_63_M_C 3.249772 3.249772 5.205950

H Al2O3 R_-3_C 4.758807 4.758807 12.992032
CaF2 F_M_3_M 5.464067 5.464067 5.464067
ZnO P_63_M_C 3.249574 3.249574 5.205918

Sample 

#2
Al2O3 R_-3_C 4.759045 4.759045 12.993292

CaF2 F_M_3_M 5.464902 5.464902 5.464902
ZnO P_63_M_C 3.249042 3.249042 5.464067

Mg(O

H)2
P_-3_M_1 3.145332 3.145332 4.770504

Sample 

#3
Al2O3 R_-3_C 4.759283 4.759283 12.993272

CaF2 F_M_3_M 5.464616 5.464616 5.464616
ZnO P_63_M_C 3.249893 3.249893 5.205820
SiO2 P_31_2_1 5.120948 5.120948 5.272950

Sample 

#4
Al2O3 R_-3_C 4.759275 4.759275 12.993490

Fe3O

4
F_D_3_M 8.395961 8.395961 8.395961

ZrSiO

4

I_41/A_M_

D
6.607828 6.607828 5.99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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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5. 최종 신뢰도와 무게비 분율

혼합시료 성분상 wt(%)
R 

Bragg(%)
R wp(%) χ2(%)

A Al2O3 1.26(0.01) 39.3
CaF2 95.14(0.76) 0.891 12.2 1.87
ZnO 3.60(0.02) 22.3

C Al2O3 4.97(0.00) 13.3
CaF2 1.38(0.05) 26.2 10.7 3.05
ZnO 93.64(0.05) 3.20

D Al2O3 14.18(0.30) 8.24
CaF2 53.79(0.16) 1.46 11.8 1.93
ZnO 32.03(0.09) 4.99

E Al2O3 56.30(0.38) 3.38

CaF2 29.62(0.10) 2.63 8.73 2.50

ZnO 14.09(0.05) 4.93
F Al2O3 26.76(0.11) 4.29

CaF2 18.45(0.08) 3.11 10.4 2.10
ZnO 54.80(0.49) 2.73

G Al2O3 32.49(0.13) 3.47
CaF2 34.24(0.13) 2.35 10.8 2.44
ZnO 33.28(0.41) 2.89

H Al2O3 34.75(0.11) 4.61
CaF2 35.03(0.11) 2.68 10.0 2.80
ZnO 30.22(0.33) 6.25

Sample #2 Al2O3 21.89(0.13) 6.33
CaF2 21.60(0.13) 4.09 12.7 1.95
ZnO 19.52(0.11) 6.17

Mg(OH)2 36.99(0.62) 4.14
Sample #3 Al2O3 38.44(1.13) 2.55

CaF2 25.45(0.76) 2.19
12.8  

   
1.60

ZnO 21.89(0.72) 2.97
SiO2 14.23(2.64) 9.26

Sample #4 Al2O3 56.75(1.26) 2.35
Fe3O4 0.95(0.02) 17.2 18.9 8.29
ZrSiO4 42.30(1.35) 9.16

2.집합조직 측정 및 해석 기술 개발 

가. 집합조직 측정 및 보정 절차

(1) θ-2θ scan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결정상태, 극점도 및 백그라운드(BKG)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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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임의 방향(통상 TD, ND)에 고정하

여 θ-2θ scan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측정 범위는 시료에 따라 정하

지만 FCD 구조상 2θ가 100°를 넘지 않도록 하며, 0.1°(2θ)간격으로 

측정한다. 측정 결과로부터 극점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결정면과 측정위치

를 결정하고, BKG의 위치는 극점도를 측정하는 각도에서 약 3°정도 벗어

난 곳으로써 다른 피크가 없는 곳으로 결정한다.  

그림 9.2.1 극점도 측정 개략도

(2) 극점도(pole figure)측정

시료는 그림 9.2.1과 같이 ND(normal direction)가 scattering vector

가 되도록 설치하고, θ(시료) 및 2θ(검출기)의 각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결정면에 맞춘다. 극점도의 측정은 χ를 0°에서 90°까지 5°간격으로 

측정하며, 각각의 χ에 대하여 φ를 0°에서 360°까지 5°간격으로 측정

한다. 

(3) BKG 측정 및 보정

측정하고자하는 각도에 θ 및 2θ를 맞추고 극점도 측정에서와 같이 

χ를 0°에서 90°까지 5°간격으로 측정한다. 그러나, 각 χ에 대하여 

φ는 0°에서 360°까지 30°간격으로 측정한다. 측정한 결과를 χ와 φ

에 대한 2차원 matrix로 나타내면 그림 9.2.2와 같다.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측정강도가 균일하지 않다. 각 점의 측정강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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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클 경우에는 matrix상에서 smoothing 처리한 후 χ에 대한 φ값을 평

균하여 χ의 함수로 처리한다. 그러나 비교적 균일할 경우에는 그대로 χ

에 대한 φ값을 평균하여 χ의 함수로 나타내면 된다. 또한 2θ각이 큰 

각에서 측정한 BKG의 측정강도가 낮은 각에서 측정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검출기의 위치가 입사빔에 

근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낮은 각도에서 측정한 

BKG data를 더 큰 각도에서 측정한 극점도에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 차이

를 고려해서 일정 값을 BKG data전체에 더해주어야 한다. 반대로 큰 각도

에서 측정한 BKG data로 낮은 각도의 극점도를 보정할 경우에는 적당한 

값을 빼주면 된다.

또한 중성자는 X-선과 다르게 물질에 대한 투과율이 좋고, 시료에 입

사하는 중성자 빔은 매우 균일하고 빔 크기가 보통 직경이 3cm이상 되므

로, 크기가 1cm x 1cm x 1cm 정도인 시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극점도 측

정시에는 시료에 입사하는 빔의 각도에 따라 빔 단면적의 차이에 주로 기

인한 defocusing 효과는 무시할 수 있으며, 시료의 기하학적 배치에 의한 

흡수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대부분의 시료에서도 무시할 

수 있으며, 흡수가 큰 경우에는 집합조직 측정 시료와 크기와 도가 동

일한 분말시료에 대한 극점도를 측정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효과를 보정한

다. 

그림 9.2.2  2θ에 따른 BKG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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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합조직 해석법 및 절차 

(1) Beartex/PopLA에 의한 집합조직 해석 방법 및 절차

위에서 측정한 극점도 및 BKG data를 집합조직 해석 코드인 

Beartex(Berkeley Texture Package) 입력 format으로 전환한 후, Beartex

에서 BKG를 보정한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normalizing,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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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ding spike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 다음 WIMV법으로 방위분포 함수

(orientation distribution function, ODF)와 극점도를 계산하며, 이때 

crystal symmetry만 입력하여 계산한다. 즉, 이 단계에서 계산된 ODF와 

극점도는 triclinic으로 계산된 것이며, 이에 sample symmetry를 입력하

여 ODF를 재 계산한다. 여기서 ODF는 일반적으로 Roe/Matthies 좌표(α,

β,γ)로 계산하며, Bunge 법(ψ1,Ф,ψ2)으로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방

위각을 90°회전한다. Bunge 법으로 계산된 ODF는 ψ2 section에 대한 ψ1,

Ф 평면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ψ1 section에 대한 Ф,ψ2 평면으로 나타

낸다. Crystal 및 sample symmetry를 고려하여 계산된 ODF로부터 요구되

는 결정면의 극점도 및 관심방향의 역극점도(inverse pole figure)를 계

산할 수 있다[9-11].

PopLA(preferred orientaion package - Los Alamos)를 이용하여 계산

할 경우에는 Beartex에서 BKG를 보정한 data를 popLA용 format으로 전환

하여 사용할 수 있다. PopLA 프로그램에서도 BKG를 보정할 수 있지만 과

정이 다소 번거로우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 다. PopLA에서는 

tilting을 보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조화함수법을 이용하여 소

성 이방성 계수(R-value)를 계산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들을 흐름도로 

표현하 다(그림 9.2.3).

(2) ODF를 이용한 집합조직 해석 

다결정내의 비균일 결정방위 분포는 Euler 각(ψ1,Ф,ψ2)으로 표현되는 

삼차원 공간에서 점들의 분포로 대응되며, 방위공간의 연속적인 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이들을 유한한 개수의 계수로 나타낸 것을 ODF(방위분포

함수: Orientation Distribution Function)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3개 이

상의 극점도 측정으로 완전한 ODF를 계산할 수 있으며, ODF로부터 재료내

의 결정방위 분포와 도(f(g))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unge법으

로 표현한 삼차원 공간에 압연시 생성되는 섬유집합조직을  표현하면 그

림 9.2.4와 같다. 여기서 ψ2 45°section에 대한 ψ1,Ф 평면의 방위를 따

로 그림 9.2.5에 나타내었다. 또한 압연 집합조직의 성분들을 표 9.2.1와 

9.2.2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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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3 Beartex/popLA 코드에 의한 집합조직해석 절차 흐름도

         - Input/Output 확장자 : 

         - 실행 코드 & 설명 : 



- 589 -

그림 9.2.4  Euler 공간에서의 섬유집합조직

그림 9.2.5 Bunge의 ψ2 45°

section

표 9.2.1  BCC의 섬유집합조직

방위

α

<110>

{001}<110> ∼ 

{111}<110>

γ

{111}

{111}<110> ∼ 

{111}<112>

η
{001}<100> ∼ 

{011}<100>

ε
{001}<110> ∼ 

{111}<112>

β
{112}<110> ∼ 

{11 11 8 }<4 4 11>

표 9.2.2 압연 집합조직 성분

name 방위 Bunge(ψ1,Ф,ψ2)

Copper {112}<111> 90, 35, 45

S {124}<211> 59, 29, 63

Brass {110}<112> 35, 45, 0

Tayler {4 4 11}<11 11 8> 90, 27, 45

Goss {110}<001> 0,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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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6은 bcc 구조를 갖는 재료의 ODF를 ψ2 section에 대여 5°간

격으로 나타내었다. 가로축이 ψ1, 세로축이 Ф이다. 시료는 냉간 압연한 

것으로써 재료내 결정들의 방위는 섬유집합조직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 그림의 ψ2 section가 45°인 그림으로부터 α와 γ 섬유집합조직

이 강하게 발달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11}<112> 성분의 f(g)가 

16으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2.6 냉간압연한 BCC의 ODF

다. 탄성이방성 해석 방법 

단결정에 대한 물성 텐서를 방위분포함수를 하중하여 전방위 공간에 

걸쳐 산술 평균함으로써 다결정의 물성을 계산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이방

성 예측의 한 방법이다[9-11,9-12]. 이 방법에 따라 단결정에 대한 4계의 

탄성 stiffness tensor [C]를 평균하여 Voigt 근사의 이방성계수를, 또 

탄성 compliance tensor [S]를 평균하여 Reuss 근사의 이방성계수들을 얻

고, 두 근사의 산술평균으로서 Hill 근사값을 얻는다. BEARTEX 의 TENS 

프로그램은 종래의 이들 3 근사값 이외에도 최근 발표된 기하평균[9-13]

의 계산 결과도 출력한다. 어느 경우거나 입력은 단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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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ffness tensor를 Voigt 표기법으로 나타낸 6 x 6 행렬과 binary ODF 

파일(*.yod) 이다. 

표 9.2.3은 온도 300K, 도 7.8740 의 철(Fe)단결정 stiffness 

constant[9-14]: C 11=2.3310  C 12=1.3544  C 44=1.1783 을  Pohang Sample 

B 의 binary ODF 파일과 함께 TENS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얻은 가상적 계

산결과이다. 여기서 좌표계의 1축은 TD, 2축은 RD, 3축은 ND 에 대응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표 9.2.3 Phohang steel sample B의 stiffness 계산 결과 

--------------------------------------------------------------------

Pohang sample B, Stiffness (Ion)                                      

 Single Crystal Input Stiffness Matrix E0

    4

     .23310E+03   .13544E+03   .13544E+03   .00000E+00   .00000E+00   .00000E+00

     .13544E+03   .23310E+03   .13544E+03   .00000E+00   .00000E+00   .00000E+00

     .13544E+03   .13544E+03   .23310E+03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11783E+03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11783E+03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11783E+03

Pohang sample B, Stiffness (Ion)                                      

 Voigt Arithmetic Mean (Stiffness)

    4

     .29752E+03   .10242E+03   .10405E+03  -.88260E-02  -.30871E+00   .26367E-02

     .10242E+03   .29163E+03   .10994E+03   .26679E+00   .12276E+00   .25702E-01

     .10405E+03   .10994E+03   .29000E+03  -.25796E+00   .18595E+00  -.28339E-01

    -.88260E-02   .26679E+00  -.25796E+00   .92325E+02  -.28339E-01   .12276E+00

    -.30871E+00   .12276E+00   .18595E+00  -.28339E-01   .86437E+02  -.88260E-02

     .26367E-02   .25702E-01  -.28339E-01   .12276E+00  -.88260E-02   .84807E+02

Pohang sample B, Stiffness (Ion)                                      

 Reuss Arithmetic Mean (Stiffness) 

    4

     .27836E+03   .11193E+03   .11370E+03  -.12826E-01  -.31817E+00   .23892E-02

     .11193E+03   .27196E+03   .12009E+03   .27302E+00   .13180E+00   .24108E-01

     .11370E+03   .12009E+03   .27019E+03  -.26018E+00   .18635E+00  -.26498E-01

    -.12826E-01   .27302E+00  -.26018E+00   .77403E+02  -.27402E-01   .11618E+00

    -.31817E+00   .13180E+00   .18635E+00  -.27402E-01   .71722E+02  -.77911E-02

     .23892E-02   .24108E-01  -.26498E-01   .11618E+00  -.77911E-02   .70293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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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hang sample B, Stiffness (Ion)                                      

 Hill average (Stiffness) 

    4

     .28794E+03   .10717E+03   .10887E+03  -.10826E-01  -.31344E+00   .25129E-02

     .10717E+03   .28180E+03   .11501E+03   .26990E+00   .12728E+00   .24905E-01

     .10887E+03   .11501E+03   .28010E+03  -.25907E+00   .18615E+00  -.27418E-01

    -.10826E-01   .26990E+00  -.25907E+00   .84864E+02  -.27870E-01   .11947E+00

    -.31344E+00   .12728E+00   .18615E+00  -.27870E-01   .79079E+02  -.83086E-02

     .25129E-02   .24905E-01  -.27418E-01   .11947E+00  -.83086E-02   .77550E+02

Pohang sample B, Stiffness (Ion)                                      

 Geometric Mean (Stiffness) 

    4

     .28863E+03   .10677E+03   .10857E+03  -.11325E-01  -.33312E+00   .26782E-02

     .10677E+03   .28211E+03   .11509E+03   .28736E+00   .13511E+00   .26513E-01

     .10857E+03   .11509E+03   .28031E+03  -.27596E+00   .19785E+00  -.29191E-01

    -.11325E-01   .28736E+00  -.27596E+00   .85083E+02  -.29682E-01   .12719E+00

    -.33312E+00   .13511E+00   .19785E+00  -.29682E-01   .78922E+02  -.88327E-02

     .26782E-02   .26513E-01  -.29191E-01   .12719E+00  -.88327E-02   .77296E+02

Pohang sample B, Stiffness (Ion)                                      

 Single Crystal Input Compliance Matrix E0

    4

     .74878E-02  -.27518E-02  -.27518E-02   .00000E+00   .00000E+00   .00000E+00

    -.27518E-02   .74878E-02  -.27518E-02   .00000E+00   .00000E+00   .00000E+00

    -.27518E-02  -.27518E-02   .74878E-02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21217E-02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21217E-02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00000E+00   .21217E-02

Pohang sample B, Stiffness (Ion)                                      

 Reuss Arithmetic Mean (Compliance)

    4

     .46889E-02  -.13169E-02  -.13878E-02   .38350E-06   .13414E-04  -.11456E-06

    -.13169E-02   .49447E-02  -.16436E-02  -.11592E-04  -.53339E-05  -.11168E-05

    -.13878E-02  -.16436E-02   .50156E-02   .11209E-04  -.80796E-05   .12314E-05

     .38350E-06  -.11592E-04   .11209E-04   .32299E-02   .12314E-05  -.53339E-05

     .13414E-04  -.53339E-05  -.80796E-05   .12314E-05   .34857E-02   .38350E-06

    -.11456E-06  -.11168E-05   .12314E-05  -.53339E-05   .38350E-06   .35566E-02

Pohang sample B, Stiffness (Ion)                                      

 Voigt Arithmetic Mean (Complianc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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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30E-02  -.10312E-02  -.10776E-02   .18317E-06   .92001E-05  -.86716E-07

    -.10312E-02   .42606E-02  -.12452E-02  -.79443E-05  -.35307E-05  -.82652E-06

    -.10776E-02  -.12452E-02   .43070E-02   .77611E-05  -.56691E-05   .91323E-06

     .18317E-06  -.79443E-05   .77611E-05   .27078E-02   .88490E-06  -.39170E-05

     .92001E-05  -.35307E-05  -.56691E-05   .88490E-06   .28923E-02   .29916E-06

    -.86716E-07  -.82652E-06   .91323E-06  -.39170E-05   .29916E-06   .29479E-02

Pohang sample B, Stiffness (Ion)                                      

 Hill average (Compliance) 

    4

     .43910E-02  -.11741E-02  -.12327E-02   .28333E-06   .11307E-04  -.10064E-06

    -.11741E-02   .46027E-02  -.14444E-02  -.97682E-05  -.44323E-05  -.97165E-06

    -.12327E-02  -.14444E-02   .46613E-02   .94848E-05  -.68744E-05   .10723E-05

     .28333E-06  -.97682E-05   .94848E-05   .29689E-02   .10581E-05  -.46255E-05

     .11307E-04  -.44323E-05  -.68744E-05   .10581E-05   .31890E-02   .34133E-06

    -.10064E-06  -.97165E-06   .10723E-05  -.46255E-05   .34133E-06   .32522E-02

Pohang sample B, Stiffness (Ion)                                      

 Geometric Mean (Compliance) 

    4

     .43457E-02  -.11507E-02  -.12108E-02   .27301E-06   .11676E-04  -.10567E-06

    -.11507E-02   .45626E-02  -.14276E-02  -.10096E-04  -.45459E-05  -.10160E-05

    -.12108E-02  -.14276E-02   .46226E-02   .98229E-05  -.71295E-05   .11217E-05

     .27301E-06  -.10096E-04   .98229E-05   .29383E-02   .11018E-05  -.48314E-05

     .11676E-04  -.45459E-05  -.71295E-05   .11018E-05   .31677E-02   .35943E-06

    -.10567E-06  -.10160E-05   .11217E-05  -.48314E-05   .35943E-06   .32343E-02

------------------------------------------------------------------

라. 소성이방성(R-value) 해석 

철강 또는 알루미늄 판재에서는 집합조직에 의해서 판재의 성형성이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판재의 성형성은 소성이방성 계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R(Lankford 계수) 및 ΔR 값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R 값은 

인장 응력하에서 폭방향의 변형율과 두께방향의 변형율의 비(R-value=

εw/ε t )를 나타내는 값이며 좋은 성형성 판재에 대해서는 높은 R값, 그리

고 낮은 ΔR값이 얻어진다. 즉, 높은 R값이란 판재의 두께방향으로의 변형

이 적고 폭 방향으로는 변형이 커서 디프드로잉(deep drawing)시 균일한 

두께가 얻어짐을 의미하며, ΔR값이 매우 낮으면 귀(earing) 발생이 억제

되어 판재 성형 후 재료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측정된 극점도로부

터 popLA에서 조화함수법으로 ODF를 계산하고, 판재의 소성 이방성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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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하 다. 예로써 냉간 압연 및 열간 압연한 BCC steel에 대한 성형

이방성 계수( R-value)는 BCC 금속의 소성변형시 일반적으로 구동되는 

{hkl}<111> 슬립시스템을 적용하여 소성변형의 Taylor 이론으로 0°에서 

90°까지 15°간격으로 계산하 으며, 그 결과를 표 9.2.4와 그림 9.2.7에 

나타내었다.  

표 9.2.4 BCC 강판의 R-value

Angle
(deg.)

Rm ΔR

# SG_325
cold

그림 9.2.7  R-value

- 1 5 0 1 5 3 0 4 5 6 0 7 5 9 0 1 0 5
0 . 0

0 . 5

1 . 0

1 . 5

2 . 0

2 . 5

3 . 0

C o l d  r o l l e d  s h e e t

 c o l d

 s g 3 2 5

R
-v

al
ue

A n g l e  t o  R o l l i n g  D i r e c t i o n  ( D e g r e e )

 

냉간 압연한 시료(cold)의 R-value는 0°와 90°에서 낮은 값을 나타

내고, 45°에서 최대값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45°부근에서 소성변

형이 더 쉽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집합조직을 갖는 판재를 디프

드로잉하면 45°부근에서 귀발생이 크게 일어난다. 반면에 열간 압연한 

시료(SG_325)는 45°에서 최대값을 갖지만 값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러

한 집합조직을 갖는 판재는 모든 방향으로 거의 균일한 변형이 일어나므

로 디프드로잉시에 귀발생 현상이 냉간압연 시료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

러한 효과를 보다 쉽게 판별하기 위하여 Rm 및ΔR 값을 이용하며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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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래와 같다.

 Rm =(R0+2R45+R90)/4 , ΔR =(R0+R90)/2-R45

Rm은 재료의 소성변형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값으로써 큰 값일수록 소

성변형이 더 쉽게 일어난다. ΔR은 소성이방성을 판단하는 값이며 0에 가

까운 값일수록, 즉 γ-fiber가 발달하면 변형이 균일하며 귀발생 현상이 

억제된다고 알려져 있다. 

마. 집합조직 측정의 해석 신뢰도 검증 [9-15]

Beartex나 PopLa등의 집합조직 해석 코드에서는 극점도의 측정 및 해

석에 대한 정 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뢰도 인자를 제시하고 있

으나, 이러한 값들은 집합조직 발달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어 신뢰도 평가

에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는 중성자 및 X-선법을 이용하여 해석한 집합조

직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된 극점도의 정확성 판단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X-선과 중성자 빔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해석한 결과의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한 극점도와 해석결과로 계산된 극점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고찰하면 즉, 차 극점도(difference pole figure)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Beartex 코드, 즉, 직접법에서 사용

하는 측정 및 해석의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각 (hkl)-극점도에서 RP(hkl) 

혹은 RP1(hkl)-값을 사용한다.[9-11]

RP (hkl ) = 
1
N
⋅∑

α
∑
β

|P
exp
hkl (α,β ) - P

cal
hkl (α,β ) |

P
exp
hkl (α,β )

×100 (%) (9.2.1) 

여기서 N은 총 측정점의 수 (완전극점도를 5
o간격으로 측정하는 경우 

총 측정점 수는 72 x 19 = 1368점), α는 측정 시 시편기울기(X-선 빔: 0 

∼ 70o, 중성자 빔: 0 ∼ 90o), β는 시편 회전(0 ∼ 360o)을 나타내며, 

P
exp
hkl (α,β )는 각 측정점 α와 β에서의 측정극점도의 강도, P

cal
hkl (α,β )는 

계산극점도의 강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집합조직이 

발달하면 극점도의 최대 강도는 높아지지만 최저강도는 낮아져서 0에 가

까운 값을 갖는다. 즉, 측정위치 α와 β에 따라 의 값이 매우 작아지게 되

는데, 이러한 경우 식(9.2.1)에 의해 RP(hkl)-값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측정된 극점도의 강도 P
exp
hkl (α,β )의 값 P

exp
hkl ( α,β )

이 1보다 큰 값만 계산한 것이 RP1(hkl)-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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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unge의 조화함수법에서는 집합조직을 해석할 때 도입되는 계수 

F와 C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된 PF(hkl)-분산도

(PF(hkl)-dispersion) 및 전체 PF(hkl)-분산도의 오차인 ΔC로 확인할 수 있

다.[9-11] 

PF (hkl )-dispersion = 
∑
l max

l=0
∑
N( l)

ν= 1
|F
ν
l (hkl ) exp - F

ν
l (hkl ) cal |

∑
l max

l=0
∑
N( l)

ν=1
F
ν
l (hkl ) exp

×100 (%)

 

ΔC = ∑
l max

l=0
 

1
M ( l )⋅N ( l )

∑
M ( l )

μ=1
∑
N ( l )

ν=1
 |ΔC μνl |                 (9.2.2) 

표 9.2.5에는 중성자 및 X-선을 이용하여 측정한 윤활 압연한 Al-판재

의 집합조직 해석에 따른 RP(hkl), RP1(hkl)값과 PF(hkl) 및 ΔC의 값을 함께 

나타내었다. 중성자 빔을 이용하여 측정하면 RP(hkl)-값이 극점도에 따라 

12 ∼23%, X-선 빔을 이용하면 극점도 및 측정된 판재 층에 따라 15 ∼ 

43%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성자 빔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측정

임을 보여주고 있다. RP1(hkl)-값은 RP(hkl)-값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며 중성

자 빔을 이용한 경우 약 10%, X-선 빔을 이용하면 8∼15%로 이 경우에도 

중성자 빔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되었음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조화 함수법으로 계산한 PF(hkl)-분산도도 표 9.2.5에 보인 것처럼 중성

자의 경우에 3∼6%, X-선의 경우에 7∼15%로 중성자의 측정 신뢰도가 좋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단 인자인 RP(hkl)값과 PF(hkl)의 값은 두 경

우 모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집합조

직 발달이 현저하게 다르게 모사된 집합조직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의 해

석하 으며, 그 결과는 RP(hkl) 혹은 RP1(hkl)-값은 유사하게 집합조직의 강

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값을 가지나, PF(hkl)-분산도와 ΔC-값은 측정

오차가 없으면 거의 0의 값을 가짐이 확인되었다[9-11]. 이는 PF(hkl)-분산

도와 ΔC-값은 극점도 측정 및 해석의 정확성에 의해서만 발생함을 의미

한다. 또한 평균적으로 f(g)max가 20정도의 값을 갖는 경우 RP1(hkl)-값이 

10%의 값을 그리고 f(g)max가 6정도의 약한 집합조직이 발달하면 RP1(hkl)-

값이 5%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모사한 극점도를 이용하여 계산된 

RP(hkl) 및 RP1(hkl)-값과 실제로 측정된 값을 비교하면 중성자 빔을 이용하

여 완전 극점도를 측정하면 측정오차는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X-

선 빔을 이용한 경우보다 더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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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9.2.5  90% 윤활 압연한 Al 판재의 집합조직 해석에 따른

 RP(hkl), RP1(hkl)-값, PF(hkl)-dispersion, ΔC

RP(hkl) (%) RP1(hkl) (%)
PF(hkl)-dispers

ion (%)
ΔC

(111) (200) (220) (111) (200) (220) (111) (200)
(220

)

neutron 22.69 12.41 12.64 10.56 10.53 9.24 4.49 3.86 6.0 0.2301

X-ray

중간층 29.68 15.99 17.81 13.63 12.01 7.56 9.69 10.70
15.8

2
0.3823

1/4-층 18.20 16.25 19.41 8.40 9.00 18.63 7.14 7.29
11.0

7
0.3642

표면층 42.85 14.52 16.86 15.13 9.64 9.11 8.84 6.33
11.6

0
0.4385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집합조직의 측정에 중성자 빔을 이용하는 것

이 X-선 빔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나, 중성자의 큰 투과력

에 인해 표면 효과의 측정에는 약간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Beartex 

해석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극점도의 신뢰성 있는 측정은 약한 집합조직

인 경우 RP1(hkl) 값이 5%, 강한 집합조직을 나타내는 경우 10%이나, 조

화 함수법에 사용한 신뢰도 인자  PF(hkl)-dispersion, ΔC-값 들은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극점도 측정 및 해석의 신뢰도가 증가한다. 

3. 집합조직을 가진 다결정 재료의 Rietveld 해석 

가.서론

분말회절상의 profile fitting 을 통해 결정구조를 해석하는 Rietveld 

법은 시료의 준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약한 우선방위(집합조직)

의 효과를 우선방위인자(Preferred Orientation Factor)로 보정한다. 그

러나 대부분의 공업용 시료는 열적, 기계적 성형과정으로 인해 강하고 복

잡한 집합조직을 갖는다. 분말이 아닌 고체상 시료의 우선방위를 기술하

기 위해 독립적으로 발달한 정량집합조직해석(quantitative texture 

analysis)을 Rietveld 법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노력으로 Ahtee등[9-16] 과 Popa[9-17] 는 Rietveld re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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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원통시료대칭의 경우에  낮은 차수의 조화함수로 전개한 방위분포함

수(ODF)를 사용하 다. Choi등[9-18]은 표준 집합조직측정법으로 강한 집

합조직을 갖는 공업용 시료의  방위분포함수(orientation distribution 

function)를 결정하여, θ-2θ scan 실험으로 측정한 중성자 회절상의 

Rietveld profile fitting 에 응용하고, Matthies, et al[9-19]과  Von 

Dreele[9-20] 은 TOF 중성자 회절상의 분석에 응용하여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profile fitting 에 집합조직해석과 Rietveld 법을 결합

한 두 방법론의 차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Choi, et al 은 몇 개의 완

전극점도(complete pole figure)를 측정하여 ODF를 얻고, 이 정보로부터 

우선방위인자를 결정하여 기지의 인수로 고정함으로써 나머지 다른 변수

들의 보다 효과적인 refinement에 이용하는 반면에, Matthies, et al 과 

Von Dreel 은 수 십개 회절상의 수 백개 반사들로부터 얻은 고도로 불완

전한 극점도(incomplete pole figure)를 사용하여 다른 변수들과 함께 시

행한 Rietveld refinement 결과로 ODF 를 얻는다.  

우리가 택한 길은 전자의 방법론과 같은 방향이다. 그러나 Choi, et 

al 은 역극점도로 부터 일정한 시료방향에 대한 극 도로서  POF를 추출

하고 θ-2θ scan 회절상을 fitting 했지만, 우리는 ODF로부터 재계산한 

극점도에서 POF 를 추출하여 고정파장 HRPD 장치에서 시료를 한 방위에 

고정한 회절상과 시료를 회전시켜 얻은 회절상을 fitting 하 다. 아래 

Zircaloy 시료를 사용하여 행한 결과를 보고한다.      

나.우선방위인자(POF)와 극 도(pole density)

중성자 또는 X-선에 의한 분말시료의 각분산 회절상을 fitting 하기 

위한 Rietveld 방법의 수학적인 모델은 임의의 점 i 에서 회절강도를 인

근한 Bragg 반사 강도들의 합과 background 의 기여 Bi 와 함께

Yi= s∑
K
mKLK|FK|

2
PKφ(2θ i-2θK)a i+Bi (9.3.1)

로 나타낼 수 있다[9-21]. 여기서 s, mK, LK, FK, PK, ai, 는 각각 

scale factor, 다중도, Lorentz 인자, 결정구조인자, 우선방위인자, 흡수

인자이며, φ 는 프로파일 함수이다. 여러 가지 인자들 중, 이 논문에서 

우리의 관심은 시료의 비등방성으로 인한 회절강도의 변화를 기술하는 인

자 PK 에 집중되며, PK=1 일 때 Yi 는 이상적 등방성 시료의 회절강도

를 준다. 

집합조직을 가진 시료를 다루기 위해 시료에 고정된 좌표계 KA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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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고정된 좌표계 KB를 도입하고, h 를 KB 좌표로 나타낸 격자면

(hkl)의 법선방향 단위벡터, y 를 KA 좌표로 나타낸 산란벡터 방향의 단

위벡터라고 하면 (9.3.1)식은 

Yi= s'∑
j
A(hj, y i)m hj

L hj|F hj|
2
φ(2θ i-2θ hj)ai+Bi (9.3.2)

로 고쳐 쓸 수 있다. (9.3.1)식의 우선방위인자는 집합조직 이론에서 

축분포함수(axis distribution fuction) 또는 극분포함수(pole 

distribution function) 라고 부르는 A(h, y) 로 대치되었다[9-22,9-23]. 

이 분포함수는 결정벡터 h 가 시료의 y 에 나란한 방위를 갖는 빈도를 나

타내며, 우선방위인자와 같이 등방성 시료의 경우, 곧 결정방향이 random 

분포일 경우에

A(h, y)=1 (9.3.3)

을 만족 한다. 또 하나의 결정방향 hi 를 고정하고 y 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 극분포함수는 결정방향 hi 가 임의의 시료방향 y 에 나란할 

빈도를 시료좌표계에 관해 나타낸 (hik il i) 면의 극점도(pole figure) 

P hi( y) 를 주고, 한 시료방향 y i 를 고정하고 h 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

면, 시료방향 y i 가 임의의 결정방향 h 에 나란할 빈도를 결정좌표계에 

관해 나타낸 y i  방향의 역극점도(inverse pole figure)를 준다. 

A(hi, y) ≡ P hi( y) (9.3.4)

 A(h, y i) ≡ R yi( h) (9.3.5)

특히, 한 시료방향에 관해 회전대칭이 있을 경우(섬유집합조직), y 

방향은 대칭축과 이루는 각 Φ 만으로 나타낼 수 있고, (9.3.4) 는

A(h i,Φ) ≡ P hi(Φ) (9.3.6)

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극점도는 시료좌표의 1차원 함수가 된다. X-

선 또는 중성자의 정상적인 산란실험에서 회절상은 Friedel 법칙 때문에 

회절 hi 와 - hi 를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 회절실험으로 얻은 극

점도는 P - hi
= P hi 이 성립하는 축약극점도(reduced pole figure)이다

[9-24]. 도는 (9.3.3)식의 조건에 따라 결정립의 방위가 random 

distribution 일 때의 값 1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배수를 

m.r.d.(multiples of a random distribution)로 나타낸다. 이렇게 m.r.d. 

단위로 표시한 극 도(pole density)를 우선방위인자로 지정함으로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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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집합조직해석의 결과를 바로 Rietveld 방법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다.  

표준 집합조직 측정의 주된 과제는 중성자 또는 X-선을 사용하여 다결

정 시료의 몇 개 결정면에 대한 극점도를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3차원의 

결정방위 분포함수(ODF)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료의 방위에 관한 가장 자

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ODF가 한 번 결정되기만 하면 이 것을 시료좌표계

로 투 한 임의 결정면의 2차원 극점도를 재계산할 수 있고, 결정좌표계

에 투 한 임의 시료방향의 2차원 역극점도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로 Rietveld 법의 우선방위인자를 결정하는 것은 재계산된 극점도 또는 

역극점도로부터 대응하는 극 도를 추출하는 일과 같다. 

다.우선방위인자(POF)의 추출법

극점도(PF) 또는 역극점도(IPF) 로부터 Bragg 반사의 POF 또는 같은 

뜻으로 해당 극 도를 추출하는 방법은 회절상(diffraction pattern)의 

측정과정에 따라 다르다. 

(1) θ-2θ scan 회절상

θ-2θ scan 실험으로 회절상을 얻을 때 산란벡터의 방향은 항상 시료

좌표계에 관해서 일정하다. 이 일정 시료방향을 y 0 라 하면,  

A(h j, y 0)=P hj( y o)=R y 0 ( h j) (9.3.7)

로 표시할 수 있고, (hjk jl j) 격자면의 반사에 대한 POF 는 (hjk jl j)-극점

도에서 y 0 점의 극 도로서, 혹은 동등하게 y 0방향-역극점도에서 hj 점

의 극 도로서 얻을 수 있다.

(2)시료고정 회절상

시료를 일정 방위에 고정하고 회절상을 측정하면  (h jk jl j) 격자면의 

Bragg 반사마다 서로 다른 산란벡터 y i 가 대응된다. 이 때 극분포는

A(hj, y i) = P hj( y i) (9.3.8)

로 표시되고, 각 (hjk jl j)-극점도에서 y i 점의 극 도가 해당 POF 를 준

다. 이렇게 회절상에 포함되는 회절 peak 들과 같은 개수의 극점도로부터 

각각 하나의 POF 값을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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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9.3.1(a) 적도평면에서 y i 방향  (b) (h ik il i) 극점도에서 

y i 극의 위치

HRPD 의 적도평면을 수직으로 내려다 본 그림 9.3.1a 는 (hik il i) 피크

에 대응되는 산란벡터 방향 y i 가 π-2θ hi 각의 2등분선(bisectrix) 위에 

있음을 보인다. 중앙에 위치한 4각형은 각 모서리가 판재(sheet) 시료의 

압연방향(RD), 횡방향(TD), 법선방향(ND)에 나란하도록 만든 정육면체 모

양 시료를 나타낸다. 그림 9.3.1b 는 (h ik il i)-극점도에서 극 도(POF)를 

추출할 y i 에 대응하는 극의 위치를 보인다. 그림 9.3.1a 와 같이 ND 는  

적도면에 수직하고 RD 가 빔방향에 나란한 시료방위에 대하여 가능한 

Bragg 반사들의 POF 추출 위치는, 시료의 집합조직이 사방대칭일 경우  

모두 해당 극점도의 RD 와 TD를 잇는 호 위에 있다. 

(3)시료회전 회절상

시료가 섬유집합조직을 가질 경우, 또는 시료를 한 축 주위로 빠르게 

회전시켜 원통시료대칭을 얻을 때, 극분포는 y i 가 회전축과 만드는 각 

Φ0 에만 의존하며    

A(h j,Φ0)=P hj(Φ0 ) (9.3.9)

로 나타낼 수 있다. 섬유집합조직이 아닌 시료를 회전한 경우에는 원

래의 2차원 극점도에서 회전경로의 극 도 평균으로서 POF를 얻을 수 있

다.

보기로 그림 9.3.1a 에서 ND 축 주위로 시료를 회전시킬 경우는 

Φ0=90〫에 해당하며, (hjk jl j) 반사에 대한 사방대칭시료의 POF 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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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b 의 TD-RD 호에 걸쳐 극 도를 평균한 값으로 줄 수 있다.

라.Zircaloy 의 집합조직과 POF

(1)집합조직 해석

집합조직은 하나로의 Four Circle Diffractometer 로 측정하 다. 시

료는 Zircaloy 판재로부터 15 x 15 x 15 mm 3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으로 

각 모서리는 각각 업연방향(RD), 횡방향(TD), 법선방향(ND)과 나란하도록 

만들었다. 사용한 중성자 빔의 파장은 1.087 A 고, 입사중성자속은 

6.2×10
5 N⋅cm-3⋅sec -1 이었다. 표준 극점도 측정법에 따라 육방정 Zr 

의 (10.0), (00.2), (10.1), (10.2), (11.0), (10.3) 반사 피크 위치에 

차례로 검출기를 고정하고, 각각 goniometer 의 χ 각 범위 0 〫부터 90 〫

까지, φ 각 범위 0 〫부터 360 〫에 걸쳐 5 〫간격으로 시료를 회전하여 6

개의 결정면에 대한 완전극점도를 측정하 다. 

 

표 9.3.1 계산극점도의 오차척도와 최대, 최소값

h   k   l     RP0   RP1     min.  max.  

                    (%)           (m.r.d)

   ----------------------------------------

   1   0   0    9.04    5.83     .03    2.41    

   0   0   2    3.68    2.59     .01    6.43    

   1   0   1    5.11    4.77     .17    1.40      

   1   0   2    6.86    5.55     .08    1.85     

   1   1   0    9.03    5.54     .03    2.74     

   1   0   3    8.07    3.86     .02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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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3.2 실험극점도(왼쪽)와 재계산극점도(오른쪽)의 비교

6개 극점도를 집합조직해석 프로그램 BEARTEX[9-25]에 입력하여 얻은 

WIMV[9-26]방법의 해석결과는 표 9.3.1 에 실었다. 여기서 min. 과 max. 

는  m.r.d 단위로 표시한 각 극점도의 극 도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내

며, 측정극점도와 재구성극점도의 차이를 근거로 오차척도를 주는 RP0 와 

RP1 값은 극점도마다 다르나 그 평균은 6.96(%) 4.69(%) 다. 집합조직 

발달의 척도로 정의된 texture intex 는 3.36 으로서 비교적 강한 집합조

직에 속한다. 그림 9.3.2 는 background 보정을 끝내고 random 분포가 1 

m.r.d 가 되도록 정규화된 측정극점도와 ODF를 얻은 다음 재구성한 계산

극점도를 대비해 보이며(왼쪽이 측정극점도, 오른쪽이 계산극점도) 그림 

9.3.3은 ND(001), TD(100), RD(010) 세 방향의 역극점도이다. 그림 9.3.4 

는 시료좌표계에 3차원 결정방위분포를 γ 각 5도 간격의 절단면에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결정립의 c-축이 ND 방향과 나란할 빈도가 압도적으

로 우세한 방위분포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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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3.3 TD(001)-방향, RD(002)-방향, ND(001)-방향 역극점도

그림 9.3.4 γ- 일정인 절단면의 결정방위분포함수. γ = 0〫부터 60 〫까

지 5 도 간격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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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선방위 인자(POF) 

우선방위인자를 구하기 위해 먼저 회절상에 포함되는 개수의 결정면에 

대한 계산극점도를 얻고, 각 계산극점도로부터 하나의 POF를 추출하 다.  

  표 9.3.2 산란벡터의 방향이 항상 ND, TD, RD 와 일치한 경우의 POF  

        h  k  l           TD               RD                ND

   -------------------------------------------------------

   1  0  0      1.98  ( 1.58 )      2.20  ( 1.70 )      0.05  ( 0.05 )

   0  0  2      0.19  ( 0.15 )      0.01  ( 0.13 )      6.03  ( 6.01 )

   1  0  1      1.16  ( 1.10 )      0.91  ( 1.09 )      0.18  ( 0.18 )

   1  0  2      0.42  ( 0.62 )      0.08  ( 0.50 )      0.91  ( 1.17 )

   1  1  0      1.55  ( 1.59 )      2.74  ( 1.69 )      0.06  ( 0.05 )

   1  0  3      0.23  ( 0.38 )      0.02  ( 0.27 )      2.95  ( 2.80 )

   2  0  0      1.98  ( 1.58 )      2.20  ( 1.70 )      0.05  ( 0.05 )

   1  1  2      0.92  ( 1.01 )      0.80  ( 0.98 )      0.14  ( 0.18 )

   2  0  1      1.72  ( 1.43 )      1.58  ( 1.51 )      0.07  ( 0.01 )

   0  0  4      0.19  ( 0.15 )      0.01  ( 0.13 )      6.03  ( 6.01 )

   2  0  2      1.16  ( 1.10 )      0.91  ( 1.09 )      0.18  ( 0.18 )

   1  0  4      0.18  ( 0.28 )      0.02  ( 0.21 )      3.50  ( 3.75 )

   2  0  3      0.69  ( 0.82 )      0.33  ( 0.72 )      0.53  ( 0.47 )

   2  1  0      1.69  ( 1.61 )      2.62  ( 1.73 )      0.06  ( 0.05 )

   2  1  1      1.61  ( 1.47 )      2.11  ( 1.57 )      0.05  ( 0.04 )

   1  1  4      0.32  ( 0.52 )      0.05  ( 0.41 )      1.48  ( 1.78 )

   2  1  2      1.31  ( 1.25 )      1.37  ( 1.31 )      0.07  ( 0.05 )

   1  0  5      0.17  ( 0.24 )      0.01  ( 0.20 )      4.31  ( 4.28 )

   2  0  4      0.42  ( 0.62 )      0.08  ( 0.50 )      0.91  ( 1.17 )

표 9.3.2 에는 산란벡터 방향이 항상 각각 시료의 ND, RD, TD 와 일치

한  θ-2θ scan 회절상에 대해 추출한 POF 값을 실었다. 괄호 안의 값은 

비교를 위해 popLA[9-27]를 사용하여 조화함수법에 의해 계산한 극점도로

부터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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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3.3 시료방위를 고정한 경우의 POF(ND-up)

  h  k  l      2theta                   ND-up

                              RD//BD           TD//BD

   ------------------------------------------------

   0  0  2     41.710      0.09  ( 0.07 )      0.02  ( 0.01 )

   1  0  1     43.832      1.05  ( 1.05 )      1.09  ( 1.10 )

   1  0  2     57.909      0.33  ( 0.37 )      0.15  ( 0.16 )

   1  1  0     69.253      2.00  ( 2.01 )      1.88  ( 1.87 )

   1  0  3     77.619      0.12  ( 0.11 )      0.06  ( 0.05 )

   2  0  0     82.011      1.83  ( 1.80 )      2.05  ( 2.03 )

   1  1  2     84.217      0.93  ( 0.94 )      0.89  ( 0.87 )

   2  0  1     85.663      1.70  ( 1.66 )      1.79  ( 1.75 )

   0  0  4     90.798      0.02  ( 0.01 )      0.02  ( 0.01 )

   2  0  2     96.574      1.20  ( 1.21 )      1.16  ( 1.15 )

   1  0  4    103.248      0.03  ( 0.02 )      0.07  ( 0.04 )

   2  0  3    115.553      0.50  ( 0.52 )      0.61  ( 0.60 )

   2  1  0    120.449      2.05  ( 2.04 )      1.92  ( 1.94 )

   2  1  1    124.760      1.85  ( 1.83 )      1.79  ( 1.78 )

   1  1  4    131.275      0.07  ( 0.03 )      0.31  ( 0.29 )

   2  1  2    139.486      1.40  ( 1.39 )      1.41  ( 1.40 )

   1  0  5    143.083      0.01  ( 0.01 )      0.14  ( 0.13 )

   2  0  4    151.037      0.10  ( 0.10 )      0.37  ( 0.36 )

 표 9.3.4 시료방위를 고정인 경우의 POF(RD-up)

   h  k  l      2theta                   RD-up

                              TD//BD          ND//BD

   ------------------------------------------------

   1  0  0     38.303      0.08  ( 0.07 )      1.55  ( 1.55 )

   0  0  2     41.710      4.94  ( 4.95 )      0.32  ( 0.32 )

   1  0  1     43.832      0.45  ( 0.44 )      1.21  ( 1.21 )

   1  0  2     57.909      1.49  ( 1.48 )      1.05  ( 1.07 )

   1  1  0     69.253      0.15  ( 0.13 )      0.74  ( 0.70 )

   1  0  3     77.619      1.78  ( 1.76 )      1.27  ( 1.27 )

   2  0  0     82.011      0.35  ( 0.32 )      0.58  ( 0.57 )

   1  1  2     84.217      1.04  ( 1.05 )      1.08  ( 1.11 )

   2  0  1     85.663      0.60  ( 0.58 )      0.73  ( 0.71 )

   0  0  4     90.798      1.61  ( 1.64 )      1.71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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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96.574      1.06  ( 1.03 )      0.94  ( 0.93 )

   1  0  4    103.248      1.19  ( 1.18 )      1.99  ( 1.95 )

   2  0  3    115.553      1.21  ( 1.18 )      1.15  ( 1.13 )

   2  1  0    120.449      0.97  ( 1.00 )      0.13  ( 0.09 )

   2  1  1    124.760      1.08  ( 1.05 )      0.15  ( 0.14 )

   1  1  4    131.275      0.81  ( 0.78 )      1.70  ( 1.72 )

   2  1  2    139.486      1.15  ( 1.14 )      0.20  ( 0.20 )

   1  0  5    143.083      0.35  ( 0.33 )      3.57  ( 3.55 )

   2  0  4    151.037      0.64  ( 0.64 )      1.36  ( 1.37 )

 표 9.3.5 시료방위를 고정한 경우의 POF(TD-up)

   h  k  l      2theta                  TD-up

                             RD//BD           ND//BD

   ------------------------------------------------

   1  0  0     38.303      0.07  ( 0.07 )      1.54  ( 1.52 )

   0  0  2     41.710      3.75  ( 3.71 )      0.02  ( 0.00 )

   1  0  1     43.832      0.40  ( 0.38 )      1.18  ( 1.15 )

   1  0  2     57.909      1.70  ( 1.66 )      0.88  ( 0.87 )

   1  1  0     69.253      0.08  ( 0.08 )      0.74  ( 0.74 )

   1  0  3     77.619      1.73  ( 1.70 )      1.04  ( 1.02 )

   2  0  0     82.011      0.15  ( 0.13 )      0.36  ( 0.37 )

   1  1  2     84.217      1.23  ( 1.26 )      1.37  ( 1.38 )

   2  0  1     85.663      0.56  ( 0.54 )      0.72  ( 0.71 )

   0  0  4     90.798      0.41  ( 0.45 )      0.48  ( 0.53 )

   2  0  2     96.574      1.24  ( 1.24 )      1.09  ( 1.08 )

   1  0  4    103.248      0.82  ( 0.83 )      1.57  ( 1.63 )

   2  0  3    115.553      1.30  ( 1.27 )      1.32  ( 1.32 )

   2  1  0    120.449      1.04  ( 1.02 )      0.06  ( 0.04 )

   2  1  1    124.760      1.19  ( 1.18 )      0.10  ( 0.12 )

   1  1  4    131.275      0.63  ( 0.62 )      1.92  ( 1.94 )

   2  1  2    139.486      1.42  ( 1.42 )      0.16  ( 0.17 )

   1  0  5    143.083      0.03  ( 0.02 )      3.61  ( 3.58 )

   2  0  4    151.037      0.37  ( 0.36 )      1.40  ( 1.44 )

HRPD 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한 방위에 고정하고 회절상을 얻을 경우 

검출할 수 있는 결정면들의 수는 결정상수와 함께 중성자 빔의 파장에 의

존한다. 표 9.3.3-5 에는 파장 1.834Å, Zr 의 결정상수 a = 3.2276 A, c 



- 608 -

= 5.1516Å인 경우에, 사방대칭 집합조직을 가정한 육방결정 Zr 의 6 가

지 서로 다른 시료방위에 대해 계산한 POF 값을 실었다. 포기로 표 9.3.4 

에서 ND-up, TD//BD 는 정육면체 시료의 ND 방향 모서리가 시료대에 수직

하게 위로 향하고, TD 방향은 빔 방향과 나란하도록 고정된 시료의 방위

를 뜻한다. 

  표 9.3.6 시료를 ND, RD, TD 주위로 회전시킨 경우의 POF  

h  k  l    2theta                   Spin axis  

                          ND             RD           TD

   ----------------------------------------------------

   1  0  0   38.303     2.02 (2.02)     0.76 (0.75)     0.72 (0.71)

   0  0  2   41.710     0.05 (0.05)     2.52 (2.52)     1.83 (1.82)

   1  0  1   43.832     1.09 (1.09)     0.82 (0.82)     0.81 (0.80)

   1  0  2   57.909     0.25 (0.26)     1.09 (1.12)     1.08 (1.09)

   1  1  0   69.253     2.01 (2.01)     0.63 (0.61)     0.83 (0.84)

   1  0  3   77.619     0.11 (0.10)     1.50 (1.49)     1.39 (1.37)

   2  0  0   82.011     2.02 (2.02)     0.76 (0.75)     0.72 (0.71)

   1  1  2   84.217     0.89 (0.88)     0.76 (0.76)     0.88 (0.89)

   2  0  1   85.663     1.69 (1.67)     0.77 (0.76)     0.74 (0.72)

   0  0  4   90.798     0.05 (0.05)     2.52 (2.52)     1.83 (1.82)

   2  0  2   96.574     1.09 (1.09)     0.82 (0.82)     0.81 (0.80)

   1  0  4  103.248     0.08 (0.07)     1.73 (1.74)     1.53 (1.54)

   2  0  3  115.553     0.53 (0.54)     0.94 (0.93)     0.95 (0.94)

   2  1  0  120.449     2.04 (2.04)     0.67 (0.65)     0.80 (0.79)

   2  1  1  124.760     1.83 (1.82)     0.68 (0.67)     0.80 (0.79)

   1  1  4  131.275     0.18 (0.17)     1.20 (1.21)     1.19 (1.21)

   2  1  2  139.486     1.40 (1.39)     0.71 (0.70)     0.80 (0.81)

   1  0  5  143.083     0.06 (0.06)     1.92 (1.91)     1.64 (1.63)

   2  0  4  151.037     0.25 (0.26)     1.09 (1.12)     1.08 (1.09)

시료대에 수직한 회절기의 주축 주위로 시료를 회전시켜 얻은 회절상

에 대한 POF 값을 회전축이 각각 ND, RD, TD 와 일치한 경우의 POF를 표 

9.3.6에 실었다. 

(3)Profile fitting 

FCD 로 집합조직 측정을 마친 동일한 Zricaloy 시료를 HRPD 장치에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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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측정한 회절상을 위의 POF 값을 적용하여 Rietveld profile fitting 

한 결과를 표 9.3.7과 그림 9.3.5-10에 보 다. 이들의 집합조직 해석은 

모두 WIMV 법에 따른 경우이며, 조화함수법에 의한 해석결과와 차이는 무

시할 정도로 작았다. ND-up 인 두 시료방위로 고정한 경우 RB, χ2 값은 

만족스러울 만정도로 낮은 반면에 RD-up 과 TD-up 시료방위의 경우에는 

훨씬 높다. 그 한 원인은  시료의 실제 RD, TD 방향이 정육면체의 모서리

와 나란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한 편, 시료회전의 경우에는 ND, 

RD, TD 어느 방향이 회전축이 되어도 fitting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다. 

이 것은 회전에 의해 시료통계(sample statistics)가 향상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9.3.7 Rietveld 해석결과

      시료 설치조건    RB     χ
2
    Rwp        결정상수(a, c)

 시료

 회전 

     ND-axis    2.48    1.81   14.0  3.2287(1)  5.1525(3)  

     TD-axis    3.0    1.94   14.5  3.2276(1)  5.1481(1) 

     RD-axis    3.38    1.82   13.9  3.2279(1)  5.1477(1) 

 시료

 고정

 ND-up & BD//RD    3.0    2.4   16.6  3.2284(1)  5.1527(4)

 ND-up & BD//TD    3.3    1.92   14.6  3.3375(1)  5.1523(3)

 RD-up & BD//TD    7.85    2.79   17.8  3.2281(1)  5.1517(2)

 RD-up & BD//ND    9.53    3.27   17.8  3.2253(1)  5.1466(1)

 TD-up & BD//RD   18.0    5.5   24.4  3.2287(1)  5.1522(3)

 TD-up & BD//ND    4.8    2.17   14.2  3.2255(1)  5.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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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5 ND 축 회전 중성자 회절상의 Rietveld 해석 

그림 9.3.6 TD 축 회전 중성자 회절상의 Rietvel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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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7 ND-up & BD//RD방향 중성자 회절상의 Rietveld 해석 

그림 9.3.8 ND-up & BD//TD방향 중성자 회절상의 Rietvel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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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9 RD-up & BD//TD방향 중성자 회절상의 Rietveld 해석 

그림 9.3.10 TD-up & BD//RD방향 중성자 회절상의 Rietveld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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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논의 및 결론 

원래 분말회절 강도의 보정인자들 중 하나로 도입되었던 우선방위인자

(preferred orientation correction)를 극점도의 극 도(pole density)로 

대치하면, 분말 대신 강한 집합조직을 가진 고체상의 공업용 시료에도 

Rietveld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성자를 이용하여 

FCD 로 집합조직을 측정한  1.5 x 1.5 x 1.5 cm 3 크기 정육면체 모양의 

Zircaloy 판재시료를 HRPD 에 옮겨 얻은 회절상을 Rietveld profile 

fitting 하여, 시료를 일정 방위에 고정한 경우에 RB=3.0, χ2=2.4, 그리

고 시료를 회절기의 주축 주위로 회전시킨 경우에 RB=2.48, χ2=1.81 까

지 이르는 훌륭한 fitting 결과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시료를 일정방위

에 고정한 다른 여러 경우에는 fitting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 원인은 

시료자체의 결함 또는 mounting 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분말 

보다 훨씬 더 정 한 시료의 준비와 취급이 필요한 것을 암시한다. 극

도를 얻기 위해 선행한 시료의 ODF 해석은 WIMV 법과 조화함수법에 따라 

수행했으나 마지막 fitting 결과의 차이는 무시할 정도로 작았다.  

이 고무적인 결과는 집합조직측정을 선행하여 정 한 극분포를 얻으면 

강한 집합조직을 가진 고체상 다결정재료일지라도 분말처럼 Rietveld 방

법을 잘 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집합조직을 갖는 공업재료의 결정 구조 해석 및 정량 상분석 기술 개발 

가. 서론

중성자 산란법은 중성자의 큰 투과력과 연구용 원자로에서 얻을 수 있

는 넓은 빔 단면적 때문에 물질의 정적, 동력학적 특성연구에 많이 이용

되어 왔으며, 특히 큰 시료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정 한 집합조직을 측정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물질의 이방성 연구에도 많이 응용되었다

[9-28]. 그러나, 중성자를 사용한 결정의 구조적 특성연구의 경우, 분말

시료(powder sample)가 아닌 우선방위(preferred orientation)를 가지는 

재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절무늬는 시료의 집합

조직 효과로 인하여 이들의 결정구조 해석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분말시

료의 경우, 결정구조 해석을 위하여 Rietveld 정련법(Rietveld 

refinement)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여러 가지 종류의 정련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 사용중에 있다[9-28,9-19]. 그러나, 분말시료가 아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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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방위를 가지는 시료의 경우, 기존의 Rietveld 정련법에 대한 수정이 필

수적이다. 이들 효과에 대한 보정으로서 최근 중성자 회절무늬 해석에 

Rietveld 정련법(Rietveld refinement)에 기초를 둔 교정방법이 개발, 사

용되고 있다[9-18]. 이 방법은 시료의 집합조직 효과를 중성자를 사용하

여 측정함으로써 회절무늬의 구조적 특성 연구에 집합조직 효과를 첨가하

는 방법으로, 일정한 시료 방향의 회절무늬에 대한 집합조직의 효과는 대

응하는 방향의 반전극점도의 극 도에 비례한다는 간단한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Choi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Rietveld 

정련법의 응용이 Cubic 시료에 제한되었고, 또한 실제로 다중상을 포함하

는 많은 여러 시료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며, 응용 범위도 hexagonal, 

orthorhombic 시료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료의 제조과정

에 따라 달라지는 시료의 집합조직의 형성이 Rietveld 정련법에 미치는 

향, 다중상시료의 정량 상분석의 정 도 해석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회절법을 사용하여 제조과정이 각각 다

른 압연 Al 판재(Al-sheet)와 육방정계인 Zr 압연 판재 및 다중상 시료인 

SUS304L 시료에 대한 회절무늬 해석에 있어 Rietveld 정련법과 집합조직

과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서 시료의 집합조직이 결정의 구조 해석에 쓰이는 

Rietveld 정련법에 미치는 향 및 보정 효과에 대한 연구을 하 다. 또

한 집합조직을 갖는 Al 판재와 SUS316L 판재를 의도적으로 혼합한 표준시

료에 대한 Rietveld 해석법으로 정량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집합조직이 발

달한 시료에 대해서도 정량분석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 다. 그리고, 

집합조직의 특성이 각각 다른 시료에 대하여 Rietveld 정련법을 적용하므

로서 Choi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수정, 확장된 Rietveld 정련법의 특성

을 조사하 으며, 시료를 회전하면서 중성자 회절무늬를 측정하여 우선 

방위를 보정하는 Rietveld 해석법을 제안하 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수

정, 보완된 Rietveld 정련법의 장, 단점을 간단히 논의하 다.  

나. Rietveld 정련법

1960년도 후반 Rietveld에 의해 제안된 물질의 구조해석법은 분말시료

의 전체 회절무늬를 이론적으로 조립하여, 측정한 분말 회절무늬와의 차

이를 비교함으로서 물질의 구조적 특성을 찾는 방법이다. 특히 Rietveld 

정련법은 전체 회절무늬을 사용하므로 피크 겹침이 심한 복잡한 회절상을 

갖는 경우에도 상당한 정 도를 가지고 단위세포 변수들을 정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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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정련시 우선방위 (집합조직의 효과) 또는 소멸의 효과가 감

소되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여러상을 가진 다중상 시료에 대하여 회절무

늬에 대한 각기 성분의 기여를 모델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분말 시료의 제작이 어려운 시료의 경우, 즉 우선방위분

포 또는 집합조직의 효과과 큰 시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말 시료에 대

하여 개발된 Rietveld 정련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수정 또한 

보완이 불가피하다.

최근 Choi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우선방위분포를 가지

는 시료에 대한 Rietveld 구조해석법은 실험장치의 특성(회절장치의 특

성, 즉 장치의 분해능, 피크형상함수(peak shape function)등과 같이 실

험장치에 의존하는 함수), 시료 물질의 구조 매개변수 및 시료의 집합조

직 발달정도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회절무늬를 맟추는 방법으로, 기본적

으로 회절무늬의 i-번째 단계의 관측강도 y i 및 계산강도 y cl 에 각 스

텝의 강도 i 에 부여한 가중치 함수 ω i 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9-19]

R(x)=∑
i
ω i [y i-y cl (x)]

2   

  (9.4.1)

대부분의 중성자 회절무늬에서와 같이 여러개의 상(multi-phase)을 가

진 다결정의 i-번째 위치의 회절강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 i=c ∑j
 ∑
k
 [s j L jk J jk P jk F

2
jk G(2θ i-2θ jk)]A i+B i (9.4.2)

여기서, c 는 실험장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수이며, 아랫첨자 i 는 

산란각 위치를, j 은 j-번째 상을, k 은 각상의 k-번째 반사면을 각

각 나타낸다. 변수 s j , L jk, J jk, P jk 와 F jk 는 각각 축적인자, j-

번째상의 k-번째 반사에 대한 Lorentz인자, 다중도, 우선방위를 나타내

는 인자, 결정의 구조인자를 나타내며, 그리고 A i 와 B i 은 i-번째 

산란위치에서 흡수인자와 배경강도를 나타낸다. 또한 해석의 신뢰도는 

χ2 =
∑
i
ω i[y i-y ci]

2

N-P

RB =
Σ |I i- I ci|

Σ|I i|
 ×100

로 나타내며, 여기서 N는 관측 자료 점의 수이며, 그리고 P는 정련

하고자 하는 변수의 수이다. 이 방법은 식(9.4.1)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한 시료 방향의 회절무늬에 대한 집합조직의 효과에 대응하는 방향의 반

전극점도(inverse pole figure)의 극 도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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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회절무늬를 나타내는 함수 G(2θ i-2θ jk)는 대부분 분말시료의 

중성자 회절무늬에 대한 규격화된 Gaussian 또는 Lorentzian 으로 표시되

며 중성자 회절장치의 콜리메타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중성자 실험장

치의 분해변수, 단색화 결정의 mosaic spread와 단결정에 대한 산란각에 

의존한다. 그리고 각 상의 하중은 각 상의 변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W j=
s jZ jM jV j

∑
j
s jZ jM jV j                             (9.4.3)

 여기서, m, Z, M 과 V 은 j-번째 상의 질량, 단위세포당 

formular 의 수, 단위 formular당 질량, 그리고 단위 세포의 부피이며,

s j= m j/Z jM jV j 이다.  

다. 실험방법 

(1) Al 압연 시료   

시료는 두께가 6.4mm이고 Al이 99.50%이상 함유된 열관 압연한 상용 

Al-1050을 롤지름이 150mm인 실험실용 압연기에서 냉간압연하여 최종 압

연가공도 90%까지 일정 압하율(14.4%)로 상온에서 제조하 다. 또한 압연 

시 마찰에 의한 두께 층에서의 불균일 집합조직형성에 의한 효과를 고찰

하기 위하여 무윤활 혹은 윤활상태에서 압연하 다.[9-29] 

중성자 산란법을 이용하여 Al 판재에 대한 회절무늬를 얻기 위하여 시

편은 압연된 판재를 12mm x 12mm로 절단한 후 높이 12mm를 갖는 입방형태

로 접착하여 사용하 다. 측정은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원자로의 ST-2 

빔 포트(beam port)에 설치되어 있는 중성자 4축 단결정회절장치(four 

circle diffractometer, FCD)를 사용하 으며, 이때, 파장은 λ=0.9947Å

이다. Al 판재들에 대한 중성자 회절무늬는 Al의 결정구조(Fm3m)가 잘 알

려져 있기 때문에 중성자 회절장치의 여러가지 인자들을 고려하여 회절무

늬를 2θ=20 0∼65 0 범위 내에서 0.1 0 간격으로 2θ:θ scan하여 측정하

고, 시료의 방향은 압연(RD: rolling direction)방향과 횡(TD: 

transverse direction)방향에 고정하여 측정하 다. 또한 회절 무늬의 우

선 방위 보정에 필요한 시료의 극점도 측정은 투과법(transmission 

method)을 이용하여 0∼90
0와 0∼3600까지의 완전 극점도를 50 간격으로 

측정하 으며, 극점도는 Al 결정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111}, {200}, 

{220} 3개의 면에 해당하는 극점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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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r 압연 시료 

 Zr 시료는 원자로 핵연료봉에 사용되는 상용 재료로 제조 공정에 대

해서는 알지 못한다. 중성자 산란법에 의해서 시료의 회절 무늬 및 극점

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께가 2mm인 시편을 10mm x 10mm로 잘라 10mm x 

10mm x 10mm의 입방 형태로 레이저 용접하여 만들었다. 시료의 극점도 측

정은 FCD장치에서 투과법을 이용하여 0∼900와 0∼3600까지의 완전 극점도

를 5
0
 간격으로 측정하 으며, 극점도는 Zr의 대칭도를 고려하여 {10.0}, 

{00.2}, {11.0}, {10.1},{10.2}의 5개 면에 대해서 완전 극점도를 측정하

다. 중성자 회절 무늬 측정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고분해능중성자 분말

회절장치(HRPD)를 이용하여 단색화 결정 Ge(335)에서 얻어진 1.834Å 파

장으로 시료를 회전하면서 2θ=0 0∼160 0 범위 내에서 0.05 0 간격으로 

2θ scan하여 분말회절 무늬처럼 측정하 고, 시료의 회전축은 법선 방향, 

압연 방향과 횡 방향에 고정하여 측정하 다. 

(3) SUS304L 압연시료 

SUS304L 시료는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로 구성된 2상 재료이다. 상

용 재료로써 제조 공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나, 열간 압연(Hot 

band) 재료에는 99%이상 오스테나이트로 구성된 시료이나 이를 압연하면 

변형유기 알파 마르텐사이트 상(BCT)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압연에 따른 집합조직 및 상변태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열간 압연시료 

및 78%로 압연한 시편을 10mm x 10mm로 잘라 쌓아 10mm x 10mm x 10mm의 

입방 형태로 접착하여 만들었다. 극점도 측정은 FCD장치에서 투과법을 이

용하여 0∼900와 0∼1800까지의 완전 극점도를 50 간격으로 측정하 으며, 

극점도는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피크가 중첩되지 않는 각 상의 대칭도

를 고려하여 페라이트는 {110}, {200}, {220}의 3개 결정면을, 오스테나

이트는 {200}, {220}, {311} 3개 결정면에 대해서 완전 극점도를 측정하

다. 중성자 회절 무늬 측정은 HRPD를 이용하여 단색화 결정 Ge(335)에

서 얻어진 1.834Å 파장으로 시료를 회전하면서 2θ=0
0∼160 0 범위 내

에서 0.05 0 간격으로 2θ scan하여 분말회절 무늬처럼 측정하 고, 시료

의 회전축은 법선 방향에 고정하여 측정하 다. 또한 FCD와 HRPD 장치에

서의 측정 정 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FCD 장치에서 회절무늬를 

2θ=21
0
∼90

0 범위 내에서 0.1
0 간격으로 2θ:θ scan하여 측정하 고, 

시료의 방향은 법선, 압연과 횡방향에 고정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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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과 및 고찰 

(1) 집합조직을 갖는 단일상 시료의 Rietveld 해석 

윤활 상태에서 처리된 입방정계인 Al 판재에 대한 측정 결과와  분말

시료의 결정구조 해석을 위하여 Rodriguez-Carvajal에 의하여 개발된 

FullProf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림 9.4.1(a)에 나타내었

다[9-19]. 그림 9.4.1(a)의 회절상의 작은 원(open circle)은 중성자 회

절장치로 측정한 실험치를, 실선은 FullProf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

를, 회절무늬 사이의 피크 위치는 Bragg 위치를, 그리고 하단의 실선은 

실험치와 계산치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9.4.1(a)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치와 계산치 간에는 상당한 불일

치도가 있으며 그들의 오차 또한 상당히 크다. 이 불일치는 각 결정방향

에 대한 시료의 우선방위분포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집합조

직의 발달을 무시할 수 있는 분말시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일치도가 

기대된다. 그림 9.4.1(b)에는 압연방향에 대한 시료의 집합조직 효과를 

고려한, 즉 우선방위을 가지는 시료에 대하여 Choi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

여 수정, 보완된 FullProf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실험치와 

함께 나타내었으며, Choi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수정, 보완된 해석 프

로그램은 분말시료의 결정구조 해석을 위하여 Rodriguez-Carvajal에 의하

여 개발된 FullProf 프로그램속에 시료의 집합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P jk 인자를 FullProf의 부프로그램(subprogram)에 첨가한 프로그램이다. 

시료의 집합조직 발달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그림 9.4.2의 시료

의 집합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 반전극점도를 사용하 다. 시료의 반전극

점도는 시료의 극점도(pole figure)를 측정하여 계산하 다. 중성자의 경

우, X-선 측정법과는 달리 투과법을 이용하며, 판재 내부의 투과되는 모

든 결정립들에서 회절이 일어나므로 시료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극점도 

측정이 이루어진다. 집합조직의 해석은 개인용 컴퓨터(PC)에서 계산이 가

능하도록 제작된 BEARTEX(Berkeley Texture Pacage)을 사용하여 압연방향

과 횡방향에 대한 반전극점도를 계산하 다[9-29]. 반점극점도는 Al 결정

의 공간대칭성(Fm3m)을 고려하여 반전극점도의 1/24에 해당하는 반전극점

도만을 그림 9.4.2에 나타내었다. 집합조직의 발달은 그림 9.4.2의 반전

극점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112}<111>∼{123}<634>방위에서는 

높은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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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1  Al 안연시료의 Rietveld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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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2. Al 압연판재의 반전 극점도

이것 또한 그림 9.4.1(a)의 시료의 회절무늬로부터 알 수 있다. 즉, 

우선방위 효과에 의하여 특정한 2θ에 대한 회절무늬 강도가 큰 반면 다른 

2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절무늬의 강도가 떨어진다. 구조 해석에서는 

Al에 대한 중성자의 투과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료의 흡수 효과, 시료 

모양에 의한 투과 효과 및 결정변형(strain)효과는 무시하 으며, Al 원

자의 열진동 인자는 등방성으로, 회절피크의 형상인자는 Gaussian으로 가

정하 다. 또한 해석에는 시료 입사 주 파장 λ=0.9947Å외에 단색화 결

정의 미소 변형에 기인한 약 25%의 λ=0.9847Å 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

하 다. 표 9.4.1에는 반전극점도에서 얻어진 윤활 및 무윤활 Al 압연시

료에 대한 각 (hkl)에 대한 우선방위 보정 인자를 해석 결과에서 얻어진 

결정 상수와 함께 나타내었다.

표 9.4.1 Al 압연 판재의 반전 극점도로터 얻어진 우선방위 보정인자.

       윤활시료        무윤활 시료 

     RD      TD       RD     TD

 격자상수 a(Å)
   

4.0345(15)

  

4.0342(14)
  4.0349(14)

   

4.0373(1)

  회절면(hkl)      우선 방위 보정 인자     

      111     1.85     1.44      1.24     0.98 

      002     1.89     1.77      1.42     1.66

      022     0.15     2.25      0.84     1.73

      113     1.61     0.68      1.58     0.77

 

계산에 있어서 시료들의 회절무늬에 대한 구조 해석의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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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그림 9.4.1(a)과 비교하여 볼 때, 그림 

9.4.1(b)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그림 9.4.1(b)의 결과

는 일정한 시료 방향의 회절무늬에 대한 집합조직의 효과가 대응하는 방

향의 반전극점도의 극 도에 비례한다는 단순한 가정에 기초를 둔 Choi와 

그의 동료들의 보정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횡방

향에 대한 결과를 그림 9.4.3에 나타냈으며 이 결과 또한 그림 9.4.1(b)

와 비슷한 해석 신뢰도를 보이며, 이 그림 또한 우선방위에 대하여 보정

을 한 이론이 실험치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림 9.4.3 Al 판재의 횡방향 회절무늬 대한 Rietveld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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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해석 결과는 Choi와 그의 동료들의 보정 이론이 입방정계에

서 매우 타당함을 알 수 있으나, 시료 결정계가 다른 육방정계에 대해서

는 검증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Choi 등의 보정 이론에 따라 육

방정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Fullprof 코드의 부 프로그램을 수정하 으

며, Zr 압연 시료에 대해서 횡 방향에 대한 중성자 회절상을 측정하여, 

Zr 압연 시료의 극점도(그림 9.4.4)부터 계산된 반전극점도로부터 집합조

직 효과를 보정하 다. 그림9.4.6은 Zr 압연시료의 횡 방향에 대해 집합

조직의 효과가 고려된 해석 결과로 입방정계 Al 시료에서와 같이 실험치

와 상당한 일치도를 보이고 있어 육방정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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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4. Zr 압연판의 극점도       그림 9.4.5. Zr 압연판의 평균극점도  

그림 9.4.6 Zr 압연판의 횡방향 측정 중성자 회절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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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료의 중성자 회절 측정은 통상의 분말회절 측정처럼 시료의 임의 

방향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하면서 측정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그림 9.4.4의 Zr 압연 집합조직을 그림 9.4.5와 같이 섬유 집합조직화하

여 측정하는 것으로, 중성자 회절 무늬를 2θ:θ 스텝 모드로 측정하는 대

신에 단순히 2θ 스텝 모드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회

절장치를 이용한 다상 시료의 정량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도 

Choi 방법과 동일하게 집합조직 효과를 측정 섬유집합조직의 반전 극점도

로부터 보정 해야 한다. 그림 9.4.7(a)는 Zr 압연시료의 법선 방향을 회

전축으로 하여 회전하면서 HRPD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집합조직 효과는 보

정하지 않고 Fullprof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회절상의 작은 

원은 측정 데이타를, 실선은 Fullprof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을 나타

낸 것으로 실험치와 이론치가 매우 큰 불일치도(χ2= 58.4, RB = 78.5)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 9.4.7(b)에는 측정 섬유집합조직으로부터 계산

한 반전극점도로부터 시료의 집합조직 효과를 고려한 해석결과로 χ
2
= 

1.8, RB =2.5로서 상당한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선 방위를 가

지는 시료에 대해서 임의 방향을 회전축으로 회전하면서 회절 무늬를 측

정하고 측정 섬유 집합조직의 극점도로부터 반전 극점도를 계산하여 우선 

방위를 보정하는 방법이 매우 타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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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선방위 보정 안함

                       (b) 우선방위 보정함 

  그림 9.4.7. Zr 압연판의 법선방향을 회전축으로 측정된 회절상 

(2) 집합조직을 갖는 다중상 시료의 Rietveld 해석 

다중상 시료의 경우 각 상들에 대한 정 한 구조 해석 및 정량분석을 

위해서는 고분해능 중성자회절장치를 이용한 회절 무늬 측정이 바람직하

다. 집합조직을 갖는 다중상 시료에서는 Rietveld 해석도 기본적으로 단

상 시료의 해석법과 동일하며 단지 모든 각 상들의 우선 방위 효과를 보



- 625 -

정해야 한다. 즉, 일정한 시료 방향 또는 회전축에 수직한 방향의 회절무

늬에 대한 집합조직 효과는 대응하는 방향의 반전 극점도의 극 도에 비

례한다. 그림 9.4.8(a)는 SUS304L의 열간 압연시료(hot band)를 HRPD 장

치를 이용하여 법선 방향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하면서 측정된 중성자 

회절 무늬이다. 이 시료는 Rietveld 해석 결과 집합조직이 아주 미세하게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알파 페라이트가 0.6wt% 함유된 거의 순

수한 감마 오스테나이트 재료이다. 그림 9.4.8(b)는 이 시료를 78%로 압

연한 경우에 위와 동일 방법으로 측정된 중성자 회절 무늬로, 우선방위 

효과를 보정하지 않은 Rietveld 해석 결과로 오스테나이트상 외에 상당히 

많은 량의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상(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보다 

정 한 해석을 위해서는 각 상들의 극점도를 측정하여 우선 방위 효과를 

보정 해주어야 한다. 그림 9.4.9는 페라이트상의 {110}, {200}, {211} 결

정면의 측정 및 계산 극점도와 이로부터 계산된 3차원 방위분포함수(ODF)

를 나타낸 것으로 γ와 α- fiber가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4.10은 오스테나이트상의 {200}, {220}, {311} 결정면의 측정 및 계산 

극점도와 이로부터 계산된 3차원 방위분포함수(ODF)를 나타낸 것으로 β- 

fiber가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4.11은 그림 9.4.8(b)의 회

절상을 각 상의 극점도로부터 계산된 반전 극점도로 보정한 경우에 

Rietveld 해석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χ
2
= 2.9 로서 측정치와 이론치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오스테나이트의 무게 분율이 18.9wt%임을 알 

수 있다. 또한 Choi등이 제안한 해석법과의 비교를 위해서 78%압연 

SUS304L 시료에 대해서 FCD 장치를 이용하여 법선, 압연 및 횡 방향에 대

한 중성자 회절상을 측정하여 그림 9.4.12(a)에 비교하 으며, 그림 

9.4.12(b)는 법선 방향에서의 우선 방위 효과를 고려한 Rietveld 해석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 경우 해석의 신뢰도는 χ2= 2.2로 측정치와 이론치

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오스테나이트의 무게 분율은 

16.9wt%로 HRPD 장치로 측정된 결과보다 약 10%적게 나타났다. 표 9.4.2

에는 SUS304L의 열간 압연시료 및 78% 압연시료에 대한 측정 방법에 따른 

Rietveld 해석 결과를 요약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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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4.2. SUS304L 시료의 Rietveld 해석결과 

   측정시료  Austenite   Ferrite     χ
2

  FCD  SUS304L 78% 압연   16.9(0.6)  83.1(2.9)    

      RB   4.5   8.0    2.2

  HRPD  SUS304L 78% 압연  18.9(0.3)  81.1(0.6)   

      RB  11.7   2.8    2.9

  HRPD  SUS304L Hot Band  99.4(0.9)   0.6(0.07)

      RB   2.2  31.7    1.9

해석 결과는 FCD를 이용한 경우나 HRPD를 이용한 경우에 크게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해석의 오차에서 HRPD에서 측정한 데이터에서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HRPD가 FCD보다 피크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한 

고분해능 장치이며, 또한 회절 피크의 산란 강도가 충분한 통계적 오차를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일정한 시료 방향의 회절무늬에 대한 집합조

직의 효과가 대응하는 방향의 반전극점도의 극 도에 비례한다는 단순한 

가정에 기초를 둔 Choi와 그의 동료들의 보정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정 이론을 일정 시료 방향을 회전축

으로 하여 시료를 회전하면서 분말회절 무늬처럼 측정하고 이를 측정 섬

유집합조직의 극점도로부터 반전 극점도를 계산하여 보정하는 방법에 적

용할 수 있음을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합조직을 갖는 공업재료의 

구조 해석 및 정량 상분석 시에 전 측정 과정이 HRPD과 같은 고분해능 장

치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타 방법보다도 매우 경쟁력이 있는 측정 및 정

 해석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마. 결론

중성자 산란법을 사용하여 제조 과정과 집합조직 발달 현저히 다른 압

연 Al 판재와 Zr 판재에 대한 회절무늬의 해석에 있어 Rietveld 정련법과 

집합조직과의 관계를 연구하므로서 시료의 집합조직이 결정의 구조 해석

에 쓰이는 Rietveld 정련법에 미치는 향 및 보정에 대한 연구을 하

다. 그리고, 집합조직을 갖는 2상 재료인 SUS304L 시료에 대해서 우선 방

위가 보정된 Rietveld 정련법을 적용하여 다중상 시료의 결정구조 해석 

및 정량분석법에 대해서 연구하 다. Al 및 Zr 결정구조 해석을 위하여 

우선 방위를 가지는 시료에 대하여 Choi의 해석 코드를 육방정계까지 해

석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된 Rietveld 정련법을 사용하 으며, 계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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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치와 비교하여 상당히 좋은 일치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정 시료 

방향을 회전축으로 수직한 결정면들의 평균 회절상을 측정하고 이들의 우

선 방위를 보정하는 방법 역시 단일상 또는 2상 시료에서도 실험치와 이

론치가 상당히 일치함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수정, 보완된 Rietveld 

정련법 역시 강한 집합조직의 특성을 지닌 시료에 대하여서 응용할 수 있

음을 보이고 있다. 그 반면, 우선방위의 보정을 위하여 시료의 반전극점

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정확한 극점도의 측정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

다. 그러나 새롭게 제안된 시료를 회전하면서 측정하는 방법은  HRPD과 

같은 고분해능 장치에서 극점도와 회절상을 한 실험 배치에서 측정할 수 

있어 강한 집합조직을 갖는 공업재료의 결정 구조 해석 및 정량 상분석에 

타 방법보다도 매우 경쟁력이 있는 측정 및 정  해석 방법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방법들은 식(9.4.2)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한 시료 방향의 회

절무늬에 대한 집합조직의 효과가 대응하는 방향의 반전극점도의 극 도

에 비례한다는 간단한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또한 실험치와 비교에

서 알 수 있듯이 이 가정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론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방법은 Rietveld 정련법을 통한 실제 공업 재료의 입자 

크기, 변형률의 연구 및 최근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회절무늬로부터 시

료의 집합조직의 예언 등에도 이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

다.[9-17,9-19.9-20]

5. 단결정 측정/해석 기술 개발

결정구조해석을 위한 모든 과정이 자동화․상업화 되어있는 X-선 회절

장치와는 달리 중성자를 이용한 단결정 회절실험에서는 대부분 자체적으

로 독자적인 실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단결정 구조해석을 위해서 

요구되는 수많은 회절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모드의 개

발과 측정된 회절강도를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입력파일로 사용하기 위해 

흡수 보정을 포함한 모든 보정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전처리 프로그램

은 원자로와 장치특성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중성자 단

결정 회절기법의 실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FCD를 이용한 중성자 회절 실

험의 운용 능력을 확보하 다.

본 항에서는 FCD의 장치 구성과 특성을 간단히 소개하고 단결정 측정

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 다. 두 개의 회절면 측정 후 방위행렬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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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머지 Ewald구 이내의 반사면들의 설정각을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REFINE, FCD 장치기하를 고려하여 완성한 windows 환경에서 작동되는 장

치구동 및 중성자 계측 프로그램 SXD,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는 프

로그램 DATBKG와 DATRED 소개하 다. 단결정 구조해석 소프트웨어 

SHELX-97과 ORTEP-III의 사용법을 간단히 설명하 다. 마지막으로 실제 

실험 시에 도움이 되도록 단결정 구조해석을 위한 측정과 해석 절차를 요

약하여 도표화하 다.

가.측정의 이론적 배경

(1) 장치 기하

4축 회절계의 원리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9-31]. 그림 9.5.0은 장치의 주축이 수직을 이루고 있는 FCD의 도식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결정에 관한 3개의 회전각과 검출기에 대한 1개의 

회전각이 존재한다. 입사빔은 주축에 수직인 수평면 위에 놓여 있고 장치

의 중심에 위치한 시료를 향하고 있다. 검출기 또한 수평면에 놓여 있어 

주축 주위를 일정한 반경으로 회전하며 입사빔의 역방향과 180°-2θ의 각

을 이루고 있고, 이 각의 이등분선이 회절벡터의 방향이 된다. 장치의 주

축은 2θ축이 되고, χ축은 수평면위에 놓여 있으며 입사빔의 방향과 θ+ω의 

각을 이루고 있다. ω축은 2θ축과 일치하며, ω각은 χ원 면과 회절벡터 사

이의 각으로 정의한다. 고니오메터 헤드의 스핀들축에 대해 회전하는 φ축

은 장치의 주축과 χ각을 만들어 낸다. 검출기가 입사빔의 방향에 위치하

면 2θ각은 0°의 값을 가지며, 스핀들 축이 주축에 평행하면 χ=0°가 되고, 

χ원이 입사빔에 수직일 때 ω=0°가 된다. φ=0°의 위치는 임의로 잡을 수 

있어 결정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CD 각 축의 회전방향은 χ축의 경

우, ω=0°일 때 입사빔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반시계 방향

(counter-clockwise, CCW)의 회전이 양의 증가방향을 이루고 있고, φ 역

시 χ=0°의 값을 갖고 χ원의 위에서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의 회전에  대

해 양의 값을 갖게 된다. 이와 반대로 ω의 증가 방향은 시계방향

(clockwise,  CW)이며 2θ와는 증가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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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1 HANARO 4축 단결정 회절장치 기하

2θ

ω

φ

χ

Incident
Beam

Detector

(2) UB matrix

일반적인 역격자공간에서 역격자벡터 h의 성분은 역결정공간

(recirocal crystal space)에서 직교좌표계 hc로 다음과 같은 변환행렬 B

를 사용하여 변환시킬 수 있다[9-32].

(9.5.1) hc= Bh

여기서,

(9.5.2) B =
ꀌ

ꀘ

︳︳︳︳

ꀍ

ꀙ

︳︳︳︳

a
*
   b

*
cosγ

*    
    c

*
cosβ

*

  0    b
*
sinγ

*   
-c

*
sinβ

*
cosα

0       0            1/c  

x축은 a*와 평행하고, y축은 b* 와 c*의 평면에 놓여 있으며, z축은 그 평

면에 수직이 되도록 선택한다. FCD의 모든 장치 각도가 0°를 이루고 있

는 경우, x축은 회절벡터의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입사빔의 역방향으로 

y축이 놓여 있고  z축은 장치의 수직 방향을 하고 있다. φ계와 직교좌표

계 hc와의 관계는 직교행렬 U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9.5.3) hφ = U hc

직교행렬 U는 결정이 고니오메터 헤드위에 올려진 후 각 arc의 조정

에 의해 결정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방위행렬(orientation matrix)이라 한

다. 비슷한 방법으로 χ, ω, θ축들에 붙어 있는 세 개의 좌표계를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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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고, 모든 장치 각도가 0°를 이루고 있을 때 φ계에서의 좌표와 

일치한다. FCD의 각 좌표계간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φ축

의 양의 증가방향: CCW, χ: CCW, ω: CW).

(9.5.4) 

h χ = Rφhφ
hω = R χh χ
hθ = Rωhω

(9.5.5) 

Rφ=
ꀌ

ꀘ

︳︳︳

ꀍ

ꀙ

︳︳︳

cos φ - sin φ 0
sin φ   cos φ 0
0  0 1

R χ=
ꀌ

ꀘ

︳︳︳

ꀍ

ꀙ

︳︳︳

  cos χ  0 sin χ
 0  1 0
- sin χ  0 cos χ

Rω=
ꀌ

ꀘ

︳︳︳

ꀍ

ꀙ

︳︳︳

  cos ω sin ω 0
- sin ω cos ω 0
0 0 1

그러므로, 회절이 일어날 때의 벡터좌표는 아래의 변환행렬에 의해 표

현된다.

(9.5.6) h θ = F hφ      F=RωR χRφ

그림 9.5.1의 회절계에서 회절면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Bragg 방정식을 

만족하는 θ각을 필요로 하며 θ 좌표계에서 y축을 따라 놓여 있는 회절

벡터(diffraction vector)를 알아야 한다. 임의의 회절면이 아래와 같다

면,

(9.5.7) h=
ꀌ

ꀘ

︳︳︳

ꀍ

ꀙ

︳︳︳

h 
k 
l 

벡터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진다.

(9.5.8) d * = ( hc1
2 + hc2

2 + hc3
2 )

여기서, hc는 식 (9.5.8)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d
*는 다음의 Bragg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

(9.5.9) d *=
2sin θ
λ

이때, 회절계에서의 벡터 좌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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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 h θ =
ꀌ

ꀘ

︳︳︳︳

ꀍ

ꀙ

︳︳︳︳

d*

0
0

회절벡터의 방향을 갖는 단위벡터(unit vector) uφ는 식 (9.5.10)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9.5.11) uφ = R
T
φR

T
χR

T
ωuθ= R

T
φR

T
χR

T
ω

ꀌ

ꀘ

︳︳︳

ꀍ

ꀙ

︳︳︳

1
0
0

여기서, 기호 T는 전치행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9.5.12) uφ =
ꀌ

ꀘ

︳︳︳

ꀍ

ꀙ

︳︳︳

  cosφ cosχ cos ω+ sinφ sinω
- sinφ cosχ cosω+ cos φ sinω

sinχ cosω

(가) Bisecting geometry

Eulerian 기하학의 결정학적 응용은 회절계의 세 개의 회전각을 이용

하여 Ewald 반사구위에 역격자점을 위치하게 하는데 있다. 그림 9.5.1는 

임의의 역격자점을 Ewald구와 회절계의 수평면에 오게 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의 모든 회전각들이 0°인 위치에서 시작하여 첫째로, 구

의 중심에 있는 결정을 φ축을 이용하여 CP0에 수직한 격자면이 입사빔 IB

에 평행하도록 P0에서 P1까지 회전 시킨다. 다음에 χ축을 이용하여 P1에서 

P2까지 회전시켜 격자면이 χ원면에 수직하게 만든다. 이때의 입사빔과 격

자면은 평행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Bragg 법칙을 만족하는 회절을 일으키

기 위해 θ의 회전 각도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P2에서 P3까지 ω를 θ

의 회전각으로 취하게 되면 회절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검출기는 2θ의 위

치로 회전하여 검출기의 중심에 회절빔이 다다르게 된다. χ원면은 여전히 

회절벡터에 평행하여 정의에 의해 ω=0가 되고, χ축은 입사빔과 회절빔에 

의해 형성된 2θ 각도를 양분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회절기하

를 bisecting geometry라 한다. 특히, bisecting geometry 에서는 ω=0 이

므로, 위의 식(9.5.12)에서 회절벡터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

된다.



- 632 -

(9.5.13) uφ =
ꀌ

ꀘ

︳︳︳

ꀍ

ꀙ

︳︳︳

  cosχ cos φ
- cosχ sinφ
 sinχ

그림 9.5.2 장치의 점으로부터 bisecting position에서의 회

절면 설정

y

IB

ω=θ
P3

C

P2

P0 P1
φ

χ

DB

2θ

ω

φ

z

x

(나) 방위행렬의 결정

① 두 개의 회절면을 이용한 방위행렬의 계산

방위행렬 U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회절면을 측정함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다. 두 개의 측정된 회절면을 h1, h2라 하자. 격자상수와 Miller 지

수가 알려진 경우 결정 직교좌표계에서 회절벡터를 구할 수 있다.

(9.5.14) 
h 1c= Bh1

h 2c= Bh2

방위행렬 U는 아래 변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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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5) 
h 1φ = U h 1c

h 2φ = U h 2c

계산된 h1φ과 h2φ는 각각 관측된 u1φ과 u2φ의 방향이다. 그러나, 각

도를 측정할 때의 실험적 오차와 격자상수의 부정확성 때문에 두 조건을 

정확히 만족시키는 직교행렬 U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h1φ는 u1φ와 평행하고 h2φ는 단지 u1φ과 u2φ가 이루는 평면에 

놓여 있게 한다. 이래서, 첫 번째 회절면(h1)는 결정에서 벡터의 방향을 

결정하고 두 번째 회절면(h2)는 이 축에 대해 회전각을 정의하도록 한다. 

결정 직교좌표계에서 우수계를 이루는 세쌍의 단위벡터 t1C, t2C, t3C를 정

의하자. t1C는 h1C에 평행하고, t2C는 h1C와 h2C가 이루는 평면에 놓여 있으

며, 이 평면에 수직하게 t1C가 놓여 있도록 한다. φ계를 근거하여 또 다

른 3쌍의 단위벡터, t1φ, t2φ, t3φ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u1φ와 u2φ를 정

의하자. 그때, 이들 두 개의 단위벡터들의 세 쌍들은 정확히 겹쳐지기 때

문에 방위행렬 U는 아래 식을 만족한다.

(9.5.16) t nφ = U t nc    n=1,2,3

이들 세 개의 벡터식들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행렬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9.5.17) T φ = UTc

여기서, Tc는 t1C, t2C, t3C의 열(column)을 갖고, Tφ  역시  t1φ, t2φ, 

t3φ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구하고자 하는 방위행렬은 아래와 같다.

(9.5.18) U= T φT
- 1
c = T φT

T
c

실제로 2개의 측정 회절면으로부터 Tφ와 Tc를 계산하여 방위행렬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Tφ의 계산 >

행렬 Tφ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9.5.19) T φ = ( t 1φ  t 2φ  t 3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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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1φ, t2φ, t3φ는 3차원 orthonormal 벡터들로써, 아래에 묘사

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위 반사면들의 방위각들에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사면 각각들에 대응하는 설정각이 (χ1,φ1), (χ2,φ2)

라 하면, bisecting geometry에서 u1φ과 u2φ는 다음과 같다.

(9.5.20) u 1φ =
ꀌ

ꀘ

︳︳︳︳

ꀍ

ꀙ

︳︳︳︳

cosχ1 cosφ1
- cosχ1 sinφ1 

sinχ1

   u 2φ =
ꀌ

ꀘ

︳︳︳︳

ꀍ

ꀙ

︳︳︳︳

  cosχ2 cos φ2
- cosχ2 sinφ2
 sinχ2

 

 세 개의 orthonormal 벡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5.21) 

t 1φ = u 1φ

t 3φ = ( t 1φ× u 2φ )/ |t3φ|

t 2φ = ( t 3φ× t 1φ )

그러므로, 행렬 Tφ는 계산된 식 (9.5.21)의 결과를 식 (9.5.21)에 대

입하여 얻을 수 있다.

< Tc의 계산 >

행렬 Tc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9.5.22) Tc= ( t 1c  t 2c  t 3c )

식 (9.5.22)를 이용하면, 

(9.5.23) 
ꀌ

ꀘ

︳︳︳︳

ꀍ

ꀙ

︳︳︳︳

hc
kc
l c

=
ꀌ

ꀘ

︳︳︳︳

ꀍ

ꀙ

︳︳︳︳

a *   b *cosγ*       c* cosβ*

  0    b *sinγ*   -c* sinβ* cosα
0       0            1/c  

ꀌ

ꀘ

︳︳︳

ꀍ

ꀙ

︳︳︳

h
k
l

이 되고, 벡터 h1C와 h2C는 식 (9.5.23)을 이용하여 첫 번째와 두 번째 

회절면 각각의 Miller지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normalizing 벡터 

성분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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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4) 

t 1c= h 1c

t 3c= ( t 1c× h 2c )/ |t3c|

t 2c= ( t 3c× t 1c )

그러므로, 행렬 TC는 계산된 식 (9.5.24)의 결과를 식 (9.5.24)에 대

입하여 얻을 수 있다. TC의 전치행렬 TC
T
를 얻으면 식 (9.5.24)을 이용하

여 방위행렬  U를 계산할 수 있다.

② 세 개의 회절면을 이용한 단위포상수 및 방위행렬 결정

 단위포상수를 모르는 경우는 세 개의 알려진 Miller 지수에 대해 측

정 회절면의 관측된 Eulerian 각을 이용하여 방위행렬을 계산할 수 있다.  

회절면 i 에 대한 회전각이 2θi, ωi, χi, φi 라 하면 φ축 시스템에서 

회절벡터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9.5.25) h iφ = (2 sin θi/λ) u iφ

윗 식의 uiφ는 식 (9.5.25)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세 개의 회절면 각각에 대해 UB 행렬은 Miller 지수 hi에 대해 아래

의 변환을 가능하게 한다.

(9.5.26) h iφ = UB hi

세 개의 열 벡터  hiφ을 구성하는 행렬이  Hiφ이고, H 역시 hi로부터 

만들어진 행렬이라 하면, 

(9.5.27) Hφ= UBH

이 되고, UB 행렬은 다음과 같이 쉽게 계산되어 진다.

(9.5.28) UB= HφH
-1

계산된 UB 행렬을 이용하면, 아래의 행렬관계에서 격자상수의 계산

이 가능하다.

(9.5.29) (UB)
T
UB= B

T
U
T
UB= B

T
B  

여기서,

(9.5.30) BTB=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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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1은 아래의 성분을 갖는 역격자 미터행렬[9-33](metric 

matrix)이다. 

(9.5.31) (G-1) ij= a
*
i⋅a

*
j

이때, G는 미터행렬이고 그의 성분은 아래와 같다.

(9.5.32) Gij= a i⋅a j

그러므로, 격자상수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9.5.33) a i= Gij
1/2

(9.5.34) cosα i= Gjk/a jak    i≠ j≠k

(3) 설정각 계산 

어떤 지수 h면에 대하여 회절이 일어나는 위치로 반사면을 가져오는 

회전각의 계산은 아래의 식으로부터 계산되어 진다. 

(9.5.35) hφ = UB h

초기의 장치에 대한 모든 각들이 0°로 설정되었다고 가정하자. 

Bisecting geometry를 만족시키도록 벡터 hφ를 χ면의 평면에 오도록 φ

를 회전시킨후 벡터의 방향이 장치에 대해 수평면이 되도록 χ각을 회전

시킨다. 

그림 9.5.2은 FCD 기하에서 회절조건을 만족하는 벡터 hφ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θ, χ, φ의 회전방향은 반 시계방향이며, ω

의 회전방향은 시계방향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요구되어지는 회전각

은 다음과 같다.

(9.5.36) φ= tan
-1
(
-hφ2
hφ1

)

(9.5.37) χ= tan
-1
[

hφ3

(h2φ1 + h
2
φ2)
]     -90〫≤ χ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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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3 회절벡터 hφ 의 설정각 

  

나. 측정 프로그램

(1) 방위행렬과 설정각 계산 및 정련 프로그램 REFINE

(가) 방위행렬과 설정각 계산

Fortran 언어로 만들어진 REFINE 프로그램은 두 개 회절면의 φ와 χ 

각도들이 입력 파일로 사용되어 방위행렬을 결정하고 역격자 공간에서의 

설정각들을 계산할 수 있다. 표 9.5.1에는 chrysoberyl 단결정(제3절/5/

다 참조)에 대해 두 개의 회절면을 이용하여 방위행렬 및 회절면들의 설

정각들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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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1 Chrysoberyl 단결정의 방위행렬을 계산하기 위한 REFINE 프로그램

의 입력파일

L1

L2

L3

L4

L5

L6

L7

ANGLE CALCULATION FOR Chrysoberyl

0

1  1  1  0

0  0  2       .00     90.00      0.00

2  0  0       .00    180.00      0.00

   9.4041    5.4756    4.4267     90.0     90.0     90.0     0.997

1       0.0       0.0       0.0     10.61 0  2   .00000   .60000

표 9.5.1에 해당하는 입력파일들의 각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L1 포맷 (A72) 

TITLE ; 72문자이내의 제목

L2 포맷 (I3)

JOB =0. 현 입력파일을 실행

L3 포맷 (4I3)

IUB =1. 결정방위를 정하기 위해 두 개의 회절면과 격자상수를 입

력

    =0. 세 개의 회절면을 입력

IEXTNT =1. 공간군에 따른 반사면의 소멸법칙을 적용하기 위한 서

브루틴을 사용

IANG =1. bisecting position(ω=0°)으로의 chi원 적용

     =0. parallel position(ω=90°) 적용

ITYPE =0. 적용하지 않음

<IUB=1 인경우>

L4 포맷 (3I3, 3F10.6)

첫 번째 회절면들의 h, k, l, χ, φ, 와 2θ

L5 포맷 (3I3, 3F10.6)

두 번째 회절면들의 h, k, l, χ, φ 와 2θ

L6 포맷 (7F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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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자상수(a, b, c, α, β, γ)와 파장

<IUB=0 인 경우>

L4 포맷 (3I3, 3F10.6)

첫 번째 회절면들의 h, k, l, 2θ, χ, φ 와 ω

L5 포맷 (3I3, 3F10.6)

두 번째 회절면들의 h, k, l,  2θ, χ, φ 와 ω

L6 포맷 (3I3, 3F10.6)

세 번째 회절면들의 h, k, l,  2θ, χ, φ, ω(=0) 와 파장

L7 포맷 (I4, 4F10.5, I4, I3, 2F9.5)

NR =1.

OMEGA =0.0 bisection mode인 경우 (parallel mode인 경우는 

90.0)

TWTHZ =0.0 (프로그램 내에서의 2θ0, 사용하지 않음)

TILT χ면에서 벗어난 φ축의 값

ZERDNG 장치의 스케일에 따른 2θ0

NC 최소자승 정련하기 위한 횟수

ISP 장치형태 (=2 right scattering, =3 left scattering)

SIM1 설정각과 함께 회절면을 산출하기위한 sinθ/λ의 최소범위

SIM2 설정각과 함께 회절면을 산출하기위한 sinθ/λ의 최대범위

-----------------------------------------------------------------

REFINE 프로그램 실행후의 출력파일에는 방위행렬과 이로 계산된 

(hkl) 회절면들의 설정각들이 출력된다.

(나) 변수정련

REFINE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된 회절면들의 설정각에서 (hkl) 회절면

들 각각의 회절강도들을 측정할 수 있으나, 역격자 공간내에 측정할 회절

면들의 보다 정확한 설정각들을 얻기 위해 설정각을 산출하는 여러 변수, 

즉, 방위행렬, 두 개 반사면들의 χ, φ각도, 장치의 2θ 점(경우에 따

라서는 격자상수와 파장까지) 등을 최소자승법으로 정련할 수 있다. 그러

기 위해서는 두 개 반사면의 각도 정보 이외에 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되도록 많은 반사면들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초기 REFINE 프로그램을 수

행한 뒤 계산되어 나온 출력파일에서 보통 20개에서 25개까지의 반사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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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ω와 2θ 스캔을 수행하여 각도 정보들을 알아낸다. 이렇게 측정

된 20여개 반사면들의 각도 정보들은 또다시 REFINE 프로그램의 입력파일

로 사용되어 정련하고, 이를 근거로 보다 정확한 설정각들을 산출한다. 

표 9.5.2는 chrysoberyl 단결정에 대해 회절강도를 측정할 (hkl) 회절면

들의 설정각들을 산출하기 위하여 변수들을 정련하고 설정각을 산출하기 

위한 입력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표 9.5.2 방위행렬 및 격자상수 정련과 정련 후 hkl 회절면의 설정각을 계

산하기 위한 REFINE 프로그램의 입력파일

L1  TEST RUN OF REFINE USING Chrysoberyl DATA

L2  0

L3  1  1  1  0

L4  0  0  2       .00     90.00     36.62

L5  2  0  0       .00    180.00     22.79

L6    9.4041    5.4756    4.4267      90.0      90.0      90.0     0.997

L7   1       0.0       0.0       0.0     10.61   9  2   .00000   .62000

L8 TEST RUN OF REFINE USING Chrysoberyl DATA

L9  9  4  1

L10

0   3 -4  0  0       1.0     35.09       .00    360.00       0.0

0   4 -2  0 -2       1.0     39.39       .00    295.21       0.0

0   5 -4  0 -2       1.0     46.65       .00    313.27       0.0

․

․

0  18  4  2  3       1.0     62.66     24.54    482.11       0.0

0  19  8  2  0       1.0     65.56     23.24    540.00       0.0

0  20  7  3  1       1.0     67.19     35.16    523.12       0.0

L11 1

L12 0000000000110001010

표 9.5.1과 비교하면 L6까지의 명령은 동일하고 L7의 NC항에 명령이 

추가된다. NC항이 0보다 크면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정련을 수행한다. 

이후 L8부터는 정련을 위해 필요한 항들로써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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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8 포맷 (A72)

TITLE ; 72문자이내의 제목

L9 NC 최소자승 정련 회수

L10 NV 정련하기 위한 변수의 수

L11 IW=1; unit weught

L10 포맷 (I4, 3I3, 5F10.5) 

반사면의 수/ h, k, l/ 고정변수/ 측정 2θ 값/ χ/ φ/ ω

L11 NT=1; 마지막 회절면 다음 줄에 입력

L12 RE=1; 정련 수행 변수

RE=0; 정련하지 않는 변수

-----------------------------------------------------------------

(다) 회절데이터 자동측정

변수를 정련하여 산출된 수많은 (hkl) 회절면들의 설정각들은 측정프

로그램의 입력파일로 사용되어 θ-2θ스캔법으로 자동으로 회절강도를 측

정할 수 있다. 표 9.5.3은 chrysoberyl 단결정에 대해 REFIN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출력된 파일내 (hkl) 회절면들의 정보만을 분리하여 일부를 정

리하여 놓았다. 이 형태의 출력파일은 회절강도 측정프로그램 SXD의 입력

파일로 그대로 사용되어 회절강도를 측정하게 된다. 표 9.5.3에서 2THETA

는 이론적으로 회절면의 2θ각도를 계산한 것이고, 이 값에 FCD 장치의 

점을 더한 값이 RDG값이다. SET값은 해당 회절면에 대해 처음 스캔의 

시작위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RDG에서 SET값을 뺀 값이 스캔범위의 반이 

된다. SET값의 결정은 실험에 근거한 것으로 반치폭의 2배의 값을 2THETA 

값에서 빼준 것으로 정하 다. 회절데이터들의 측정은 초기에 장치의 네 

축 모든 각도들이 점에 고정되게 하고 회절면들의 설정각들이 정해지면 

NO의 순서대로 회절면들에 대해 θ-2θ스캔을 수행한다. 네 축을 움직이

게 하는 스테핑 모터 조절계에서 첫 번째 SET에 주어진 각도를 펄스로 환

산하여 2θ축을 움직이게 하며 다음에 ω축은 ω0-[(SET-2θ0)/2]에 해당

하는 각도를 같은 방법으로 이동시킨다. 이후, χ와 φ의 설정각으로 주

어진 CHID와 PHID의 값을 마지막으로 이동시키므로 한 개 회절면의 회절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초기 위치가 잡히게 된다. 이후 주어진 스텝간격으

로 θ-2θ스캔을 수행하며 한 회절면의 회절강도가 측정 완료되면 다음 

회절면의 초기위치로 모터가 이동된다. 스캔 범위는 REFINE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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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측정은 시간과 모니터 모드 중 선택하여 측정

을 수행할 수 있다.

표 9.5.3 REFIN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출력된 (hkl) 회절면들의 설정각

  NO  H   K   L  2THETA   RDG   SET     CHID   PHID    SINTWT   STL

   1  2.  0.  0.  12.17  22.81  21.60    .03   179.98  .210840  .106337

   2  4.  0.  0.  24.48  35.12  33.91    .03   179.98  .414428  .212673

   3  6.  0.  0.  37.09  47.73  46.52    .03   179.98  .603074  .319010

   ․

․

 259  2.  6.  2.  73.78  84.42  83.22  65.53   244.82  .960201  .602094

 260  3.  6.  2.  75.45  86.09  84.89  63.25   234.79  .967933  .613720

TOTAL NUMBER OF REFLECTIONS=   260

Stop - Program terminated

(2) FCD 측정 프로그램 SXD

SXD는 Visual C++을 사용하여 Windows 9X/NT에서 작동하도록 만든 프

로그램이다. 그림 9.5.4은 FCD 장치 측정 프로그램 SXD의 초기 화면을 보

여주고 있다. 프로그램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한 회절면의 각

도 정보를 입력하여 원하는 각도 스캔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단결정 

회절실험에서는 방위행렬을 결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회절면의 정확한 각

도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두 번째는 Batch Job Mode로 표 

9.5.3과 같이 최종 설정각이 얻어진 (hkl) 회절면들의 파일을 입력파일로 

사용하여 자동으로 회절강도들을 측정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

음과 같다.

　▷ Monitor Count/Timer의 기준 선택가능.

　▷ 4개의 모터들의 임의의 조합으로 scan가능.

　▷ Backlash보정.

　▷ 실험 중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그려짐.

　▷ Gaussian Fitting 기능.

　▷ Batch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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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4 FCD 측정 프로그램 SXD의 시작 다이알로그 박스

다음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메뉴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이다.

(가) Position & Scan Range Setting

① Scan, Current, Set Position

스캔할 때 스캔할 각도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회절면의 2θ 스캔만을 원하는 경우는 M1(2θ) 부분만을, θ 스캔만

을 원하는 경우는 M2(θ)만을, 그리고, θ-2θ 스캔을 원하는 경우는 M1

과 M2를 같이 선택하면 된다. Current는 현재 각 모터 위치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스캔이 시작되면 이 값들도 주어진 스텝 값만큼 바뀌어 나간다. 

Set Position 항목은 측정 회절면을 Bragg 반사조건 위치로 보내는 것으

로 회절면의 설정각을 입력하면 된다. 

② Start, Ste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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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절면에 대한 설정각이 정해지면 스캔 범위와 스텝을 지정하여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Start를 -2로 입력하고 End를 2로 입력했다면 회절

강도의 측정은 설정각을 중심으로 -2°를 움직여 측정을 시작하고 Step값

의 간격으로 중심에서 2°를 더 측정한다.

③ Scale Value, Scale Offset

Scale Offset은 기계장치 내 각 회전각들의 점을 장치 스케일의 실

제 값으로 읽은 것으로 제3장 제3절의 2/라/(1)에서 결정된 2θ와 ω의 

점과 그 외 χ와 φ의 점을 지정하여 준 것이다. 이 장치 점의 값

에 Current의 실제 각도를 더한 값이 Scale Value이다. 그러나, θ의 이

동은 장치 스케일이 작아지는 방향이 증가 방향이므로 장치의 점에서 

빼주어야 한다.

(나) M/T Setting

스캔을 수행할 때 한 스텝 당 측정 시간을 입력할 수 있고, 모니터 값

을 설정하여 입력할 수 있다. 모니터 설정은 시간에 관계없이 한 측정 스

텝에서 모니터 입력 값에 도달할 때 까지 측정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며, 시간모드의 입력은 원하는 시간에 10을 곱한 뒤 입력해야 한다.

(다) Save File

측정되는 데이터가 정장되는 파일 이름이다. 하나의 회절면이 완전히 

측정되면 SXD0000.dat의 이름으로 저장되며, 다음에 끝자리가 1씩 더해지

며 자동으로 저장된다.

(라) Backlash

모터의 백래쉬를 고려한 명령으로 모터가 움직일 반대방향으로 입력한 

값만큼 이동하여 0.1°씩 증가하여 원하는 위치로 되돌아온 다음 측정을 

시작한다.

(마) Status

모터가 구동할 때 해당 모터에 불이 들어와 어떤 모터가 구동되는지를 

알 수 있고, Progress는 한 스텝에서 주어진 시간, 혹은 설정 모니터 값

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준다.

(바) Start Scan, Stop Scan

스캔 시작을 수행하는 명령과 스캔을 강제 종료하는 명령

(사) 측정정보의 화면 출력

다이알로그 박스의 중간의 흰 여백은 측정이 시작되면 각 모터들의 위

치와 모니터 설정(또는, 시간 설정)값, 그리고, 해당 모터 위치에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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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측정된 중성자 개수를 화면에 출력한다. 좌측 하단의 좌표에서는 

각 스텝마다 측정되는 중성자 개수가 화면에 점으로 표시되어 강도 분포

를 볼 수 있다.

(아) Gaussian Fitting

가우션 모델 함수가 프로그램 내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한 회절면에 대

해 측정이 종료되면 가우션 fitting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여러 각도에 

대해 스캔을 반복하고 fitting 수행 후, 회절면에 대해 반사위치의 각도

를 실험적으로 정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특히, 방위행렬을 계산하기 위

해 두 개 회절면의 각도 정보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자) Motor Setting

마우스를 이용하여 Motor Setting 명령을 선택하면 그림 9.5.5와 같은 

다이알로그 박스가 나타난다. 목적은 실험 초기에 원하는 각도 위치로 모

터를 이동시키는데 있다. Current에는 현재 모터 위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동시킬 모터들을 선택할 수 있다. 

① Motor Status

어떤  모터들이 구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② Move To, Move By

두 명령의 차이점은 Move To의 명령 기준은 장치의 절대값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입력 값은 장치의 점을 0°로 보고 움직이는 것이고, 

Move By는 현재의 모터 값에서 입력 값만큼 움직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M1 모터의 구동에서 10°의 값을 입력했을 때, Move To는 2θ의 점인 

10.6°에서 10°만큼 움직여 20.6°로 M1 모터가 움직이고 Move By에서는 

현재의 값에서 10°를 더 이동하는 것이다.

③ ABS

모터가 움직이는 정보를 각도로 표시하지 않고 모터 조절계에서의 펄

스의 값으로 표시하여 주는 것이다. Scale에서는 각 모터의 각도에 해당

하는 펄스 값을 보여주고 있다. 즉, M1 모터의 1°는 2000펄스에 해당하

고 앞의 음의 부호는 음의 펄스가 양수의 각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④ Speed

각 모터들의 구동 속도를 표시한다. 속도의 결정은 각 모터들의 토오

크를 고려하여 모터 조절계의 구동 용량과 속도들을 점차적으로 바꾸어가

며 구동시험을 수행한 후에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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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5.5 Motor Setting의 다이알로그 박스

(차) Batch Job Mode

표 9.5.3과 같이 REFINE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회절면들을 하나의 

입력 파일로 만든 후 Batch Job Mode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각 회절면들의 

회절강도들을 측정할 수 있다. Batch Job Mode를 선택하면 그림 9.5.6과 

같은 다이알로그 박스가 나타난다. 박스 내에는 입력 파일의 가장 처음 

줄의 회절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① Motor Setting

Current는 현재 모터 위치를 보여주고, Set에는 선택된 회절면에 대해 

θ-2θ 스캔을 시작할 위치로써 표 9.5.3에서 결정된 SET 값이 자동 입력

된다. Scan Range는 스캔범위를 결정하는 명령으로 RDG에서 SET 값을 뺀 

값의 2배에 해당하는 값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입력된다. Progress는 선택

된 회절면이 지정된 스캔범위에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표시하여 준다. 

② Step Setting

HKL에는 선택된 회절면의 Miller 지수가 자동 입력된다. 다이알로그 

박스가 로딩되면 처음에 입력파일의 첫 번째 회절면의 Miller 지수가 표

시되고 측정이 완료되면 다음 줄의 회절면에 대한 Miller 지수들이 차례

차례 입력된다. Job Progress는 하나의 회절면에 대하여 측정이 수행된 

정도를 보여주고, Step에는 2θ의 스캔 간격을 입력한다. 2θ 스캔만을 

수행할 때는 Move M1 Only를 선택하고 θ-2θ 스캔을 수핼 경우에는 Move 

M1 & M2를 선택한다.

③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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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터가 현재 구동하는지를 표시해 주며 한 스텝에서 지정한 모니

터/시간에 얼마나 도달하여 측정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Monitor/Timer 

Progress에서 알 수 있다.

④ Backlash Correction

모터의 백래쉬를 고려한 명령으로 한 회절면의 측정이 완료되고 다음 

회절면으로 넘어갈 때, 모터가 다음 회절면의 스캔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입력한 값만큼 이동하여 0.1°씩 증가하여 이동한 후 측정할 각도 위치로 

되돌아와 측정을 시작한다.

⑤ 측정정보의 화면 출력

다이알로그 박스의 중간의 흰 여백은 측정이 시작되면 각 모터들의 위

치와 모니터 설정(또는, 시간 설정)값, 그리고, 해당 모터 위치에서 검출

기에서 측정된 중성자 개수를 화면에 출력한다. 좌측 하단의 좌표에서는 

각 스텝마다 측정되는 중성자 개수가 화면에 점으로 표시되어 강도 분포

를 볼 수 있다.

⑥ 출력파일

하나의 회절면에 대해 측정이 완료되면 hkl.dat의 이름으로 출력파일

이 만들어 진다. hkl은 측정된 회절면의 Miller 지수를 가리킨다. 표 

9.5.4에는 chrysoberyl 단결정에 대해 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040) 

회절면의 회절강도를 측정한 출력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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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4 FCD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rysoberyl (040) 회절면을 자동 

측정한 출력파일

FileName : 0 4 0.dat
Job Start : Fri Dec 24 13:18:47 1999

    M1        M2        M3        M4      Monitor    Timer  Detector
  ==================================================================

   51.27    285.82     89.97 25.07    20000 7.00   15
   51.37    285.77     89.97 25.07    20000 7.00   16
   51.47    285.72     89.97 25.07    20000 8.00   19
   51.57    285.67     89.97 25.07    20000 7.00   29
   51.67    285.62     89.97 25.07    20000 8.00   41
   51.77    285.57     89.97 25.07    20000 8.00  116
   51.87    285.52     89.97 25.07    20000 7.00  300
   51.97    285.47     89.97 25.07    20000 7.00  575
   52.07    285.42     89.97 25.07    20000 8.00  811
   52.17    285.37     89.97 25.07    20000 7.00 1060
   52.27    285.32     89.97 25.07    20000 8.00 1349
   52.37    285.27     89.97 25.07    20000 8.00 1833
   52.47    285.22     89.97 25.07    20000 7.00 2513
   52.57    285.17     89.97 25.07    20000 8.00 3364
   52.67    285.12     89.97 25.07    20000 8.00 4052
   52.77    285.07     89.97 25.07    20000 7.00 5166
   52.87    285.02     89.97 25.07    20000 8.00 7359
   52.97    284.97     89.97 25.07    20000 8.00 8948
   53.07    284.92     89.97 25.07    20000 7.00 6819
   53.17    284.87     89.97 25.07    20000 8.00 7591
   53.27    284.82     89.97 25.07    20000 7.00 2645
   53.37    284.77     89.97 25.07    20000 7.00 1032
   53.47    284.72     89.97 25.07    20000 8.00  511
   53.57    284.67     89.97 25.07    20000 7.00  185
   53.67    284.62     89.97 25.07    20000 7.00  119
   53.77    284.57     89.97 25.07    20000 8.00   82
   53.87    284.52     89.97 25.07    20000 7.00   65
   53.97    284.47     89.97 25.07    20000 7.00   70
   54.07    284.42     89.97 25.07    20000 8.00   45
   54.17    284.37     89.97 25.07    20000 8.00   31
   54.27    284.32     89.97 25.07    20000 7.00   32
  =================================================================

Job Finish : Fri Dec 24 13:30:00 1999   

 측정하는 회절면의 러지수가 파일 이름으로 출력되고 첫째 줄에 이

를 나타낸다. 둘째 줄은 측정 시작 시간을 보여주고, 셋째 줄에 측정되는 

각 줄의 정보를 지정한다. M1은 FCD 기계장치에서 측정 회절면의 2θ 위

치를, M2는 θ위치, 그리고, M3와 M4는 각각 χ와 φ위치를 표시한다. 

Monitor는 측정되는 한 스텝당 지정된 모니터 카운터 값을 보여주고, 

Detector는 지정 각도에서 검출기에 검출된 중성자 개수를 나타낸다. 마

지막 줄은 회절면의 측정 종료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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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 강도(net intensity) 정해주는 프로그램 DATBKG

순 강도와 백그라운드와의 최적의 한계를 결정하는 방법은 강도와 강

도의 편차의 비의 값이 거의 최소가 되는 지점에 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이의 방법은 다소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 Lehmann과 Larsen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을 유도하 다. 

(9.5.39) 
σ⌠⌡○

⌠
⌡○(p)

=
σ⌠⌡○(p )

⌠
⌡○(p)

(9.5.40) σ⌠⌡○(p ) = ∑
i= p

i=m
I ( i ) + (

p-m+ 1
β

)
2

∑
i= p+β

i= p+1
I( i )

(9.5.41) ⌠
⌡○ = ∑

i= p

i=0
-
p-m+ 1

β ∑
i= p+β

i= p+1
I( i )

위의 함수는 비록 profile이 대칭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한번의 계산

에 profile의 반의 역의 데이터만을 포함한다.

한 회절면에 대한 전체 signal 카운트, 전체 백그라운드 카운트, 

signal 스캔 스텝의 수와 백그라운드 스캔 스텝의 수를 얻기 위한 프로그

램이 windows 환경에서 개발되었다. 그림 9.5.6은 프로그램(가칭 DATBKG

라 칭함)의 초기 화면이다. SXD을 이용하여 측정된 모든 hkl.dat 출력파

일들을 하나의 파일 디렉토리에 옮겨 놓은 후, 다이알로그 박스에서 해당 

드라이브 박스와 파일 박스를 선택한다. 그림 9.5.6의 오른편 콤보박스에

서 *.dat를 선택하면 파일 리스트박스에 모든 데이터 파일들이 띄어지고, 

실행 명령을 선택하면 회절면 각각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 수행 후, 출력파일은 다음에 설명할 표 9.5.5의 L5 정보

와 포맷을 가지고 출력된다. 그러므로 출력파일의 내용은 그대로 데이터 

전처리 프로그램 DATRED의 입력파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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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6 DATBKG 프로그램의 초기 로딩 화면

(4) 데이터 전처리 프로그램 DATRED

중성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일반적으로 원시데이터에 Lorenz 보정과 

흡수보정을 수행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FCD 측정 데이터를 전처리 할 수 있는 프

로그램(편의상 DATRED 프로그램이라 지칭함)이 개발되었으나 데이터 흡수

보정은 아직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표 9.5.5에는 DATRED 프로그램의 입

력파일로써 chrysoberyl 단결정의 일부 원시데이터만을 옮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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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5 데이터 전처리 프로그램인 DATRED의 입력파일

L1  Chryso01.scr            Chryso02.scr             Chryso.obs

L2  DATRED TEST RUN USING Chrysoberyl HOL DATA

L3  0 1 1 0    1000.0      0.01 2

L4   9.4086   5.4736   4.4274    90.0    90.0    90.0   0.997    10.64

L5

    2  0  0            1    1      52488        13      1634        35

    4  0  0            1    1      93011        17      1137        38

    6  0  0            1    1      29157        17       981        46

    ․

․

    1  6  2            1    1      10276        26       561        58

    2  6  2            1    1      62310        31       752        54

    3  6  2            1    1      26254        29       660        57

L6  1

입력 파일에의 각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L1 포맷 (3(A24, 1X)

L1A1; logical unit 4에 대한 scrarch 파일

L1A2; logical unit 4에 대한 scrarch 파일

L1A3; 데이터 전처리가 수행된 회절데이터 파일 이름(포맷을 알맞

게 수정 후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입력파일로 사용됨)

L2 포맷 (12A4)

Title; 48 문자 이내

L3 포맷 (4I2, 2F10.6, I2)

L3A1; =0

L3A2; =1 프로그램 수행 후 회절데이터의 파일이름을 지정

L3A3; scale factor 수

L3A4; =1 X-선 데이터, =0 중성자 데이터

L3A5; scale factor

L3A6; Busing-Levy 상수 (0.01 또는 0.02)

L3A7; =2(right scattering), =3(left scattering)

L4 포맷 (8F10.6)

a, b, c, α, β, γ, 파장, 2θ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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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 포맷 (2X, 3I3, 8X, 2I5, 1X, 4I10) - 한 줄에 대해

h, k, l, 모니터 스케일, 시그널 스케일, 전체 시그널 카운트, 시

그널 스캔 스텝의 수, 전체 백그라운드 카운트와 백그라운드 스캔 스텝의 

수. 

L6 1; 마지막 데이터임을 표시

-----------------------------------------------------------------

다. 해석 프로그램

단결정의 구조해석에 이용되는 프로그램들 중 가장 최신의 프로그램이

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SHELX-97, 그리

고, 구조 모델링에 사용되는 ORTEP-III 프로그램과 이들의 사용법에 대하

여 소개한다.

(1) SHELX-97

1976년에 G. Sheldrick에 의해 SHELX-76이 개발된 이래 SHELX 프로그

램 시리즈는 단결정 구조해석에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1986년

에 직접법을 이용해 위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SHELXS-86을 소개했고, 

1993년에는 최소자승법에 의한 정련 부분을 개선하여 SHELXL-93을 내놓았

다. 가장 최근에 나온 SHELX-97은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 

흡수보정과 단백질의 구조해석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꾸

러미이다. SHELX-97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SHELXS - 패터슨법과 직접법을 이용해 초기모델 결정 

SHELXL - 구조정련 (SHELXH-거대구조의 정련)

CIFTAB - 출판을 위해 필요한 CIF 포맷

SHELXA - 흡수보정

SHELXPRO - 단백질 구조해석

SHELXWAT - 거대분자 중의 물분자 해결

일반적으로 중성자 회절실험의 경우는 X-선으로 수행한 구조해석의 결

과를 알고 수행하므로 초기모델을 결정하는 SHELXS를 실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SHELXL을 제외하고는 특수한 경우에 드물게 쓰이는 프로그

램들이므로 여기에서는 구조정련을 위한 프로그램인 SHELXL에 대하여 간

단히 설명하겠다. SHELXS-86과 SHELXL-97의 사용법은 이전의 보고서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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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파일과 구조정 화의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9-34].

(가) SHELXL의 입출력 파일

입력 파일 name.ins : 결정학적 데이터 및 명령어,

name.hkl : 회절 강도 데이터

출력 파일 name.lst : 프린터 출력용 파일

name.res : 다음 차례의 입력을 위한 결과 → name.ins

name.cif, name.fcf : 출판에 필요한 CIF 포맷

name.pdb : SHELXPRO를 위한 파일

그림 9.5.7 SHELXL의 입출력 파일 

EDIT

Crystal data
Instructions
Atoms

.ins

 .res

.hkl

SHELXL

Intensity
data

.lst

.cif
.fcf

.pdb

CIFTAB

Archive

Tables

Printer

SHELXPRO reads and
or writes all these files

/

(except .cif) to interface
with protein programs

(나) 최소화 하는 량

∑[ω1( Fo
2
- Fc

2
)
2
]+∑ [ω2( y t

2
- y

2
)
2
]

y t=restraint 목표치, y= 현재의 결합거리 등의 파라메터

 ω1=
q

σ
2
( Fo

2 )+(aP)
2
+bP+d+e sinθ

ω2=
1

σ
2
e

σ ( F o 2 )= F o
  의 esd, σ e= restraint의 유효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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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 max (0, Fo
2 )+ (1- f ) Fc

2 ]

(다) constraint와 restraint

① constraint

-결정학적 속박(특수위치, 원점=자동설정 된다)

-파라메터수가 감소

-FVAR, AFIX, HFIX, EXYZ, EADP

   

② restraint

-화학적(비결정학적) 속박

-관측 데이터가 증가

-AFIX, HFIX, DFIX, BUMP, SAME, SADI, CHIV, FLAT, DELU, 

 SIMU, SUMP

(라) R인자의 표시

R 1=
∑||Fo |-|Fc||
∑|Fo |

,  (Fo> 2σ (Fo ))

ωR 2= [ ∑
ω( Fo

2- Fc
2 ) 2

∑(ω Fo
2
)
1/2 ]

(마) 후리에 합성

합성범위는 자동설정 된다

절대 척도

   최소 자승법 이상산란항의 보정 후리에 합성

후리델 쌍의 평균

(바) SHELXL 입력파일(name.ins)의 예

다음은 KD2PO4 (DKDP) 단결정의 SHELXL 입력파일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ITL DKDP #122 I-42d (2000.2.20)

CELL 0.997   7.4633  7.4633   6.9785     90.     90.      90.

ZERR 4  0.001   0.001   0.001   0.01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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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T  -2

SYMM -X,-Y,Z

SYMM Y,-X,-Z

SYMM -Y,X,-Z

SYMM -X+1/2,Y,-Z+3/4

SYMM X+1/2,-Y,-Z+3/4

SYMM -Y+1/2,-X,Z+3/4

SYMM Y+1/2,X,Z+3/4

SFAC K  0 0 0 0 0 0 0 0 0.367 0 0 0 2.03 39.10

SFAC D  0 0 0 0 0 0 0 0 0.667 0 0 0 0.32  1.01

SFAC P  0 0 0 0 0 0 0 0 0.513 0 0 0 1.06 30.97

SFAC O  0 0 0 0 0 0 0 0 0.580 0 0 0 0.73 16.00

SFAC H  0 0 0 0 0 0 0 0 -0.374 0 0 0 0.32  1.01

UNIT 4 5.3 4 16 2.7

L.S. 2

EXYZ D1 H2

EADP D1 H2

BOND

WGHT      0.0421      0.0282 

EXTI  162.990509

FVAR       3.33744   0.33449

P     3    0.000000    0.000000    0.000000    10.25000    0.01197    0.01197 

=         0.03248    0.00000    0.00000    0.00000

D1    2    0.148103    0.219366    0.125363   -20.50000    0.01558    0.00889 

=         0.02607    0.01001    0.00137    0.00081

H2    5    0.148103    0.219366    0.125363    20.50000    0.01558    0.00889 

=         0.02607    0.01001    0.00137    0.00081

K     1    0.000000    0.000000    0.500000    10.25000    0.01975    0.01975 

=         0.01779    0.00000    0.00000    0.00000

O     4    0.148556    0.081506    0.125641    11.00000    0.01284    0.01551 

=         0.02888   -0.00350   -0.00596    0.00289

HKLF 4

 

REM  DKDP #122 I-42d (2000.2.20)

REM R1 =  0.0410 for    140 Fo > 4sig(Fo)  and  0.0417 for all    144 data

REM     25 parameters refined using      0 restraints

 

EN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성자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입력파일인 INS 파일 내에 X-선과 다르

게 입력되는 항목이 있다. 이는 중성자와 X-선이 원자들과의 고유 산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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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의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인 SFAC 명령어는 원자

들에 대해 중성자와 X-선에 대해 다르게 입력되어야 한다. X-선의 경우 

원자산란인자는 sin θ
λ
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지만 중성자

의 경우는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자산란인자 정

보를 입력하는 SFAC 항목을 입력할 때, X-선의 경우는 원자산란인자들의 

값이 실수와 허수 분산항에 따르는 지수형태로 나타나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9-35], 중성자 데이터의 경우는 단지 하나의 값인 

각 원소들의 형인자(form factor)만을 입력하면 된다.

위의 DKDP 단결정은 KH2PO4 (KDP)의 수소원자를 중수(D2O)를 이용하여  

중수소로 치환한 것이다. D의 치환율이 약 66%로 D와 H가 결정구조 내의 

같은 자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EXYZ와 EADP 명령어를 사용하여 D/H 원자

좌표와 비등방성온도인자를 같게 구속해 준다.

(사) SHELXL의 출력파일(name.lst)의 예

다음은 SHELXL의 출력파일의 첫머리이다. 

 +++++++++++++++++++++++++++++++++++++++++++++++++++++++++++++++++++++

 +  SHELXL-97 - CRYSTAL STRUCTURE REFINEMENT - DOS/WIN95/NT VERSION  +

 +  Copyright(C) George M. Sheldrick 1993-7            Release 97-2  +

 +  dkdp2                        started at 13:52:18 on 10-Apr-2000  +

 +++++++++++++++++++++++++++++++++++++++++++++++++++++++++++++++++++++

이어서 입력파일의 내용, 입력된 데이터의 통계, 특수위치 속박조건 

등이 출력되며 처음의 최소자승법 싸이클로부터의 통계정보가 표시되어진

다. 최종 정련 싸이클 후에 정 화한 원자좌표와 온도인자의 표, 그리고 

최종적인 구조인자의 계산, 분산의 해석 등이 출력된다. BOND 명령어에 

의한 결합거리와 결합각도가 표가 출력되고 다음을 끝으로 출력이 마감된

다.

 +++++++++++++++++++++++++++++++++++++++++++++++++++++++++++++++++++++++++++++

 +  dkdp2         finished at 13:52:18   Total elapsed time:       0.2 secs  +

 +++++++++++++++++++++++++++++++++++++++++++++++++++++++++++++++++++++++++++++

(2) ORTEP-III

Oak Ridge Thermal Ellipsoid Plot (ORTEP) 프로그램은 1965년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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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에 의해 FORTRAN으로 쓰여졌다. 두 번째 버전이 1976년에 

ORTEP-II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고 1996년에는 WINDOWS에서 실행시킬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 ORTEP-III[9-36]를 내놓았다. 자세한 사용법이 컴퓨

터 화면 대화창의 그림과 함께 보고서 KAERI/TR-1357/99에 설명되어 있

다. 본 보고서에서는 ORTEP-III를 이용한 구조 모델링을 간단히 소개한

다.

∙MS Windows95에서 Ortep3 를 기동시키면 초기화면이 나타난다.

∙File -> Open File 를 마우스로 선택하면, 파일선택 화면이 나타난

다

파일 형식 :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파일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형식은 SHELX 형식이다.

SHELX file (*.ins): 확장자가 ins인 SHELX의 입력파일

SHELX file (*.res): 확장자가 res인 SHELX 수행 후 만들어

지는 출력파일

CIF file(*.cif) : 확장자가 cif인 IUCR 표준 파일

∙ORTEP으로 그리고자 하는 파일을 마우스로 선택하거나 키보드로 파

일이름 칸에 입력한 후, 열기를 크릭하면 원자들의 모양이 화면에 나타난

다.

∙Labels->Labeling Mode->Auto Label All Non-H Atoms 선택하면 비수

소원자들에 label이 써진다.

∙Comtents->Unit Cell Contents->Auto Mode 를 선택하면 단위격자내

의 원자들이 화면에 표시된다. 이곳에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화면표시모

드를 결정하여 주는 Auto Mode와 사용자가 결정하여 입력시키는 User 

Define이 있다. 일반적으로 Auto Mode를 선택하여도 대부분 분자구조를 

잘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원하는 분자구조를 보기위해서는 User Define

을 선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Contents->Use Asymmetric Unit를 선택하면 비대칭단위 분자만 화면

에 표시된다. 

∙Contents->Sphere of Enclosure를 선택하면 지정하는 원자를 중심으

로 지정하는 거리(Å) 안에 있는 원자들을 화면에 표시해 준다.

∙분자의 이동 및 회전: 대화창 윗부분에 화살표로 나타낸 그림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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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분자를 이동, 회전시킬 수 있다.

∙바탕색 바꾸기: Graphics->Background Colour

∙원자간 거리 및 각도 보기: Calculate->Interactive GEOM

∙수소원자의 표시: ORTEP의 디폴트 원자표시 모드는 수소까지 포함하

여 표시하지만 수소원자를 제외하고자 하면 Contents->Exclude H atoms를 

선택한다.

∙원하지 않는 원자들의 선택적 제거: Contents->Exclude Options를 

선택하면 특정한 원자만을 선택하여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다.

∙원자 표시형태의 변환: Style->Select New Style 선택. 변환가능한 

형태는 Organic, Inorganic, Organometallic, Stick, PLUTO가 있다.

∙원자들의 색 및 모양 변경: Style->Set Element Style

∙스테레오 그리기: Style->Stereo

∙프린터 및 파일로 출력하기

프린터: Graphics->Print Graphics Screen

파일: BMP - Graphics->Export as BMP file

PCX - Graphics->Export as PCX file

HPGL - File->Write HPGL file

Postscript - File->Write Postscript File

라. 단결정 구조해석을 위한 측정과 해석 절차 요약

1. 결정 마운트

- 단결정의 한 축이 장치의 주축에 일치하도록 정렬한다.

2. 두 개 또는 세 개의 반사면 측정  : 프로그램 SXD, 스캔 모드

- 선택한 반사면의 2θ를 계산하여 검출기의 위치를 이에 고정하

고 2θ/2에 ω를 고정한 뒤 φ스캔을 수행한다. 2θ와 φ스캔을 반복하여 

각도 정보들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시간모드를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 스캔 시간은 결정의 크기와 원자로 출력에 따라 조정한

다. 다른 반사면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3. UB행렬 결정  : 프로그램 REFINE

- 과정 2에서 얻은 두 개 또는 세 개 회절면의 각도 정보들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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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파일로 사용하여 방위행렬을 결정하고 역격자 공간에서의 설정각들을 

계산한다.

4. 20여 개 회절면 측정  : 프로그램 SXD, 스캔 모드

- 과정 3에서 얻은 출력파일에서 보통 20개에서 25개 정도의 반사

면들에 대해 ω와 2θ스캔을 수행하여 각도 정보를 얻는다.

5. UB행렬 및 격자상수 정련  : 프로그램 REFINE

- 측정된 20여 개 반사면들의 각도 정보들을 다시 REFINE의 입력

파일로 사용하여 UB행렬과 2θ 점 그리고 격자상수 등을 정련한 후 이

를 근거로 보다 정확한 설정각들을 산출한다.

6. 회절강도 측정  : 프로그램 SXD, batch 모드

- 과정 5에서 산출된 수많은 (hkl) 회절면들의 설정각들을 batch 

모드의 입력파일로 사용하여 자동으로 θ-2θ스캔을 수행하여 회절강도를 

측정한다. 이때는 모니터 모드를 선택하여 측정을 수행한다.

7. 회절강도의 순 강도 결정  : 프로그램 DATBKG

- 과정 6에서 생성된 모든 hkl.dat 출력파일에 대하여 windows 환

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DATBKG를 수행하여 회절강도의 순 강도를 결정

한다.

8. 회절데이터의 보정과 결정구조인자 산출  : 프로그램 DATRED

- 과정 7의 출력파일을 데이터 전처리 프로그램인 DATRED의 입력

파일로 이용하여 Lorenz 보정 후에 각 회절면의 결정구조인자를 산출한

다. 현재 흡수보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어 흡수보정은 수행하

지 못하고 있다.

9. 초기구조의 결정  : 프로그램 SHELXS

- 위상문제를 해결하여 초기구조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중성자 

회절실험은 X-선으로 수행한 사전실험 결과를 알고 수행하므로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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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구조의 정 화  : 프로그램 SHELXL

- 과정 8에서 얻은 회절강도 데이터와 과정 9에서 얻은 초기구조

의 원자위치와 결정학적 데이터를 입력파일로 하여 구조의 정 화를 수행

한다. 합리적인 신뢰도 인자와 온도인자 그리고 원자간 결합길이와 각도 

등이 얻어지면 결정구조가 성공적으로 해석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1. 구조 모델링  : 프로그램 ORTEP-III

- SHELXL의 마지막 입력파일을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다양한 모드

로 가시화 할 수 있다. 

6.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법 개발[9-37] 

중성자 비행 시간 측정법(Time-of-flight, TOF)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쵸퍼를 이용해 넓은 에너지 폭, 즉 스펙트럼을 갖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

간 간격의 중성자 펄스를 만들고, 이를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검출

기에 일정시간 간격 동안 연속적으로 도달하는 중성자들, 즉 서로 다른 

속도를 갖는 중성자들을 분리하며 측정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원자로 노

심에서 나오는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결정구조 해석, 준탄성 산란, 비탄

성 산란, 자성 산란 현상 연구 등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하나로 SANS 장치를 설치할 CN 수평공에 대해서 원자

로 출력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SANS 장치의 감마선 및 중성자 필

터로 이용될 Bi 및 Be 결정의 중성자 투과 특성 평가를 위해서 개발된 

TOF 기술의 이론과 해석법을 간단히 기술하고, 이를 이용한 중성자 분광

장치의 주요부품의 성능 시험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가.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법 

TOF 기술은 Fermi 저속 중성자 쵸퍼와 다중채널계수기(MCS)와 같은 중

성자 검출 시스템을 사용하여 백색 중성자(white neutron)를 짧은 시간 

간격의 중성자 펄스로 분할한 후, 중성자의 에너지, 즉 속도에 따라 일정 

거리를 비행하는 시간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작은 에너지 폭(channel)의 

중성자로 분할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그림 9.6.1. (a)는 중성자 펄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본 연구 과제에서 제작한 Fermi 쵸퍼의 회전 셔터의 

단면적을 나타낸 것이고, (b)는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 쵸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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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는 속이 빈 강 실린더이고 안쪽은 카드뮴과 알루미늄 판이 번갈아 있

다. 즉, 중성자는 폭 0.75mm인 알루미늄 판이 중성자 빔에 평행하게 있을 

때 통과하게 되며, 셔터의 각속도( w )때문에 슬릿은 셔터가 

1.59°(=0.75/27)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동안에만 열린다.

(a) 쵸퍼 Rotation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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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mm Al
3mm Cd

54mm

(b) Experimental Arrangement

Detector

Neutron Beam

Light Source(Fixed)

Photo-Diode(Fixed)
Flight Path

Slit(Rotate)

w=angular speed of
the shutter

w

그림 9.6.1. 하나로 Fermi 쵸퍼의 구조 및 장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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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2. Space distribution of neutrons at successive times in a 

chopper time-of-flight experiment.

쵸퍼를 투과한 중성자는 그림 9.6.2와 같이 펄스를 만들며(1 회전 당 

2개의 펄스를 만듦), 투과된 중성자는 검출기가 있는 곳까지 날아가게 되

고 그들의 속도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퍼지게 된다. 비행경로 마지막에 있

는 BF3(또는 Li-6) 검출기에 검출되는 중성자들은 MCS와 같은 핵계측 장

치를 사용하여 날아오는 중성자를 순차적(channel-wise)으로 기록한다. 

즉, BF3의 출력 중성자 펄스는 증폭기를 통하여 시간폭 조절회로(timed 

gate circuits)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만약 문(gate)이 닫혀 있다면 중성

자 펄스가 통과하지 못하고 정지되어 펄스가 무시되며, 문이 열려 있으면 

중성자가 통과하여 해당 채널(channel)에 기록된다. 또한 그림 9.6.1의 

(b)와 같이 셔터 중심의 끝단에 설치된 광원, 즉 빛(light beam)은 연속

적으로 광소자(photo diode)를 자극하여 중성자의 통과 시간을 알려주게 

된다. 빛이 처음 광소자에 도착할 때 발생한 펄스는 채널을 열기 위한 출

발 동기(start trigger) 신호를 준다. 또한 같은 펄스는 첫 번째 문

(gate)을 열며, 다음 펄스가 문을 닫을 때까지 첫 번째 문은 계속 열려 

있다. 두 번째 펄스는 τ 시간(gate width) 뒤에 오고, 이 문 개방 폭

(gate width)은 빛의 각 속도와 광소자 슬릿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주어

진다. 펄스는 이전의 문을 항상 닫은 다음에 다음의 문을 여는 일련의 작

업을 계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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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TOF에서 이용되는 Fermi 쵸퍼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

한 요소는 μsec/m 단위에서의 분해능과 채널 당 계수율(counting rate)이

다. 이들은 각 채널에서 검출된 중성자들의 속도 범위에 의해 결정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의해 정해진다. 즉, 

1) 쵸퍼 셔터의 각 속도(angular velocity(rps))

2) 쵸퍼와 검출기까지의 비행거리(flight path length)

3) 쵸퍼에서 검출기까지 도달되는 중성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시

간적 제한이다. 따라서 실험 목적에 따라 위의 값들을 적절히 조절하여, 

요구되는 장치의 분해능 및 채널 당 강도 비를 적절히 선정할 수 다. 즉, 

실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쵸퍼 장치의 기본적인 구조 때문에 

생기는 초기의 검출시간 지연과 쵸퍼의 회전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계측기

의 점 채널(zero channel), 계측되는 각 채널의 폭과 쵸퍼와 검출기와

의 거리에 의존하는 검출되는 중성자 에너지 범위 및 분해능, 쵸퍼의 투

과율, 차단속도(cut-off) 및 중첩(overlapping)효과 등에 대한 사전 측정 

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내용은 기술보고서 “중

성자 비행시간 측정법 개발”(KAERI/TR-1290/99)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나. 하나로 쵸퍼장치 

하나로 중성자빔이용연구 과제에서 Fermi 쵸퍼를 자체적으로 설계 제

작하여 사용중이며, 그림 9.6.3은 Fermi 쵸퍼를 이용한 TOF 실험 장치의 

구성을 보인 것이다. 쵸퍼 빔 셔터는 그림 9.6.1과 같이 두께 0.75mm Al

과 Cd sheet를 순차적으로 겹쳐서 만든 직경 2R=54mm인 원통형 회전체이

며, Al, Cd 조합으로 구성된 30mm(W) x 50mm(H)의 빔 개구를 가진다. 즉, 

이 셔터의 슬릿폭은 0.75mm이고, 빔 개구의 길이는 2R = 54mm 이다. 또한 

빔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의 열중성자 투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총 3.5mm의 

Cd 두께를 사용하 다. 이 쵸퍼는 1회전 당 2개의 격발 펄스를 얻게 되어

있으며 중성자 검출은 
6
Li-Glass Scintillator(75mmφ x 3.5mmT :NE900)를 

이용하 다. 쵸퍼의 격발 펄스는 셔터 위에 빔 개구와 평행한 경로를 만

들어 이들과 평행하게 광원과 광소자를 설치함으로써 얻게 되어 있다. 또

한 모터의 회전수는 저속의 냉중성자를 얻기 위해 회전수를 2,000∼

3,500rpm까지 변화시킬 수 있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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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3. Block Diagram of chopper Time-of-Flight Spectrometer

다. 쵸퍼 실험 및 해석 방법 

TOF 측정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측정 데이터에 필연적

으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보정인자들을 고려해야한다. 예를 들어 노심내 

CN 수평공 선단에서 열중성자 분포(Maxwell-Boltzmann 분포) 분포를 얻기 

위해 Fermi 쵸퍼를 이용하고, 또한 빔 중간에 감마선 및 열중성자를 제거

하기 위하여 Bi/Be 필터를 장전하 다면 TOF법으로 검출기에 검출되는 중

성자들은 쵸퍼의 투과율(T(E)), 쵸퍼 내부 Al(50mm)의 흡수효과, Bi/Be 

필터의 흡수효과, 검출기의 효율 eff(E) 등의 향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인자를 보정해야 한다. 즉, 쵸퍼를 통과하여 검출기에 검출된 중성자 에

너지 분포는 

Φ(E) =  φMaxwell(E) T (E) ∏
i
T i(E) ε(E) (9.6.1)

로 쓸 수 있다.  CN 선단의 중성자 분포 φ(E) Maxwell을 구하기 위해서는 

MCA로 측정된 Φ(E) 값으로부터 쵸퍼의 투과율( T (E) ), 검출기의 효율

( ε(E) ), Bi 필터와 쵸퍼 내의 Al에 의한 투과율 ( TAl(E)×TBi(E) ) 등의 

효과를 보정한 다음과 같은 중성자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φMaxwell(E) =  
Φ(E)

 T (E) TAl(E) TBi(E) ε(E)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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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열 평형 상태의 중성자 최빈 속도, 온도 등을 얻을 수 있다.  

하나로 Fermi 쵸퍼의 경우에는 빔 셔터가 54mm Al으로 되어 있으며, 

검출기로는 Li6-Glass Scintilator(75mmφ x 3.5mmT :NE900) 검출기를 사

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정인자 즉, 쵸퍼의 투과율, Al 매질 및 

공기에 의한 흡수효과 및 검출기의 효율 등을 필연적으로 보정해야 하며, 

이들의 보정 방법은 기술보고서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법 개

발”(KAERI/TR-1290/99)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라. TOF 응용 

TOF 기술은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결정구조 해석, 준탄성 산란, 비탄

성 산란, 자성 산란 현상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하나로 CN 수평공에서의 원자로 출력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내용과 중성자 분광장치 주요 부품들의 특성 평가에 관련된 내용 중

에서 앞 절에서 논의하지 않은 내용들을 주로 기술한다. 

(1) 원자로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원자로의 노심에서 수평공을 통해 나오는 중성자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TOF 기술, 즉 쵸퍼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원자로 반사

체에서 중성자가 완전히 열평형이라고 가정한다면 반사체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평 실험관 선단(Beam Tube Nose)에서의 미분 중성자속 φ0''(λ)은 

다음과 같이 등방적인 맥스웰-볼쯔만 분포로 가정할 수 있다. 

φ0''( λ )= d
2 φ0
dΩ dλ

=
φ0
4π
n(λ) (9.6.3)

n(λ)=
2
λ (
E
E0 )

2

exp(-
E
E0
)=

2 λ40

λ
5 exp {-(

λ 0
λ )

2

}
여기서 E0는 열 평형 상태에서의 에너지이다.

만약 중성자가 1/v에 비례하는 B(n, α )반응을 이용하는 BF3 검출기에 

검출된다면, 검출된 중성자의 분포는 다시 식(9.6.3)의 파장 분포를 다음

과 같은 형태로 보정해 줄 수 있다. 

n(λ)∼
2 λ40

λ
4 exp {-(

λ 0
λ )

2

} (9.6.4)

여기서 얻은 식으로부터 파장에 대한 분포를 얻어서 최소제곱오차법을 

사용하여 fitting을 하면 열평형 상태에서의 파장과 에너지, 온도, 속도 

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측정 데이터에서 이미 검출기 효율을 보정하

다면, 맥스웰-볼쯔만 분포식은 식(9.6.3)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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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Fermi 쵸퍼를 이용하 으며, 쵸퍼와 MCS에 관련된 물리적 자료

는  

1) MCS의 채널 폭(dwell time): 10 μs

2) 출발 동기 신호 시간(t0), 즉 점 채널: 154.7 μs

3) 쵸퍼와 검출기간의 거리: 3m

이며, 이로부터  각 채널에서의 측정된 중성자의 평균 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v i(m/s) =
L(m)
t i-t 0

=
L(m)

ch i×10μs-154.7μs

이를 식 (9.6.4)에 대입함으로써 측정된 중성자 스펙트럼 분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수평공의 중성자스펙트럼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분포를 속도에 따른 쵸퍼의 투과율, 매질의 흡수 등의 효과를 보정해

야 한다.   

(가) 측정 데이터 해석

데이터 해석은 MCS 측정 데이터를 쵸퍼의 투과율, 5.4cm-Al/5cm-Bi의 

투과율 및 검출기의 효율을 보정한 Maxwell-Boltzmann 분포는

y =  y0+S 
λ40

λ 5
 e

- (
λ 0
λ
) 2

 (9.6.5)

나타낼 수 있고, 최소제곱법으로 맞추어 최빈파장(most probable 

wavelength), λ0,과 상대적인 Maxwell 분포를 얻을 수 있다. λ0에서 수

평공 선단의 열평형상태의 온도는 

E(meV) =  
81.80481

λ(Å)
2 = 0.0861735T(K) (9.6.6)

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Maxwell 분포의 피크에 해당

하는 중성자 파장 λmp =  
2
5
 λ 0 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λ0 = 1.80

Å일 때 λmp = 1.14Å이다. 그림 9.6.4 및 9.6.5은 하나로 원자로 출력 

10KW 및 100KW 측정 평가한 CN 수평공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보인 것이며, 

표 9.6.1에는 원자로 출력에 따라 측정 평가된 CN 수평공에서의 열평형 

상태의 최빈 중성자 파장 및 원자로 온도를 계산하여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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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d e l:  M a x w e ll1

C h i^ 2  =  0 .0 9 4

y 0 �0 .1 1 0 0 2 � ± 0 .0 1 9 6 6

S �7 .3 0 0 4 6 � ± 0 .0 6 9 3 1

C �1 .6 8 9 4 1 � ± 0 .0 0 5 9 6

 c o rR a w .B K G  1 0 K W

A
rb

. 
U

n
it

W a v e le n g th (A )
 

그림 9.6.4. 원자로 출력 10KW에서 5cm-Bi/5.4cm-Al/쵸퍼 투과율

 /검출기 효율을 보정한 후 fitting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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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OFS.02_Raw100KBKGC

Model: Maxwell1

Chi^2 = 0.05625

y0�0.11936� ±0.01508

S�10.36783� ±0.05287

C�1.7583� ±0.00331

 Raw100KBKGC with Absorption/Transmission/Efficiency correction

           subtract  Cd(3mm) screen B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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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5. 원자로 출력 100KW에서 BKG, 5cm-Bi/5.4cm-Al/쵸퍼 투과율 

/검출기효율을 보정한 후에 fitting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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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1. 원자로 출력에 따라 측정된 CN 수평공에서의 최빈중성자 파장 및 

열평형상태 온도

출력 

 쵸퍼

속도

 (rpm)

Sweep 

Number 
λ0(Å)

측정 온도

K(℃)  
χ2 

노실 측정

반사체

온도  

100KW 6,000 180,000 1.779±0.004  299.95 (27.0) 0.096

100KW 5,000 180,000 1.825±0.003  285.02 (12.0) 0.074

800KW 6,000 20,000 1.769±0.004  303.35 (30.35) 0.094

800KW 6,000 60,000 1.791±0.005  295.95 (23.0) 0.636

800KW 5,000 20,000 1.811±0.003  289.45 (16.5) 0.025

800KW 5,000 20,000 1.810±0.004  289.77 (16.8) 0.033

10KW 6,000 1.689±0.006  332.8 (59.8) 0.094 33.7℃

100KW 6,000 1.758±0.003  307.2 (34.2) 0.056 21.4℃

(나) PG(002) 면의  고차(n-th order)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중성자 분광장치에서 반사율이 높아 단색화 결정으로 널리 사용되는 

PG(002) 단색화 결정으로부터의 중성자 고차 반사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본 측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자로 노심에서 중성자의 분포가 Maxwell 

분포이고, 또한 PG의 반사율이 파장에 따라서 달라짐을 고려하더라도 원

자로 노심에서 나오는 중성자들의 상대적인 비를 예측할 수 있다. 

하나로 CN 수평공에 PG(002)를 설치하고, PG에 입사하는 빔은 빔 개구 

10mm(w) x 30mm(H)를 갖는 Cd 슬릿을 1,600mm 거리에 설치하여 약 10" 정

도의 빔 분산각을 갖도록 하 다. 또한 Bi/Be 필터는 설치하지 않았으며 

원자로 출력은 20MW, PG의 회절(take-off) 각은 2θ= 90, 69, 45°에서 

각각 측정하 다. 그림 9.6.6은 PG(002)의 회절각 2θ = 90°에서 쵸퍼에 

의해 측정된 스펙트럼이며, 이를 이용하여 쵸퍼의 점 채널(zero 

channel)을 조정하 다. 즉, 그림 9.6.6으로부터 얻어진 피크들의 중심 

채널은 Bragg식 nλ= 2 dsin θ  의 n차에 해당하는 피크들의 위치이므로, 

n-차 반사와 채널과의 관계식으로부터 쵸퍼의 점(zero) 채널을 결정할 

수 있다. 표 9.6.2는 측정된 PG의 n-차 피크 위치들을 Gaussian fitting

으로 얻어 정리한 것이며, 그림 9.6.7은 이들 데이터를 이용하여 점 채

널을 얻기 위해 최소제곱법으로 fitting한 결과로서, 점 채널은 

24.47±0.01로 평가되었다. 이 값과 쵸퍼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3m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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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의 채널을 파장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를 그림 9.6.8에 나타내었

다. 표 9.6.3은 이와 같은 결과에서 얻어진 n-차 피크들에 해당하는 파장

과 PG(002)면이 d = 3.3542Å이고, θ =45°조건으로부터 계산된 PG의 n-차 

파장을 비교하 다. 이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론치인 PG의 결정상수는 

6.7084Å이며, 쵸퍼로 측정한 결과는 6.671(±0.03)Å으로서 오차는 약 

±0.6% 이내에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오차의 범

위는 쵸퍼와 검출기까지의 거리, 즉 중성자의 비행거리가 ±1cm/300cm의 

오차를 보이거나, 또는 설치된 PG의 회절각이 2θ= 0.6°이내에 설치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오차 범위이다. 측정된 장치 설치와 정렬 상태에 

의하면 오차의 주된 원인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실

험자가 PG 단결정 및 검출기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험을 할 때에는 보다 정 하게 장치를 정

렬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0 100 200 300 400 5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Data: PG90201_START
Model: Gauss
Chi^2 = 2315.54884
y0 852.55501 ±14.62681
xc 113.90257 ±0.02074
w 4.95777 ±0.04919
A 24106.96853 ±260.15476

Data: PG90201_START
Model: Gauss
Chi^2 = 2520.48502
y0 863.80561 ±9.75212
xc 203.31965 ±0.02128
w 5.07678 ±0.04603
A 25403.77558 ±226.59796

Data: PG90201_START
Model: Gauss
Chi^2 = 4077.74404
y0 872.99478 ±15.91426
xc 143.69076 ±0.01461
w 4.85173 ±0.03289
A 43980.15116 ±307.79886

Data: PG90201_START
Model: Gauss
Chi^2 = 1309.7379
y0 855.42775 ±18.72001
xc 95.9907 ±0.05336
w 5.05395 ±0.15669
A 7254.88108 ±282.94678

Data: PG90201_START
Model: Gauss
Chi^2 = 1057.80808
y0 853.61628 ±6.92371
xc 382.14923 ±0.1711
w 5.61697 ±0.37884
A 2382.1975 ±162.75111

 PG(002) n-th order reflection

          2theta =900

co
un

ts
/3

0m

channel

그림 9.6.6. PG(002) 회절각 2θ=90°에서 측정된 PG n-차 반사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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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2. 그림 9.6.6으로부터 얻어진 n-차 반사에 해당하는 채널.

n-th order   PG(hkl) 채널

1    002 382.14923

1/2    004 203.31965

1/3    006 143.69297

1/4    008 113.90257

1/5    0010 95.990711

0 .2 0 .4 0 .6 0 .8 1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4 0 0
L in e a r  R e g r e s s io n  f o r  D a ta 1 _ B :

Y  =  A  +  B  *  X

P a r a m e t e r V a lu e E r ro 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2 4 .4 6 7 8 2 0 .0 1 0 8 8

B 3 5 7 . 6 8 4 8 8 0 . 0 2 0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 S D N 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0 .0 1 3 0 4 5 < 0 .0 0 0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Z e r o  C h a n n e l d e t e r m in a t io n

 B

 L in e a r  F i t  o f  D a t a 1 _ B

C
h

a
n

n
e

l

1 /n  ( n = o r d e r )

그림 9.6.7. 표 9.6.2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소제곱법으로 점 채널을 

fitting한 결과 

0 1 2 3 4 5 6
0

2 0 0 0

4 0 0 0

6 0 0 0

8 0 0 0

1 0 0 0 0

6 th  o r d e r

D a ta :  P G 9 0 2 0 1 _ S T A R T

M o d e l:  G a u s s

C h i^ 2  =  1 5 8 4 .0 3 8 2 3

y 0 8 3 0 .6 8 1 8 2 ± 4 6 .0 4 8 4 7

x c 0 .7 8 6 8 6 ± 0 .0 0 4 2 4

w 0 .0 7 5 4 6 ± 0 .0 1 8 1 2

A 2 2 .8 6 3 9 3 ± 8 .6 8 8 9 8

5 th  o r d e r

D a ta :  P G 9 0 2 0 1 _ S T A R T

M o d e l:  G a u s s

C h i^ 2  =  1 2 2 3 .7 1 0 4 1

y 0 8 5 3 .1 5 5 9 7 ± 1 6 .2 3 3 4 2

x c 0 .9 4 3 1 6 ± 0 .0 0 0 6 8

w 0 .0 6 6 8 2 ± 0 .0 0 1 9

A 9 6 .0 5 8 7 8 ± 3 .3 3 3 5 2

4 th  o r d e r

D a ta :  P G 9 0 2 0 1 _ S T A R T

M o d e l:  G a u s s

C h i^ 2  =  2 5 5 5 .0 4 4 2 1

y 0 8 4 3 .8 3 3 6 3 ± 1 8 .0 9 8 1 8

x c 1 .1 7 9 3 6 ± 0 .0 0 0 2 9

w 0 .0 6 5 5 8 ± 0 .0 0 0 7 2

A 3 1 9 .3 8 6 8 9 ± 3 .9 7 6 6 5

3 r d  o rd e r

D a ta :  P G 9 0 2 0 1 _ S T A R T

M o d e l:  G a u s s

C h i^ 2  =  4 2 1 9 .9 1 7 4 7

y 0 8 7 4 .6 3 4 0 8 ± 1 6 .7 1 4 5 5

x c 1 .5 7 2 1 7 ± 0 .0 0 0 2

w 0 .0 6 3 9 6 ± 0 .0 0 0 4 4

A 5 7 9 .6 8 1 ± 4 .1 8 8 1 9

2 n d  o r d e r

D a ta :  P G 9 0 2 0 1 _ S T A R T

M o d e l:  G a u s s

C h i^ 2  =  3 0 2 0 .9 1 2 5 8

y 0 8 6 5 .8 1 9 2 3 ± 1 2 .4 4 2 8 9

x c 2 .3 5 8 4 8 ± 0 .0 0 0 3 1

w 0 .0 6 6 9 ± 0 .0 0 0 6 8

A 3 3 4 .6 4 0 5 1 ± 3 .4 6 1 7 5

1 s t  o rd e r

D a ta :  P G 9 0 2 0 1 _ S T A R T

M o d e l:  G a u s s

C h i^ 2  =  1 2 4 7 .4 5 9 1 7

y 0 8 5 5 .6 9 6 3 6 ± 9 .3 7 2 1 8

x c 4 .7 1 6 6 4 ± 0 .0 0 2 4 5

w 0 .0 7 3 4 ± 0 .0 0 5 6 9

A 3 0 .9 9 9 5 8 ± 2 .5 6 0 2 7

(6 )

(5 )

(4 )

(3 )

(2 )

(1 )

 P G  n - th  o rd e r

2 θ  =  9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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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6.8. 그림 9.6.6을 점 채널을 보정하고 파장의 함수로 변환한 스펙트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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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6.3. 쵸퍼로 측정된 PG(002) n-차 반사 파장 및 2θ=90°, 

d(002)=3.3542Å일 때 계산된 파장과 비교 

n-차
 PG

(hkl)

파장(Å)
편차

오차

(%)
 적분강도

 측정 

반치폭계산치 실험치

1  002 4.7435 4.71664 0.0269 5.65   31.0( 1)  0.073(6)

2  004 2.3718 2.35848 0.0133 5.61  334.6(11)  0.067(1)

3  006 1.5812 1.57217 0.0090 5.69  579.7(19)  0.064(1)

4  008 1.1859 1.17936 0.0065 5.48  319.4(10)  0.066(1)

5 0010 0.9487 0.94316 0.0055 5.80   96.1( 3)  0.067(2)

6 0012 0.7906 0.78686 0.0037 4.68   22.9(0.7)  0.075(18)

7.자성체 구조 해석 기술개발

가.현황

중성자회절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인 자성구조 분석 가능성을 활용

하기 위한 시도는 하나로의 첫 번째 중성자회절장치인 HRPD가 이용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때마침 거대자기저항 연구가 확산

되는 국내 연구 현황과 맞물려 이들 시료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행해 온 

자화율 및 저항율 측정과 함께 중성자회절을 이용한 미세구조 분석이 절

실히 요구되었으며, 초기에 마련된 최저온도 10K의 저온 시료환경장치를 

사용하여 온도에 따른 자성구조 분석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중성자회절을 이용한 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연구

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ferrite 재료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화율 측정과 뫼스바우어 실험에 더하

여 구조특성을 포함하는 분석과 인접된 번호를 갖는 원자들의 치환량 분

석 등을 위해 중성자 회절 실험이 요구되었으나, 이 분야 연구자들의 중

성자회절상 분석 능력의 미비로 중성자회절실험이 활발하지는 못하 다.

따라서 이용자 확대를 위해 중성자회절을 이용한 자성구조 해석 기술 

자체에 대한 검토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그 일부를 기술한다.

나.연구 예

(1) CMR

(가)(La0.1Pr0.6)Ca0.3MnO3의 자기 특성 분석

망간산화물에서의 초거대자기효과 발견[9-38]은 이들 물질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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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고조시켰다. 흥미로운 점은 강자성-상자성 상전이와 금속-절연체 상

전이가 같은 온도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작용 이론

(double exchage mechanism)[9-39]과 강한 전자-포논 결합[9-40]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발표되었다. 몇몇의 망간산화물은 전하 정렬[9-41]과 

궤도 정렬 현상[9-42]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전자, 

스핀, 격자, 전하와 궤도가 서로 강하게 결합되었음을 의미한다.

    초거대자기저항이 나타나는 La1-xCaxMnO3의 자기 구조 연구는 1955년에 

이미 이루어졌다[9-43]. 이 연구 결과는 La과 Ca의 비율에 따라 다른 자

기 구조를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표 9.7.1.에서 이들 물질의 7개의 자기 

구조를 보여준다. La만 존재하는 LaMnO3는 A-type의 반강자성을 가진다. 

반면에 La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CaMnO3는 G-type의 반강자성을 가진다. 

La0.8Ca0.2MnO3는 C-type의 반강자성을 가진다. La0.5Ca0.5MnO3는 표 9.7.1.에

서 C-type과 E-type이 공존하는 CE-type의 반강자성을 가진다. 

La0.65Ca0.35MnO3는 강자성이며 B-type의 자기 구조를 가진다. 이 결과는 최

근에 연구되는 다른 초거대자기저항 물질의 자기 구조 연구에 가장 기본

이 되는 구조이다. 

표 9.7.1. E. O. Wollan과 W. C. Koehler에 의해 연구된 7개의 자기 구조

A-type B-type C-type D-type

E-type F-type G-type

La0.7Ca0.3MnO3는 250 K이하에서 강자성-금속 상전이를 가지며, 초거대

자기효과가 나타난다. La자리에 Pr를 첨가할수록 평균이온반경의 변화에 

의해 강자성 전이온도는 더 낮은 온도로 내려간다. La이 Pr으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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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된 Pr0.7Ca0.3MnO3는 반강자성-절연체이다. (La0.1Pr0.6)Ca0.3MnO3는 강자

성-금속전이와 반강자성-절연체 전이의 경계에 있는 시료이다. 

① 자기모멘트와 자기자화율 측정

그림 9.7.1.은 자기 모멘트와 자기자화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약 110 

K 부근에서 자기 모멘트 값이 증가한다. 또한, AC 자기자화율은 이 온도

에서 피크를 보이고 있다. 60 K부근에서 다른 피크를 보인다. 이 결과는 

이 물질이 두 번의 자기상전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110 K의 강자성 상

전이는 Mn 자기모멘트의 결과이다. 60 K의 변화는 Pr 모멘트의 정렬에 의

한 결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9.7.1. 온도에 따른 자기모멘트와 AC 자기자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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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성자 회절세기의 온도 의존성 관찰

중성자 회절을 이용한 자기구조 연구에서 회절 세기의 온도 의존성은 

중요한 정보이다. LPCMO의 회절 결과에서 13.5°, 27.0°, 38.5°의 세 

피크가 온도에 따라 변화하 다. 13.5°의 피크는 나머지 두 피크와 다른 

온도에서 증가하 다. 앞 피크는 135 K 부근에서 증가한 반면에 다른 피

크는 110 K 부근에서 증가하기 시작하 다. 그림 9.7.2는 Gaussian 함수

의 fitting을 통해 회절 세기의 온도 의존성을 보여준 그림이다. 회절 세

기는 상대 크기로 나타내었다. 회절 세기의 온도 의존성은 자기모멘트나 

자기자화율 측정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로 강자성 자기상전이가 110 

K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살표로 표시한 60 K 부근에서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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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림 9.7.2. 온도에 따른 (101) 및 (202) 피크의 중성자 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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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ullprof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기구조 연구

Fullprof를 이용한 자기 구조의 분석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한 

부분은 핵산란에 의한 회절 부분과 한 부분은 자기 산란 부분이다. 한 부

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두 상 모두를 정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이

유로 자기 산란이 일어나지 않은 온도의 결과는 자기 구조분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모멘트와 자기자화율 측정에서 자기상전이가 110 K 부

근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온에서 측정한 값은 자기산란을 제외한 

핵산란만으로 생각할 수 있다. 300 K의 결과에서 La0.1Pr0.6Ca0.3MnO3는 사방

구조를 가진다. 핵산란의 온도 의존성을 주는 것은 격자 상수와 온도인자  

외에 없다. 10 K의 회절 결과는 자기 산란과 핵산란을 모두 포함한다. 

자기구조를 얻기 위해서 자기 피크의 측정각에 의해 결정되는 러지

수를 구해야한다. 이 시료는 27.0 °, 38.5°의 각에서 회절 세기의 변화

를 보 다. 이 각은 (101)면 혹은 (020)면과 (121)면, (200)면, (002)면

에 해당되며 핵산란에 의한 회절과 같은 브라그 위치에서 나타나므로 강

자성 자기구조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강자성 구조는 표 9.7.1.에서 보여

진 B-type에 해당되는 구조이다. 자기 모멘트는 a축 혹은 c축으로 정렬되

어있다. 이것은 격자 상수 a, c가 거의 유사하여 (002)면과 (200)면을 구

별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1/2 0 1/2)면에 해당되는 자기피크가 

존재한다. 이 값으로 반강자성 특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자기자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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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기모멘트 측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결과이다. 반강자성 자기구조는 

위에서 나타난 결과의 혼합 구조인 CE-type의 자기 구조를 가진다. 그림 

9.7.3은 반강자성 자기구조와 강자성 자기구조를 보여준다. 60 K 부근에

서 강자성이 나타나는 피크의 회절세기가 증가하 다. 이것은 Mn 자기모

멘트외에 Pr 자기모멘트의 정렬을 의미한다. Pr 자기모멘트의 구조는 강

자성 Mn 자기모멘트와 같은 방향을 가진다.  LPCMO는 하나의 원자구조와 

두 개의 자기 구조를 이용하여 정련되어졌다. 한 원자의 Mn  자기모멘트

의 크기는 Mn
3+
과 Mn

4+
의 비율에 의해서 (3×0.3+4×0.7)= 3.7 μB의 값을 

가진다. 강자성으로 완전 포화되면 이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293 K와 

15 K의 정련 결과는 그림 9.7.4에서 보여진다

c

a

강자성 자기구조

a

c

반강자성 자기구조

up

down

그림 9.7.3. 자기 구조

.

표 9.7.2는 Fullprof 프로그램의 입력 파일인 pcr 파일중 강자성 자기 

구조 입력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다. 입력파일에서 보듯이 원자 구조와 동

일한 공간군을 가진다. 또한 Mn 원자의 위치도 동일하다. Mn3+와 Mn4+의 

자기산란 길이가 다르므로 두 값을 구별해 넣었다. 자기모멘트는 직교 좌

표 계로 표현되었다. 자기모멘트의 크기와 방향은 x, y, z 각 성분의 벡

터 합으로 알 수 있다. pcr 파일의 값은 x성분만이 존재하고 그 크기도 

2.35 μB로 앞에서 예상한 원자 자기 모멘트 크기보다 작다. 이는 반강자

성과의 경쟁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반강자성 구조의 입력은 강

자성 구조 입력과 다르다. 이 구조의 a, c의 격자 상수는 강자성의 두 배

이다.(1/2 0 1/2)면에서 나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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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론

La0.1Pr0.6Ca0.3MnO3는 135 K부근에서 반강자성 상전이와 110 K에서 강자

성 상전이가 존재한다. Mn 자기모멘트의 방향은 강자성인 경우 x축으로 

놓여있다. 그 크기는 2.35 μB이다. 반강자성의 구조는 CE-형태이다. 이 

구조는 (1/2 0 0)와 (1/2 0 1/2)의 진행 벡터(propagation vector)를 가

진다. 반강자성 자기모멘트는 y축 방향으로 놓여있으며, 크기는 0.9 μB

의 값을 가진다. 

그림 9.7.4. 293 K과 15 K의 정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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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2. Fullprof 입력화일의 강자성 부분

FM magnetic                                                          
!

!Nat Dis Mom Pr1 Pr2 Pr3 Jbt Irf Isy Str Furth     ATZ   Nvk Npr More

   3   0   0 0.0 0.0 0.0   1  -1  -1   0   0        0.00   1   5   0
!

P n m a                  <--Space group symbol

!Nsym Cen Laue MagMat
   8   1   3   1

SYMM  x,y,z                                                                     

MSYM  u,v,w, 0.0                                                                

SYMM  0.5+x,0.5-y,0.5-z                                                         

MSYM  u,v,w, 0.0                                                                

SYMM  -x,0.5+y,-z                                                               

MSYM  u,v,w, 0.0                                                                

SYMM   0.5-x,-y, 0.5+z                                                          

MSYM  u,v,w, 0.0                                                                

SYMM  -x,-y,-z                                                                  

MSYM  u,v,w, 0.0                                                                

SYMM  0.5-x,0.5+y,0.5+z                                                         

MSYM  u,v,w, 0.0                                                                

SYMM  x,0.5+y,z                                                                 

MSYM  u,v,w, 0.0                                                                

SYMM   0.5+x,y,0.5-z                                                            

MSYM  u,v,w, 0.0                                                                
!

!Atom Typ  Mag Vek    X      Y      Z       Biso   Occ      Rx      Ry      Rz

!     Ix     Iy     Iz    beta11  beta22  beta33   MagPh

Mn1  MMN3  1  0  0.00000 0.00000 0.50000 0.03463 0.35000   2.358   0.000   0.000
                    0.00    0.00    0.00    0.00    0.00  27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Mn2  MMN4  1  0  0.00000 0.00000 0.50000 0.03463 0.15000   2.358   0.000   0.000
                    0.00    0.00    0.00    0.00    0.00  27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r   JPR3  1  0  0.03505 0.25000-0.00473 0.69034 0.30000   0.364   0.000   0.000
                  201.00    0.00  211.00  331.00    0.00  28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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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errite[9-44]

(가) CoFe2O4

자기기록매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errite 재료들에 대한 연구가

여러 연구 그룹들에 의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ferrite

는 대표적인 분자식의 하나는 ABO4 형태로서 스피넬 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그 안에 8개의 사면체(A-O4)와 16개의 팔면체(B-O6)를 포함하고 있

다. 사면체 및 팔면체 중심에 위치하는 천이금속 A와 B가 각기 자기모멘

트를 갖는데, 그 방향이 서로 다를뿐만 아니라(대부분은 역방향으로 평행

하나, 어느정도 어긋나는 경우도 있음), 크기 또한 따르다. 사면체 중심

에는 A가, 팔면체 중심에는 B가 위치하는 정스피넬의 경우와 사면체 중심

에는 B가, 팔면체 중심에는 A와 B가 절반씩 존재하는 역스피넬의 경우가 

있으며, 그 중간 역, 즉, A와 B가 팔면체 및 사면체에 교차하여 존재하

는 경우가 있다. A와 B의 조합, 또는 일부를 다른 금속으로 치환하는 방

법에 의해 총 자기모멘트가 큰 재료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성 특성 

관측을 위해서는 자화율 측정, 뫼스바우어 실험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

러한 ferrite에 대해, 각 A, B 위치에서의 원자 치환율 및 자성 모멘트 

등의 분석에 중성자 회절 실험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로서, 단순한 구조를 

갖고 대표적인 재료인 CoFe2O4에 대한 중성자회절상 측정 및 분석을 수행

하 다. 본 재료는 역스피넬을 기본으로 하지만 Co 일부가 사면체 중심위

치에 치환되는 구조로서 그 치환량 분석도 주 관심사중의 하나이다.  

중성자 분말회절상은 HRPD의 Ge(331) 단색화결정으로부터의 1.834Å의 

중성자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측정하 으며, Ti-Zr null matrix 시료캔이 

사용되었다. 

측정된 회절데이터와 Fullprof를 사용하여 결정구조 및 자성구조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 다. 결정구조의 공간군은 Fd-3m이 자성구조의 공간군

은 F1이 사용되었으며, 주 자화축은 [100]으로 설정되었다. 사면체의 자

기모멘트는 -3.94μB , 팔면체는 3.58μB으로서, 분자당 3.22μB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Co의 사면체 위치 점유율은 18%인 것으로 나타났

다. 측정 및 구조정련후 회절상은 그림 9.7.5에, Rietveld refinement를 

위한 입력화일의 자성구조 부분은 표9.7.3에, 분석결과 세부사항은 표

9.7.4에 수록하 다.

(나) Y3Fe5O12 (YIG)

Ferrite의 또 다른 대표적인 분자식 형태로서 A3B5O12를 갖는 garnet을 



- 679 -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스피넬 구조로서 A는 24개의 사면체, B는 24개의 

사면체와 16개의 팔면체 중심에 놓이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로서 

Y3Fe5O12 (YIG)에 대한 중성자회절 실험을 수행하 다.YIG의 Y는 비자성 

원소이며, Fe만이 자성특성을 갖는다.

중성자 분말회절상은 HRPD의 Ge(331) 단색화결정으로부터의 1.834Å의 

중성자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측정하 으며, Ti-Zr null matrix 시료캔이 

사용되었다. 

측정된 회절데이터와 Fullprof를 사용하여 결정구조 및 자성구조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 다. 결정구조의 공간군은 Fd-3m이 자성구조의 공간군

은 F1이 사용되었으며, 주 자화축은 [111]으로 설정되었다. 사면체의 자

기모멘트는 -3.62μB , 팔면체는 3.58μB으로서, 분자당 -3.69μB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시료에는 불순물이 다량 존재하여 전체적인 신뢰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측정 및 구조정련후 회절상은 그림 9.7.6에, 

Rietveld refinement를 위한 입력화일의 자성구조 부분은 표 9.7.5에, 분

석결과 세부사항은 표 9.7.6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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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5.CoFe2O4의 중성자 분말회절상

그림 9.7.6. YIG의 중성자 분말회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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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3. CoFe2O4 분말회절상에 대한 Rietveld refinement를 위한 입
      력화일중 자성구조 부분

!-------------------------------------------------------------------------------

!  Data for PHASE number:   2  ==> Current R_Bragg:     2.50

!-------------------------------------------------------------------------------

CoFe2O4 Magnetic                                                      

!

!Nat Dis Mom Pr1 Pr2 Pr3 Jbt Irf Isy Str Furth     ATZ   Nvk Npr More

  12   0   0 0.0 0.0 1.0  -1  -1   1   0   0        0.00   1   5   0

!

F 1                      <--Space group symbol

!Nsym Cen Laue MagMat

   4   1   1   1

!S11 S12 S13     T1        S21 S22 S23     T2    S31 S32 S33       T3

!M11 M12 M13  M21 M22 M23  M31 M32 M33     Ph

   1   0   0    0.000000   0   1   0    0.000000   0   0   1    0.000000

   1   0   0   0   1   0   0   0   1    0.000000

   1   0   0    0.000000   0   1   0    0.500000   0   0   1    0.500000

   1   0   0   0   1   0   0   0   1    0.000000

   1   0   0    0.500000   0   1   0    0.000000   0   0   1    0.500000

   1   0   0   0   1   0   0   0   1    0.000000

   1   0   0    0.500000   0   1   0    0.500000   0   0   1    0.000000

   1   0   0   0   1   0   0   0   1    0.000000

!Atom Typ  Mag Vek    X      Y      Z       Biso   Occ      Rm      Rphi  Rtheta

!     Im   Iphi   Itheta  beta11  beta22  beta33   MagPh

Fe1  MFE3  1  0  0.12500 0.12500 0.12500 0.05783 0.81846  -4.238   0.000   0.000

                    0.00    0.00    0.00  171.00  201.00  21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2  MFE3  1  0  0.87500 0.37500 0.37500 0.05783 0.81846  -4.238   0.000   0.000

                    0.00    0.00    0.00  171.00  201.00  21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o1  MCO2  1  0  0.12500 0.12500 0.12500 0.05783 0.18153  -2.571   0.000   0.000

                    0.00    0.00    0.00  171.00 -201.00  2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o2  MCO2  1  0  0.87500 0.37500 0.37500 0.05783 0.18153  -2.571   0.000   0.000

                    0.00    0.00    0.00  171.00 -201.00  2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3  MFE3  1  0  0.50000 0.50000 0.50000 0.71518 0.59075   3.995   0.000   0.000

                    0.00    0.00    0.00  181.00 -200.50  22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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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4  MFE3  1  0  0.25000 0.75000 0.00000 0.71518 0.59075   3.995   0.000   0.000

                    0.00    0.00    0.00  181.00 -200.50  22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5  MFE3  1  0  0.75000 0.00000 0.25000 0.71518 0.59075   3.995   0.000   0.000

                    0.00    0.00    0.00  181.00 -200.50  22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6  MFE3  1  0  0.00000 0.25000 0.75000 0.71518 0.59075   3.995   0.000   0.000

                    0.00    0.00    0.00  181.00 -200.50  22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o3  MCO2  1  0  0.50000 0.50000 0.50000 0.71518 0.40925   2.976   0.000   0.000

                    0.00    0.00    0.00  181.00  200.50  3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o4  MCO2  1  0  0.25000 0.75000 0.00000 0.71518 0.40925   2.976   0.000   0.000

                    0.00    0.00    0.00  181.00  200.50  3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o5  MCO2  1  0  0.75000 0.00000 0.25000 0.71518 0.40925   2.976   0.000   0.000

                    0.00    0.00    0.00  181.00  200.50  3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o6  MCO2  1  0  0.00000 0.25000 0.75000 0.71518 0.40925   2.976   0.000   0.000

                    0.00    0.00    0.00  181.00  200.50  3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Scale       Shape1      Bov     Str1     Str2     Str3    Strain-Model

 0.19926       0.1453   0.0000   0.0000   0.0000   0.0000       0

    11.00000   131.00     0.00     0.00     0.00     0.00

!      U        V         W          X         Y       GauSiz   LorSiz Size-Model

   0.27918  -0.34728   0.20451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121.00    111.00    101.00      0.00      0.00      0.00      0.00

!     a          b         c        alpha      beta       gamma

   8.382556   8.382556   8.382556  90.000000  90.000000  90.000000

   81.00000   81.00000   81.00000    0.00000    0.00000    0.00000

!  Pref1  Pref2   Asy1    Asy2    Asy3     Asy4

 0.00000 0.00000 0.30305 0.09474 0.00000 0.00000

    0.00    0.00  141.00  151.00    0.00    0.00

! Propagation vectors: 

   0.0000000   0.0000000   0.0000000          Propagation Vector  1

    0.000000    0.000000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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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4. CoFe2O4의 Rietveld Refinement 결과

  1) Space Group  

 F d -3 m

  2) Atomic Parameters

Atomes 

and     x        y         z        B       Occ      μ(μB)

Positions

 Fe1    8a   1/8     1/8       1/8   0.06(5)   0.82(1)   -4.24( 7)

 Co1    8a        1/8     1/8       1/8   0.06(5)   0.18(1)   -2.55(30)

 Fe2   16d        1/2     1/2       1/2   0.72(5)   0.59(1)   4.00( 8)

 Co1   16d        1/2     1/2       1/2   0.72(5)   0.41(1)   2.98(10)

 O     32e  0.2558(1) 0.2558(1) 0.2558(1)   0.59(3)        1

* Chemical Formula : [Fe0.82Co0.18][Fe1.18Co0.82]O4

* Direction of Magnetic Moment : [100], collinear

* μtet = -3.94μB ,    μoct = 3.58μB

* Magnetic Moment per Formular Unit  : 3.22μB

  3) Lattice Parameters

a = 8.3826(1)Å

  4) Reliability Factors

                         (Conventional)

Rp  :  5.98 %       ( 12.1 )

Rwp :  8.54 %       ( 13.2 )

Rexp :  5.35 %     (  8.29)

χ2  :  2.55

 RB  :  2.08 %

RM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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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5. YIG 분말회절상에 대한 Rietveld refinement를 위한 입력화일중 자

성구조 부분
!-----------------------------------------------------------------------------
!  Data for PHASE number:   2  ==> Current R_Bragg:    15.33
!-----------------------------------------------------------------------------

YIG Magnetic                                                          
!

!Nat Dis Mom Pr1 Pr2 Pr3 Jbt Irf Isy Str Furth     ATZ   Nvk Npr More

  20   0   0 0.0 0.0 1.0  -1  -1   1   0   0        0.00   1   5   0
!
I 1                      <--Space group symbol

!Nsym Cen Laue MagMat
   2   1   1   1
!S11 S12 S13     T1        S21 S22 S23     T2    S31 S32 S33       T3
!M11 M12 M13  M21 M22 M23  M31 M32 M33     Ph
   1   0   0    0.000000   0   1   0    0.000000   0   0   1    0.000000
   1   0   0   0   1   0   0   0   1    0.000000
   1   0   0    0.500000   0   1   0    0.500000   0   0   1    0.500000
   1   0   0   0   1   0   0   0   1    0.000000

!Atom Typ  Mag Vek    X      Y      Z       Biso   Occ      Rm      Rphi  Rtheta

!     Im   Iphi   Itheta  beta11  beta22  beta33   MagPh

Fe1  MFE3  1  0  0.37500 0.00000 0.25000 0.32849 1.00000  -3.615  45.000  45.000
                    0.00    0.00    0.00  171.00    0.00  20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2  MFE3  1  0  0.12500 0.00000 0.75000 0.32849 1.00000  -3.615  45.000  45.000
                    0.00    0.00    0.00  171.00    0.00  20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3  MFE3  1  0  0.25000 0.37500 0.00000 0.32849 1.00000  -3.615  45.000  45.000
                    0.00    0.00    0.00  171.00    0.00  20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4  MFE3  1  0  0.75000 0.37500 0.00000 0.32849 1.00000  -3.615  45.000  45.000
                    0.00    0.00    0.00  171.00    0.00  20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5  MFE3  1  0  0.00000 0.25000 0.37500 0.32849 1.00000  -3.615  45.000  45.000
                    0.00    0.00    0.00  171.00    0.00  20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6  MFE3  1  0  0.00000 0.75000 0.12500 0.32849 1.00000  -3.615  45.000  45.000
                    0.00    0.00    0.00  171.00    0.00  20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7  MFE3  1  0  0.75000 0.62500 0.00000 0.32849 1.00000  -3.615  45.000  45.000
                    0.00    0.00    0.00  171.00    0.00  20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8  MFE3  1  0  0.75000 0.37500 0.50000 0.32849 1.00000  -3.615  45.000  45.000
                    0.00    0.00    0.00  171.00    0.00  20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9  MFE3  1  0  0.12500 0.50000 0.25000 0.32849 1.00000  -3.615  45.000  45.000
                    0.00    0.00    0.00  171.00    0.00  20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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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10 MFE3  1  0  0.87500 0.00000 0.25000 0.32849 1.00000  -3.615  45.000  45.000
                    0.00    0.00    0.00  171.00    0.00  20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11 MFE3  1  0  0.00000 0.25000 0.87500 0.32849 1.00000  -3.615  45.000  45.000
                    0.00    0.00    0.00  171.00    0.00  20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12 MFE3  1  0  0.50000 0.25000 0.12500 0.32849 1.00000  -3.615  45.000  45.000
                    0.00    0.00    0.00  171.00    0.00  20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31 MFE3  1  0  0.00000 0.00000 0.00000 0.30277 1.00000   3.576  45.000  45.000
                    0.00    0.00    0.00  181.00    0.00  21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32 MFE3  1  0  0.50000 0.00000 0.50000 0.30277 1.00000   3.576  45.000  45.000
                    0.00    0.00    0.00  181.00    0.00  21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33 MFE3  1  0  0.00000 0.50000 0.50000 0.30277 1.00000   3.576  45.000  45.000
                    0.00    0.00    0.00  181.00    0.00  21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34 MFE3  1  0  0.50000 0.50000 0.00000 0.30277 1.00000   3.576  45.000  45.000
                    0.00    0.00    0.00  181.00    0.00  21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35 MFE3  1  0  0.75000 0.25000 0.25000 0.30277 1.00000   3.576  45.000  45.000
                    0.00    0.00    0.00  181.00    0.00  21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36 MFE3  1  0  0.75000 0.75000 0.75000 0.30277 1.00000   3.576  45.000  45.000
                    0.00    0.00    0.00  181.00    0.00  21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37 MFE3  1  0  0.25000 0.25000 0.75000 0.30277 1.00000   3.576  45.000  45.000
                    0.00    0.00    0.00  181.00    0.00  21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e38 MFE3  1  0  0.25000 0.75000 0.25000 0.30277 1.00000   3.576  45.000  45.000
                    0.00    0.00    0.00  181.00    0.00  211.00    0.00    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Scale       Shape1      Bov     Str1     Str2     Str3    Strain-Model
 0.24447E-01   0.1474   0.0000   0.0000   0.0000   0.0000       0
    11.00000    91.00     0.00     0.00     0.00     0.00

!      U        V         W          X         Y       GauSiz   LorSiz Size-Model
   0.33204  -0.44355   0.23608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81.00     71.00     61.00      0.00      0.00      0.00      0.00
!     a          b         c        alpha      beta       gamma
  12.376640  12.376640  12.376640  90.000000  90.000000  90.000000
   51.00000   51.00000   51.00000    0.00000    0.00000    0.00000

!  Pref1  Pref2   Asy1    Asy2    Asy3     Asy4
 0.00000 0.00000 0.27810 0.10138 0.00000 0.00000
    0.00    0.00  101.00  111.00  961.00  971.00
! Propagation vectors: 
   0.0000000   0.0000000   0.0000000          Propagation Vector  1
    0.000000    0.000000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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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7.6. YIG의 Rietveld Refinement 결과

  1) Space Group  

 I a -3 d

  2) Atomic Parameters

Atomes 

and        x    y        z        B          μ(μB)

Positions

 Y     24c       1/8          0         1/4     0.21(6)  

 Fe1   24d       3/8          0         1/4     0.33(5)     -3.62(7)

 Fe2   16a         0        0           0     0.30(5)   3.58(7)

 O     96h -0.0270(2)  0.0567(2)  0.1506(2)  0.38(4)  

* Direction of Magnetic Moment : [111]

* μtet = -3.62μB ,    μoct = 3.58μB

* Magnetic Moment per Formular Unit  : -3.69μB

  3) Lattice Parameters

a = 12.3766(3)Å

  4) Reliability Factors

                         (Conventional)

Rp  :  8.98 %       ( 14.7 )

Rwp : 14.1  %       ( 20.0 )

Rexp :  5.05 %     (  7.15)

χ2  :  7.82

 RB  :  5.58 %

RM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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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성자 소각산란에 의한 미시구조 해석 기술 개발

하나로에는 중합체의 구조해석, 합금의 석출, 방사선조사에 의한 

void/cluster 생성 및 거동 등과 같은 금속 재료의 미시구조해석, 

micelle의 구조 연구 등 불균일성의 크기가 10 ∼ 1,000Å인 미시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SANS장치 설치중이며, 2000년 말경부터는 성능시험을 마

치고 외부이용자들에게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하나

로 SANS 장치가 완성된 후에 외부 이용자 지원 및 장치 활용 극대화 위한 

준비 작업으로써 수행한 포항가속기의 소각 X-선 분광장치(SAXS) 및 하나

로 1-D PSD SANS 장치를 이용한 재료내 미시구조 해석 기술 개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아울러 SANS 실험 및 해석에 이용되는 다양한 SANS raw 

데이터 처리, 해석 기술 및 프로그램을 소개함으로써 장치 완성 후의 장

치 운  효율화 및 외부 이용자들이 체계적으로 SANS 실험 및 해석을 수

행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 SAXS에 의한 Porous Silica 연구

(1) 연구목적

Porous Silicon(PS)의 구조와 전기적인 특성은 PS의 porosity와 

doping 양에 따라서 의존한다. small angle X-ray scattering(SAXS)을 사

용하여 p doped porous silicon 의 구조 규명에 대한 연구가 문헌에 보고

되어 있다. 본 연구는 포항가속기 SAXS 장치를 이용하여 에칭 시간에 따

른 porous silicon의 micro-crystalline morphology를 조사함으로써 SAXS 

장치를 이용한 미시구조 측정 및 해석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이론 

고체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자들간의 상호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희석계로 설명할 수 있고 형상 구조 인자에 대한 효과만을 볼수 있다. 

(가) 형상구조인자(particle form factor)

입자들간의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산란강도는 단순히 입자의 

형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입자들의 형상인자(form factor)를 알고 

있으면 입자의 구조를 계산할 수 있다. 단순히 형상인자에 의존하는 산란

강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9-45]

(9.8.1) I(Q)=CP 2/V+bkg  

여기서 V는 부피, C는 농도인자, bkg는 실험의 백그라운드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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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는 형상인자를 나타내는데 구형입자인 경우에는

(9.8.2) Psp(Q)= |
3j 1(QR)

QR |
2

= [ 3sinQR-QRcosQR(QR)
3 ]

2

실린더 형태의 입자의 경우에는 

(9.8.3) Pcy(Q)=
⌠
⌡

π/2

0

sin
2
(Qhcosβ)

Q 2hcos 2β
⋅
4J21(Qa sinβ)

Q 2a 2sin 2β
sinβdβ

축 2a, 2a와 2az를 가지는 Ellipsoid 의 경우에는

(9.8.4) Pel(Q)=
⌠
⌡

π/2

0 [
3j 1(x)

x ]
2

sinβdβ

여기서 x=Qa[ cos 2β+ z 2sin 2β] 1/2이고 β는 산란 벡터와 ellipsoid의 대

칭축 방향사이의 각이다. z>1이면 prolate 구조를 가지고 z<1이면 oblate

구조를 가진다. 

(나) 희석계(Dilute system)에서 산란함수의 일반적인 특징

①  Q=0로의 Extrapolation

P(0)=1이라면 Q=0에서 산란강도는 

(9.8.5) dΣ
dΩ
(0)=n(ρ p-ρm)

2
v
2  

로 주어진다. 희석계(dilute system)에서 측정된 분포는 dΣ
dΩ
(0)을 얻

기 위해서 외삽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입자의 수 n 또는 입자의 부피 v

의 값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거대분자인 경우에는 v값은 분자량을 결정한

다. 

② Guinier approximation

Guinier는 QR0의 매우 작은 값에서 P(Q)는 gyration 반지름 Rg라 불리

는 간단한 기하학적 변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R0는 입자의 선형차원이다. 즉, 입자의 형상인자는 

(9.8.6) P(Q)=exp(-Q 2R2g/3)

이며, 여기서 radius of gyration Rg는 다음과 같다. 

(9.8.7) Rg=

ꀎ

ꀚ

︳︳︳︳︳︳

⌠
⌡v
r
2
ρ(r)dr

⌠
⌡v
ρ(r)dr

ꀏ

ꀛ

︳︳︳︳︳︳

1/2

식(9.8.6)은 QRg < 1에서 만족하게 된다. 작은 Q 역에서는 log(I) - 

Q2의 그래프는 직선으로 나타나며, 이 선의 기울기로부터 Rg값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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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orod Approximation

명확한 경계와 표면 A을 가지는 균일한 입자의 경우에 큰 Q 역에서는 

(9.8.8) dΣ
dΩ
=n(ρ p-ρm)

2 2πAs

Q 4

과 같이 산란단면적이 Q
2
에 반비례하는데, 이것을 porod법칙이라 부르

며, QR0>>5인 경우에 보통 적용된다. 이것은 입자의 평균 표면적을 얻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위의 법칙은 삼차원적인 물체에 성립된다. 

(3) 실험 

본 측정 시료의 원 재료는 boron doping에 의해 만든 p type Si이며, 

이 시료들을 에탄올, HF 및 물이 혼합된 용기에 넣고, 약 1-20mA의 DC전

류를 흘려 전기적인 에칭을 하 다. 측정 시료들은 에칭 시간을 달리하여 

만들었으며, 한쪽 면에 알루미나 페인팅을 하 다. porous silicon 생성 

메카니즘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적인 에칭을 가하면 Si원자에 전자가 

떨어져 나가게 되어서 불안정하게 되고 여기에 F-가 공격하게 되어서 결

합하여 에칭이 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Si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림 9.8.1. porous silicon 생성 메카니즘

Si

Si

H H

Si

H2-F
F-

Si

F

Si Si

F

Si

FF

F F

Si

H

Si

H
SiF6

2-+2H+

2HF2HF

본 실험에 준비된 시료는 표 9.8.1에 나타내었으며, background 조건

을 측정하기 위하여 에칭을 하지 않는 표준 시료를 준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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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8.1. p doped porous silicon sample

Sample No. Thickness Etching Time

450 50μm 100min

451 75μm 150min

452 100μm 300min

실험은 그림 9.8.2와 같은 배치의 포항가속기 연구소의 SAXS 장치에서 

수행하 다. 사용한 파장은 1.504Å이고, 1차원검출기를 사용하 으며, 

시료 홀더로부터 검출기까지의 길이는 1120mm, 검출기의 분해능은 25μm 

이었다.  

그림 9.8.2. SAXS instrumemnt geometry

1120mm

Sample 
Stage

Slit-1

Vacuum

Attenuator
Beam Stopper

(Al foil)

����
����
����
�����

�

X-ray Beam
λ=1.504Α Slit-2

(4) 결과 및 고찰

p-doped 샘플에 대한 SAXS의 강도는 모든 Q에 대해서 등방성 분포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시료를 몇 개의 회전방위에 

대해서 측정하여 산란강도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 다. 그림 9.8.3은 자

료 계산에 필요한 dark current, 백그라운드, 검출기 효율에 대해서 보정

한 산란 강도 분포를 보여준다. 보정은 다음과 같은 수행되었다. 

(9.8.9) I cor=(I sam-Ibkg)-[Tsam/Temp]( I emp-Ibkg)

여기서 Tsam and Temp은 시료와 시료가 없는 빈셀의 투과율이다. 입자의 

크기 분포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 Q 역 자료에 대

한 모델 계산을 하고 이 계산에서는 다중 산란은 무시되었다. 

실험은 3가지샘플(450,451,452)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각 샘플에 대해

서 30초에 해당하는 실험은 여러번 수행하여 결과를 보정하 다. direct 

빔 역의 면적을 적분하여 투과율을 측정할 수 있다. 이 투과율로부터 

실험 Raw data를 보정할 수 있다. 이 결과를 그림 9.8.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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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3. λ= 1.504Å에서 30초 동안 모아진 SAXS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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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XS ; porous 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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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452

co
un

ts

Q(A-1)

 Porous silicon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통 여러 가지 plot을 수행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Guinier plot과 porod plot

으로 각각의 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림 9.8.4은 q2에 

대한 log I로서 Guinier plot을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두 개의 직선이 

명확히 나타나며, 이것은 시료내에 크기가 다른 두 가지 입자들이 존재하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작은 Q 역에서는 큰입자에 대한 정보가 큰 Q 역

에서는 작은 입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게 된다. 또한 그림 9.8.5에서 큰 

Q 역에서는 porod 기울기가 -4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porod 법칙에 

의해서 작은 구형입자가 평평한 면을 가진다는 것은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입자의 크기는 직경이 약 12Å 과 150Å이 함께 공존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작은 Q 역의 자료로부터 큰 입자는 실린더 형

태이고, 이 실린더는 표면에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추론하 다. 그림 

9.8.6은 위와 같은 모델을 근거로 이론적인 크기 분포를 계산하여 실험치

와 비교하여 입자의 크기를 평가하고, 또한 큰 Q 역에서 근사로부터 

specific surface를 계산하여 표 9.8.2에 요약하 다.  그 결과로부터 큰 

입자와 작은 입자의 부피비는 약 1:1 정도 되며, 에칭시간에 따라서 입자

들의 크기가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9.8.7은 위와 같은 결과로부터 

얻어진 입자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첫 번째 피크는 최대 25

Å을 가지는 작은 구형입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피크는 100Å



- 692 -

에서 240Å 크기를 갖는 실린더형태의 큰 입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큰 입자와 작은 입자의 부피 분율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8.4. Silicon sample 의 LogI vs Log q2 plot(the slopes of the 

two straight lines indicate qualitatively the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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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5 Silicon sample의 log(dΣ/dΩ) vs logQ plot(큰 

Q 역에서 기울기가 -4에 비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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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6 Log-Log plot을 통한 전체 역에서 모델계산 결과

표 9.8.2. The specific surface and the size of the particles 

450 451 452

average size of the 

spherically shaped 

particle(Å)

14.98±2.6 12±2.4 11.37±1.14

average diameter of 

the cylindrically 

shaped particle(Å)

158.916±28 147.21±31 148.48±29

Volume ratio 1:1 1:1 1:1

Specific Surface 208 26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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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7. Bimodal size distribution of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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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D-PSD SANS 장치에 의한 micelle 구조 해석 기술 개발

일반적으로 SANS는 재료내의 10 ∼ 1,000Å의 범위에 입자의 크기나 

모양, 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물리적 문제들을 연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매에 녹아 있는 macromolecules(biological 

molecule, polymer chain, colloidal particle, micelle, etc.), 입자들

이나 금속내의 micro-void, 비자성체내의 자성 inhomogeneity들뿐만 아니

라 type II superconductor와 block copolymer의 flux 격자와 같은 큰 격

자 구조 연구, 또한 다양한 계에서 상전이 근처의 임계 산란 연구에도 이

용될 수 있다. 특히 micelle 구조 연구는 micelle의 크기가 50Å, 

micelle 들간의 거리가 150Å정도 되고, 또한 등방성 산란을 하기 때문에 

1차원 검출기가 설치된  낮은 장치 분해능(장치 길이가 짧은)의 SANS 장

치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하나로 1-D PSD SANS 장치를 이용

한 micelle 구조 연구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인 이론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Surfactant는 시료내에 무수한 micelle들로 구성된 산란체이며, 이 경

우 모든 입자에 대한 산란 단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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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Σ
dΩ
(Q)= n(ρ p-ρm)

2v 2[n< |F(Q)| > 2+<∑
n

i
∑
n

j, i≠j
F i(Q)F

*
j (Q)e

iQ (Ri-Rj)>] (9.8.11)
이고 구형입자이면서 monodisperse 분포를 가지는 경우에는 식 

(9.8.10)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9.8.12) dΣ
dΩ
(Q)=n(ρ p-ρm)

2
v
2
P(Q)S(Q)

여기서 P(Q)는 구형 입자에 대한 입자내의 형상인자를 나타내고 S(Q)

는 입자들간의 간섭에 의한 구조 인자를 나타낸다. 

(1) 희석용액(Dilute Solution)

희석 용액은 입자간 거리가 입자의 크기보다 훨씬 커서 입자간 간섭효

과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입자의 형태와 크기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다. 

즉, 희석 용액에서는 S(Q)= 1이 되므로, 입자 크기가 모두 같은 

monodisperse 계이며, 산란 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

다. 

(9.8.12) dΣ
dΩ
(Q)=n(ρ p-ρm)

2
v
2
P(Q)

위와 같은 계에서의 SANS 실험은 P(Q)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입자의 크기와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크기 변

수는 측정값과 이론적인 P(Q)을 비교하는 최소자승오차법을 사용하여 얻

을 수 있다. 크기 매개 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Guinier 법과  Porod 

법칙을 사용한다. Guinier법은 작은 Q 역에서 입자의 gyration 반경에 

대한 정보를 주고 Porod 법은 큰 Q 역에서 입자의 표면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입자의 크기가 다양한 Polydisperse 계인 경우에 식 (9.8.12)을 전체

적인 평균(ensemble average)은 크기 분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8.13) dΣ
dΩ
(Q)=n(ρ p-ρm)

2⌠
⌡v

2(R)f(R)P(Q,R)dR

여기서 f(R)은 정규화된 입자 반경 분포이고 이것은 형태 요소와 R에 

대한 부피에 의존한다. 이 상황에서 입자의 모양을 알고 있다면 입자 크

기 분포 f(R)을 얻기 위해 SANS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산란계가 

polydisperse이고 입자의 모양을 알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의 해를 

가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실린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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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disperse를 가지는 경우에 SANS분포는 polydisperse sphere의 계인 

경우와 유사하다. 

(2) Concentrated Solutions

농도를 가지는 용액에서 SANS는 내부 입자들간의 간섭효과에 의존한

다. 즉, 이 용액에서는 S(Q)≠1이고 일반적으로 S(Q)는 그림 9.8.8에서 

보여준 것처럼 감소하는 크기의 최대와 최소를 보여주고 있다. S(Q)에서 

첫 번째 피크는 Qm∼2π/d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d는 입자사이의 평균

거리이다. 간섭 효과는 입자크기 R0가 입자사이의 거리 d와 비슷할 때 중

요하다. 이것은 P(Q)가 R0에 민감한 Q- 역(∼2π/R 0)에서 S(Q)도 또한 피

크를 나타내다는 사실 때문이다. SANS 자료로부터 입자크기를 얻기 위해

서 S(Q)에 대한 데이터를 보정해야 하고 여기서는 S(Q)의 계산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그림 9.8.8 (a) 내부 입자

의 형상인자 P(Q) (b) 입자

간 구조 인자 S(Q) (c) 산

란 단면적

d∑/dΩ(∼P(Q)⋅S(Q)). 

(묽은 용액에서는 S(Q) ∼1 

이고 SANS 실험은 P(Q)을 

측정하면 소각에서는 

Guiner 법칙을 따르고 대각

에서는 Porod 법칙을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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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에 대한 표현은 입자 i와 j 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존하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9.8.14) S(Q)=1+
1
n <∑

n

i
∑
n

j
e
iQ(Ri-Rj)>,i≠j   

만약에 등방성계인 경우에는 S(Q)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9.8.15) S(Q)=1+4πn⌠⌡

∞

0
[g(r)-1]

sinQr
Qr

r 2dr  

여기서 g(r)은 입자의 질량 중심에서 분포함수이고 기준입자에서 거리 

r에 다른 입자가 있을 확률이다. g(r)은 입자사이에 상호작용 위치에너지 

U(r)에 의존한다. S(Q)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U(r)을 알아야 하고 S(Q)를 

측정하면 상호작용 위치에너지 U(r)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micelle 용액의 경우에 S(Q)에 대한 U(r)의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micelle 용액은 특히 물에서 부유하는 유기 물질의 입자이다. micelle은 

전하를 가지고 있거나(ionic micelle) 또는 중성(non-ionic micelle)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micelle의 크기는 50Å정도이고 micelle 간의 거리

는 150Å정도이다. micelle 용액의 통계학적인 묘사는 단일 요소 모델의 

경우만을 다루고 용매의 효과(이온을 가지거나 안 가지는 물)는 유효 상

호작용 위치에너지 U(r)을 통해서 나타내어진다.  U(r)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항으로 구성되어진다. (i) hard sphere 항 Uhs(r), (ii) van der 

Waals 인력 항 Uvw(r), (iii) 용매에 관계되는 항 Us(r)과 (iv) Coulomb 

척력 항 Uc(r)이다. 두 micelle 간(또는 콜로이드 입자)의 van der Waals 

위치에너지는 Hamakar의 위치에너지의 형태를 사용하고 다음과 같다. 

(9.8.16) Uvw(r)=-
H
12 [ σ2

r
2
-σ

2 +
σ2

r
2 +2ln ( r

2-σ2

r
2 )]  

여기서 H는 Hamakar상수이고 σ는 micelle의 직경이다. Uc(r)는 ionic 

micelle인 경우에, Us(r)은 non-ionic micelle인 경우에 중요하고 용액의 

온도에 의존한다. micelle 용액은 SANS를 이용해서 조사하는 크기로는 거

대유체이다. 이 용액에서 g(r)또는 S(Q)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액체 상태 

물리에서 이미 확립된 방법들을 사용한다. 이 방법들의 이론을 다시 한번 

쓰면 g(r)은 거리 r로 떨어져 있는 두 입자간의 전체 상관함수 h(r)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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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 

(9.8.20) g(r)=1+h(r)

더 나아가 h(r)은 Ornstein-Zernike Equation(OZE)에 의해서 주어진

다. 

(9.8.17) h(r)=C(r)+n⌠⌡C(r')h( |r-r'|)dr'

여기서 C(r)은 직접 상관함수이다. 이 OZE를 풀기 위해서 h(r)과 C(r)

사이에 접한 상관 관계식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근사식을 이용하고 

있다. 

(a) Mean spherical approximation(MSA)

(9.8.19) C(r)=-βU(r)  for  r>σ
h(r)=-1  for  r≤σ

(b) Percus-Yevick approximation(PYA)

(9.8.20) C(r)=[1-e βU( r)]g(r)

(c) Hypernated chain approxiamtion (HNCA)

(9.8.21) C(r)=-βU(r)+h(r)- ln(h(r)+1)

Ionic micelle 용액에 대한 대부분의 S(Q)는 Hayter 와 Penfold에 의

해서 계산되었다.[9-46] Hayter 과 Penfold는 ionic micelle사이에 우세

한 상호작용은 Coulomb repulsion이므로, micelle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위치에너지 U(r)의 Uvw(r)와 Us(r)의 항을 무시했다. 더 나아가 screened 

Coulomb potential Uc(r)은 hard sphere potential인 경우에 Coulomb 

repulsion 형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9.8.22) Uc(r)=
(Ze) 2

ε ( e κσ/2

1+κσ/2 )
2
e -κ r

r
, r> σ

여기서 Z는 charge number, e는 electronic charge, ε은 용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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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lectric constant 그리고 κ- 1 는 Debye screening length이다. κ는 

ionic length와 용액의 dielectric 상수에 의존한다. S(Q)는 MSA방법을 

사용해서 계산되고 이 경우에 단순히 두 개의 변수, micelle 직경(R)과 

micelle의 fractional charge α에 의존한다. 다시 말하면 P(Q)는 다만 R

에만 의존하고 S(Q)는 R과 α에 의존하다. 이 변수들은 실험을 통해서 얻

을 수 있다. non-ionic micelle 용액으로부터의 SANS 데이타는 Baxter's 

sticky hard sphere 모델을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Us(r)+Uvw(r)항은 유효 사각 우물 인력 위치에너지로 교체할 수 있다. 

(9.8.23) 

U(r) =∞    for r<σ

=-U 0  for σ< r<σ+△

=0     for  r≥σ+△

즉 U 0는 우물의 깊이이고 △는 사각 우물 위치에너지의 폭이다. 

non-ionic micelle을 위해서는 Uc(r)= 0으로 놓을 수 있고 위의 위치에너

지에 대한 S(Q)을 위한 분석방법은 PY 근사법과 random phase 근사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SANS 데이터는 U0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다. 

(3) 시료 및 측정 

SANS 실험을 위한 micelle 시료들과 해석에 필요한 그들의 물리적 계

수들을 표 9.8.3에 요약하 다. SANS 데이터 측정은 액체질소 냉각 

[Be+Bi] 필터를 이용하는 하나로 1-D PSD SANS 장치에서 수행되었다. 

 

표 9.8.3 micelle 시료의 물리적 계수

M.W. Concentration CMC[M]
Monomer 

Volume(Å
3
)

Monomer 

scattering 

length(x10
-12
cm)

CTAB 364.46 0.1M 0.001 560 -2.1442

SDS 288.38
0.3M

0.07M
0.0086 418 1.2323

Triton X-100 652 0.1M - -

PEO-PPO-PEO 5wt% - -

Gelatin 1.5x10
5

5w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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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onic micelle의 해석 결과

micelle 용액은 용매가 물인 계면활성제 분자의 용액이다. micelle에

는 보통 3가지 종류(normal micelle, reverse micelle, microemulsion)가 

있지만 여기서는 normal micelle의 형태를 설명하고자 한다. 계면 활성제

의 분자(예를 들면, CTAB, SDS, Triton X-100 등)는 극성 머리 부분, 즉 

친수성 부분과 비극성 hydrocarbon 꼬리 부분, 즉 소수성 부분으로 구성

되어진다. 특히 낮은 농도에서 이 분자는 구형 또는 막대모양으로 응집한

다. 이 응집된 상태를 micelle이라 하고 대략 100개의 계면 활성제 분자

로 구성되어진다. 계면 활성제의 소수성 꼬리는 micelle의 중심 부분에 

구성하고 물과의 접근을 피한다. 친수성 머리그룹은 micelle의 바깥쪽 표

면에 위치한다. 이 micelle의 크기와 모양은 SANS를 사용해서 연구하고 

micelle과 용매 사이의 좋은 산란대비는 H2O대신에 D2O를 사용함으로써 얻

어진다.  

일반적으로 micelle은 계면 활성제 분자가 물에 이온화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하를 띄고 있거나 중성이다. 전하를 띈 micelle은 

ionic miclles이라 부르고 중성상태를 non-ionic micelle라 부른다. CTAB

는 ionic micelle의 예이고 Triton X-100은 non-ionic micelle의 예이다. 

이 micelle의 크기는 대략 50Å이고 micelle간 거리는 대략 150Å이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농도는 용액에 대략 1017 micelles/cc이다. 따라서 

SANS 실험의 Q 역에서 micelle간 간섭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S(Q)≠1). 

S(Q) 값은 micelle간 상호작용 위치 에너지에 의존한다. SANS 측정 및 해

석 기술의 개발을 위해 하나로 1-D PSD SANS 장치를 이용한 CTAB[9-47], 

SDS[9-48], Triton X-100[9-49]과 같은 micelle 구조와 block copolymer

인 F88과 gelatin등의 연구를 수행하 다. 현재에는 ionic micelle인 

CTAB와 SDS분자의 크기와 구조에 대한 분석은 완료되었으나, non-ionic 

micelle인 Triton X-100과 block copolymer인 F88과 gelatin 등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해석 코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여기서는 ionic micelle 

에 대한 해석 결과를 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 CTAB 용액에서 micelle의 크기와 모양분석

Cetyltrimethyl ammonium bromide(CTAB) micelle은 낮은 농도에서는 

구형이지만 높은 농도에서는 prolate 모양이 된다. 0.1M CTAB 용액에서 

axial ratio c/a는 대략 1.8으로 알려져 있다. Ionic micelle사이의 상호

작용은  van der Waals 상호작용이 보통 Coulomb interaction보다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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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기 때문에 주로 screened Coulomb repulsion에 의해서 묘사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van der Waals 위치에너지는 용액에 electrolyte(KCl와 같

은 것들)을 첨가할 경우 중요해진다. 즉, 이 용액의 ionic strength의 증

가는 Coulomb force를 배제하여, van der Waals interaction과 견줄만하

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9.8.9는 D2O 용액내의 0.1M CTAB에 대한 

SANS 측정데이타이며, 순수한 시료만의 산란 강도 계산에 필요한 D2O에 

의한 산란 및  배경산란 데이터도 함께 나타내었다. 여기서 일차원 검출

기의 유효 600mm를 1024채널로 기록하 으며, 이를 Q 와 I(Q)로 변환하기 

위한  실험조건은 파장은 4.6526Å, 모니터 카운트는 4,000,000, 점 채

널은 311채널, 정규화 상수는 0.23528이었다. 또한 원형 석 셀에서 빔이 

통과하는 두께는 2mm이며, 투과율은 micelle의 온도 32℃에서 0.790, 5

5℃에서 0.827 그리고 빈셀은 0.891이었다. 위와 같이 얻어진 데이타로부

터 Hayter 와 Penfold법으로 상온에서 해석한 micelle의 구조를 그림 

9.8.10에 나타내었으며, 동일 시료에 대한 BARC 및 IPNS데이터와 함께 비

교하 다. 즉, 측정된 분포의 피크는 micelle간 거리(d)에 의존(Q= 2π

/d)하는 S(Q)의 피크이며, 이로부터 micelle간의 평균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micelle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은 Q 역으로 이동하게 된

다. S(Q)∼1인 큰 Q 역( > 0.07Å-1)에서는 SANS 분포는 그림 9.8.8에서

처럼 주로 형상인자 P(Q)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 역에서는 

ellipsoid 의 경우 단축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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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9. D2O 용액내의 0.1M CTAB SANS raw data, Background와 empty cell 

data

그림 9.8.10. CTAB에 대한 Hanaro,  BNL와 BARC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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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11은 0.1M CTAB micelle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피크 위

치가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MSA를 사용한 Hayter와 penfol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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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해석 결과를 그림 9.8.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N은 

aggregation Number, α는 CTAB 한개에 대한 charge, b는 장축이고 a는 

단축이다. 이것은 예상했던 것처럼 온도가 내려가면 aggregation number

가 증가하게 되고 total charge는 일정하므로  한 분자에 대한 charge는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그림 9.8.11에서 보면 큰 Q 역에서는 두 온도에

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축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장축의 크기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9.8.4 32도와 55도에서 평가된 aggregation number, charge, 장축과 단

축비교

측정온도(0C) N α b a

32 138 0.12 65.10 16.86

55 110 0.148 54.65 16.41

그림 9.8.11. 온도 32도와 55도에서 CTAB 0.1M 용액의 측정한 값과 최소자승 오

차법으로 fitting한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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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DS 용액에서 micelle의 크기와 모양분석

CTAB와 마찬가지로 Sodium Dodecyl Sulfate도 ionic micelle이다. SDS

는 농도를 변화시켜서 SANS 실험을 하 다. 그림 9.8.12는 raw data를 

1024 채널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준 그림이다. 이 실험도 CTAB과 동일 한 

조건에서 수행하 으나, 시료 셀은 사각형 석 셀을 사용했으며, 빔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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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두께는 5mm이다. 그리고 셀의 투과율은 농도가 0.07M(A)일 때는 

0.669, 0.1M(B)일 때는 0.473, 그리고 빈 셀은 0.691이다. 이 데이터로부

터 raw data를 보정하고 Q에 대한 산란강도 I(Q)를 그림 9.8.13 에 나타

내었다. 이 결과만 보아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피크가 큰 Q 역으로 

이동, 즉 micelle간의 거리가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그림 9.8.12. SDS SANS raw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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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13. SDS-A 와 B, 즉 농도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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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ANS raw 데이터 reduction 및 해석 코드 

전세계적으로 운 되는 SANS 장치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개발된 데이

터 습득 및 해석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공통적인 데이터 

처리(reduction) 및 해석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나,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canSAS group 회의를 통해 SANS 장치의 해석 프로그램을 

통합하려하고 있다. 본 연구팀에서도 이와 발 맞추어 다른 연구소와 호환

할 수 있는 데이터 습득, 데이터 처리 및 해석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

다. 본 내용은 그 동안 ILL, NIST, JAERI 등 국외 연구소에서 입수한 데

이터 처리 및 해석 코드에 대한 검토결과와 현재 개발중인 하나로 SANS 

장치 운 시스템의 platform을 결정하고, 그리고, SANS data의 측정

/reduction/해석을 위한 일련의 절차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1) SANS 장치의 운  platform 

현재 SANS 장치에서 사용중인 대부분의 코드들은 MicroVax나 UNIX 환

경에서 개발되어 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data reduction 및 analysis 

code들이 Windows 또는 Linux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대부분의 user가 UNIX보다는 PC 환경에 친숙해 있기 때문

이기도 하지만 고성능 PC의 발달로 이의 구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

러나 위의 대부분은 raw 데이터를 ASCII 화일로 변환하여 얻어진 처리된

(reduction)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며, 실제 SANS 장치의 

raw 데이터 측정에는 고용량의 저장디스크가 필요해서, UNIX/ MicroVax 

등의 시스템을 이용했다. 최근에는 Windows 환경에서도 CD-ROM을 이용한 

데이터 저장 능력이 확보되어, 이러한 문제는 크게 고려대상이 아니나 현

재는 데이터 습득장치(DAS system)의 platform은 장시간 측정 시간이 요

구되는 SANS 실험에서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또한 

platform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운  s/w도 결정해야 된다. 현재는 하나

로 SANS 장치는 ORDELA 사에서 제공되는 고속 DAS 시스템으로, 운 환경

은 Windows이며, 기본적으로 SANS 측정의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현재의 SANS 장치의 운  platform 은 windows로 하나 추후에 

장치가 안정되는 것을 보아 Linux로 변경할 수 도 있다. 

(2) SANS 데이터 측정/reduction/해석 절차 

SANS 장치에서 측정된 Raw 데이터를 구조분석을 위한 해석코드에 입력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간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서는 측정된 

raw 데이터로부터 해석코드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과정과 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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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처리 과정에서의 고려해야 할 점들을 기술함으로써 SANS 실험의 측정 

및 해석 절차/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로 한다. 

(가) SANS 실험에서 DAS system에 의해 저장된 측정 raw data는 

binary 또는  ASCII 파일로 저장한다. 

(나) Raw data를 읽어서 검출기 각 Pixel들의 효율 보정, 또한 

2D-PSD가 원형이 아니므로 빔 중심에서 멀어지는 각 pixel에서 길이 변화

에 산란강도를 보정해 주는 일련의 데이터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vanadium, water 등과 같은 등방성 산란을 갖는 표준시료를 이용해

서 검출기의 효율, pixel당 산란 강도차를 보정한다. 이때의 데이터는 2

차원 데이터로서 128 x 128 pixels or 64 x 64 pixels이며, 이를 통상 

ungrouped data라고 말한다. 

(다) 이 ungrouped 데이터를 산란벡터 Q, I(Q), error(I)로 변환, 

즉 regrouped 데이터로 변환(or grouping)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통계적으로 불량한 또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 masking하고, 

transmission, Background 등을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등방

성 또는 비등방성 산란 데이터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 때에 

ungrouped 데이터를 위에 언급한들을 효과를 보정하고 관심 역을 평균

하여 Q와 I(Q)의 데이터로 변환한다. 이후에는 이 데이터를 regrouped로 

언급한다. 

(라) 또한 이를 porous Silica, Vanadium 등과 같이 이미 절대산

란 단면적을 알고 있는 표준시료를 이용해서 측정 데이터를 시료 고유 특

성인 절대 산란 단면적(Absolute cross-section) 단위로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 이렇게 얻어진 Regrouped 데이터를 해석 목적에 맞는 각종 

이론과 해석코드를 적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한다. 

현재 NIST와 ILL에서의 초기 데이타 처리하는 방법, 즉 detector 

efficiency 보정, BKG, Transmission 및 Absolute cross section을 얻는 

과정은 표준 시료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크

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들의 데이터 처리방법은 절대산란단면적을 평가

할 때는 제 2의 또는 제 3의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여 해석 오차를 

최소화 한다. 위와 같은 데이터 reduction/해석의 절차도 등은 미국 표준

연구소(NIST) Web site, http://rrdjazz.nist.gov/sans.html에서 제공하

는 SANS 장치 사용설명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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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NS 데이터 해석절차 및 해석코드 

여기서는 현재 입수된 raw 데이터 처리 및 해석 코드에 대해서 설

명함으로써 SANS 데이터 처리 및 해석 절차를 이해한다. 

(가) Raw data format 

ILL에서 제공하는 standard format을 검토하 다. ILL에서는 외부 

이용자 들에게 현재 PC에서 입출력이 가능한 Library 파일(RLIB.LIB)과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두 ASCII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다. 

NIST raw data는 binary 파일로 저장되며, 이를 코드를 이용하여 ASCII로 

바꾸어 regouped 데이터를 만들게 되어 있다. 현재에는 ASCII로 변환된 

NIST raw 데이터 및 처리된(regouped) 데이터를 ILL format으로 변환하는 

코드를 입수하여 NIST 측정 데이터도 ILL의 format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 변환코드로 NIST 데이터를 변환하는 경우에는 출력 화일이 Q와 I(Q) 

형식의regouped 데이터로 변환되어 바로 ILL 해석 코드에 입력할 수 있

다. 그러나 NIST raw 데이터를 ASCII로 변환할 때에 90도 회전되어 변환

되므로, 변환시에는 항시 주의를 해야 한다. 

(나) Raw data 이용 programs  

이들은 raw 데이터를 이용해서 transmission 계산, detector 

efficiency 보정, grouping(or regrouping)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보유 

프로그램들에 대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o windet : transmission 계산할 수 있음

o rnils  : isotropic sample regrouping 단지 raw 

data 만 사용 가능. 

o splots : pixel maps

o cont   : contour plots

o colrow : projection plots

(다) Masking Programs

Raw data에서 불필요한 역을 masking해서 데이터를 regrouping 할 

때 masking 된 pixel들의 데이터를 계산에서 제외시키게 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다. 

o rmask 

o grund 

(라) Treating radial distributions 

o rlins : raw data를 grouping, 즉 regou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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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Q, I(Q), err(I))를 만듬

 o spolly : detector efficiency, BKG, 

transmission 등을 보정하여 

regouped 데이터를 생성하고,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Absolute 

cross section을 계산할 수 있음. 

o rguim : Guinier/Zeem, rod, etc. fitting 

program

o rplot(2개그림),mplot(12개그림까지): display 

(마) Treating Anisotropic distributions

o area : anisotropic raw data를 section 

grouping, 즉 임의의 각도 범위에서 

regrouped data(Q, I(Q), err(I)) 생성 

 o anpoly : anisotropic data에 대해서 위의 

“spolly" 기능과 동일함.

(바)Display of 2D-data 

o pixel maps : splots, splots0 (6개 그림까지)

o cont : contour plots (manual level 조정)

o colrow : projection plots

(사) Regrouped data 해석 프로그램.

아래 프로그램은 모두 ILL의 Dr. Ron Ghosh 개발한 fitting 프로그램

인 FITFUN library를 이용해서 만든 model fitting 프로그램으로 주로 

micelle과 polymer의 연구를 위한 해석 코드들이다.[9-50]   

o pyshell : Interacting Spherical Colloidal 

Particles - SANS data analysis 

Including instrument resolution 

function  

  o polymer: polymer 연구를 위한 간단한 12개의 

model fitting program, Debye 

function, Zeem model, Gaussian model 

등..의 fitting 프로그램. 

o rfit  :  Debye function, Spherical particle, 

등 10 model 함수를 fitting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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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아) JAERI에서 입수한 raw데이타 처리 프로그램. 

이것은 현재 JAERI SANS 장치에서 사용하고 있는 SANS raw 데이터를 

검출기 효율 보정, 투과율 계산, masking, regrouping 등의 기능이 있는 

코드이며, source code가 확보되어 하나로 SANS 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중이다. 

(자) NIST  데이터 처리 및 해석 코드 

미국 NIST에서 제공하고 있는 IGOR 함수로 작성된 데이터 처리 및 해

석코드로 현재 이 코드를 받아 사용 방법 및 구조에 대해서 분석 중에 있

다. [9-51,9-52]

위와 같은 코드의 확보로 일차적으로 SANS 측정 및 해석에 필요한 최

소한의 data reduction 및 해석 프로그램은 확보되었다. 그러나 raw data 

format 및 data reduction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히 source code를 입수

하여 물리적 의미의 이해와 함께 우리 장치 상황에 맞도록 변경해야 하

며, 사용방법에 대해서 숙지해야된다. 또한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타 해석 

코드와의 비교 평가함으로써 코드의 사용 오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장기

적으로는 이들의 source code를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해석코드를 개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Polymer 해석 코드가 아닌 metals을 연구하기 

위한 해석 코드도 확보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이용자에게도 해석

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한 예로서 Polymer 연구자를 

위해서 IGOR 함수로  작성된 SANS 데이터의 처리 및 해석 방법이 통합된 

코드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4) Polymer 연구자를 위한 통합 SANS 데이터 해석 코드

Wavemetrices 회사의 IGO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olymer 연구자를 위

한 SANS 분석용 프로그램(SANS Analyzer)을 개발하 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Dr. Shibayama 박사로부터 제공된 프로그램을 하나로 SANS 장치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이를 이용해서 SANS 자료의 백그라운드 보정과 표준

시료 보정,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피팅을 한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다. 그림 9.8.14는 첫 실행 화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Load 버튼을 클릭

하여 B4C, Solvent, Empty Cell, Lupolen, Incoherent, Openbeam의 실험

자료를 입력한다. 여기서 B4C는 dark current를 나타낸다. 입력할 값은 

counts는  투과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입력할 값이고 t는 측정시간, d는 

시료의 두께를 나타내고 Filepass는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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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14. SANS Analyzer 처음 실행화면 

(가) SANS Analyzer 분석

① 입력할 데이터 파일 형식

1행; dummy number

2행; wave vector Q (in Angstrom inverse)

3행; Scattered intensity (a.u.)

4행; 표준편차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2행과 3행만을 사용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regrouped 데이터를 사용한다.  

② 입력할 파일들의 의미

이 분석 코드는 고분자 용액과 겔의 excess scattering에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는 백그라운드 보정 파일의 위치를 물어 온다

면 다음과 같은 종류의 파일을 입력시켜주어야 한다. 

- B4C:(Dark count files); 0

빔 셔터가 닫혔을 때 노이즈의 분포의 측정 데이타이다.  

- Solvent(Solvent scattering); 1

Solvent 에 시료를 넣은 경우 시료 고유의 산란강도만을 계산하기 

의해서 solvent 만의 측정 데이터이며, 측정 시간과 셀의 두께를 입력시

켜주어야 한다. 

- EmptyCell(Cell scatter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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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와 용매의 산란 강도 데이타를 보정한다. 

- Lupolen(Absolute intensity conversion with standard luporen).;3

표준시료로서 실리카를 사용할 경우 패널에 스케일 인자를 바꿔주

어야 한다. 

- Incoherent: 4

Incoherent scattering

- Openbeam(Air scattering); 5

표준시료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서 B4C와 Incoherent는 건

너뛸 수 있다. 

IGOR함수에서 사용되는 백그라운드 보정, 절대산란 강도 계산 등 

데이터 처리 부분에 대한 소스를 다음에 나타내었다. 여기에 사용되는 변

수 다음의 배열 숫자는 바로 위에서 나타내었다. 

 

Openbeam=Openbeam*(Duration[3]/Duration[5])

t_standard/t_openbeam

EmptyCell=EmptyCell*(Duration[3]/Duration[2])

t_standard/t_emptycell

Solvent=Solvent*(Duration[3]/Duration[1])

t_standard/t_solvent

Incoherent=Incoherent*(Duration[3]/Duration[4])

t_standard/t_incoherent

B4C=B4C*(Duration[3]/Duration[0])

t_standard/t_b4c

LupolenAveWav=(Lupolen-B4C)-(TrmCounts[3]/TrmCounts[5])*(Openbeam-B4C)

trm_standard/trm_openbeam

IqSolvent=(Solvent-B4C)/TrmCounts[1]*TrmCounts[2]-(EmptyCell-B4C)

trm_solvent*trm_emptycell

AbsSolvent=IqSolvent/(Thickness[1]/10)/TrmCounts[2]*TrmCounts[5]*ScaleFactor/

LupAveVal/thk_solvent/10)/trm_emptycell*openbeam

$(AbsName)=$(AbsName)/MainTime[i]*Duration[3]

$(AbsName)=(($(AbsName)-B4C)/MainTM[i]*TrmCounts[2]-(EmptyCell-B4C))/(MainThick

ness[i]/10)/TrmCounts[2]*TrmCounts[5]*ScaleFactor/LupAveVal

여기서 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MainTime: normalize time

MinaTM: normalize transmission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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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hickness: normalize thickness

(나) Scale Factor

일반적으로 1mm두께의 샘플 Luporen을 가지고 scattered intensity와 

transmission을 측정하면 scale factor은 0.0573이 된다. 이것은 일본원

자력 연구소(JAERI)의 SANS 장치에서의 값이다. 예를 들어 NIST silica 

standard sample인 경우를 보면 1mm두께에 투과율이 0.87이고, 

incoherent scattered intensity는 27 cm
-1
라면 scale factor는 

Scale factor = Incoherent / thickness / transmission  = 27 / 0.1 

/ 0.87 = 310 의 값을 갖는다. 

(다) Data Correction

① 측정시간과 샘플의 두께를 가지고 강도를 정규화 한다. 

② Lupoen Absolute value [Subtracting air scattering]

=(Lupolen-B4C)-(Lupolen Counts/Air 

Counts)*(Openbeam-B4C)

여기서 중간항의 역수, (Lupolen Counts/Air Counts)^(-1)

는 open beam scattering과 관련한 luporen의 투과율이다. 

그림 9.8.15 Lupolen average value 값

③ 보정된 강도는 다음식에 의해서 얻어진다. [Cell 

correction, when you measure a solution in a cell] 

Iq, corre = (Iq-B4C)/sample counts*cell counts 

-(EmptyCell-B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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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16 Solvent absolute intensity

그림 9.8.17 Sample data load

④ 절대 강도를 얻는다. 

Iq, abs = Iq, corr/cell counts*sample 

counts*ScaleFactor/LupAveVal 

여기서 LupAveVal은 wave vector q에 대한 평균 luporen 

intensity에 의해서 얻어진다. 

⑤ 얻어진 절대강도로부터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원하는 결

과를 얻는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그림 9.8.18 - 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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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18 모든 자료 입력값으로부터 기본적인 플롯을 한 결과

그림 9.8.19 Classical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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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20 Robin-Panyukov Theory

그림 9.8.21 Fract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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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22 Borue-Erukhimovich Theory

9. 중성자조사 Auto-radiography 

가.서론

(1)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개요

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지 않아 안정핵에 접근하면 쿨롱 장벽

(Coulomb barrier)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기파(X-선 혹은 감마선)

와 다르게 원자핵에 쉽게 접근하여 원자핵에 흡수된다. 일반적으로 속중

성자(fast neutron)는 원자핵과 반응하여 속박상태(bound state)가 되는 

확률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열중성자는 표적(target) 원자핵과의 퍼텐셜

에너지에 따라서 원자핵에 흡수되어 여기상태(excited state)의 불안정핵

종이 되는 확률이 크다. 

이중 많은 불안정 핵종은 표적 원자핵과 중성자와의 핵반응 결과 생기

는 결합에너지(binding energy)에 따라서 알파/α, 양성자, 중성자 등의 

중이온(heavy ion)을 방출한다. 이러한 물리적 역학을 이용하여 중성자를 

흡수한 후 중이온을 방출하는 핵종이 첨가된 소재에 열중성자를 조사

(exposure)한 후 방출되는 중이온을 고체 핵비적검출기(Solid State 

Nuclear Track Detector; 이하 SSNTD라 함)에 반응시켜 첨가된 원소를 추

적하는 방법을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Neutron Induced Auto- 

radiography)라 한다. 이 기법은 특히 방사화 분석 및 필름 부식

(etching) 법을 이용하여 합금에 함유된 붕소(B), 우라늄(U)의 거동을 정



- 717 -

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2)고체 핵비적 검출기(SSNTD)

SSNTD는 방사선에 의한 비적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판독하는 검출기

로서 보통 H, C, N, O로 이루어진 유기물질로서 사슬구조를 이루며 플라

스틱 핵비적 검출기로도 불린다. 대표적으로 CR-39, SR-86, LR-115, 

CN-85 등이 있으며, 본 과제에서는 nitrocellulose계 필름 인 Kodak 

Pathe CN-85 및 LR-115를 사용하 다.   

SSNTD에 일정한 에너지 이상의 중이온이 입사하면 사슬구조의 결합이 

절단된다. SSNTD를 NaOH 혹은 KOH 수용액에 넣으면 SSNTD의 절단된 부분

이 화학용액(NaOH)과 가수분해 속도가 커지게 되고 부식작용(etching)이 

일어난다. 이 SSNTD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중이온의 종류는 구별할 수 

없으나 부식공으로 나타나는 중이온이 입사한 위치를 판독할 수 있다. 

SSNTD의 사용방법 및 부식조건은 실험절차에 보다 자세히 기술하 다.  

(3)국내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기술 현황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를 이용한 연구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이 기술은 높은 열중성자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관계로 

국내에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 다. 근래에 본 연구소에 하나로가 가동하

고 철강제조업체에서 합금에 함유된 붕소첨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붕

소 분석에 적합한 기술로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의 중요성이 보다 

더 인식되고 있다.

현재 일반 산업적 응용분야에는 철강 소재나 여타의 금속 소재에 인위

적 혹은 자연적으로 첨가된 붕소의 분포를 정성적으로 추적하고 정량적으

로 분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며, 핵물질 내에 핵분열시 알파/α 입자를 

방출하는 핵분열 물질의 분포를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중성자빔을 이용한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중성자빔이용연구과제에서 수년 전 서울에 소재하 던 연구로 2호기

(TRIGA MARK III)에서 핵연료내 우라늄 분포 및 농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에 대한 기술 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자체적 기술개발 결과 소기의 성과를 얻었으나 정량적 결과를 논하기에는 

미흡하 다. 

이후 1995년에 이 분야의 전문가인 우즈벡공화국(Uzbekistan)의 INP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소속의 Zinaida En 박사를 초청하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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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공동 연구하 다. 하지만 활용 기간이 짧아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능성을 확인하 다[9-53,9-54]. 

본 연구는 중장기과제인 하나로 중성자빔이용연구과제의 일환으로 현

재 핵비적 검출 기법 중 정성적 분석 기법을 확립하고 다음단계는 SSNTD

에 형성된 붕소의 핵비적을 통하여 붕소원자의 정량 분석을 위한 기술을 

확립코자 한다. 

이 기술이 확립되면 핵연료 중 
235
U의 분포를 관찰하거나 자체적으로 

α를 방출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핵물질의 분포 및 정량분석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나.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의 이론적 고찰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기술은 중성자와 검출원소 간의 핵반응 

및 핵비적 검출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붕소의 분포를 추적하고 붕소의 함

유량을 분석하는 기술이다. 특히 붕소원자 와 우라늄원자의 검출에 유용

하며 그 외에 리튬(Li), 질소(N), 산소(O) 등 다른 원소의 추적에도 적용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특성은 표 9.9.1에 나타내었다.

  

표 9.9.1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에 이용되는 주요 원소의 핵반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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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핵비적 검출법을 이용한 시료내 붕소(B) 추적

붕소원자는 안정핵이 
10
B(19.9%) 및 

11
B(80.1%)으로 존재한다. 

11
B 의 

경우 열중성자 흡수반응 후 질량과잉 에너지(mass excess energy)를 고려

하면 중이온을 방출할 확률은 거의 없으며(열중성자 흡수 단면적 - 
10
B; 

4000 barn, 11B; 0.04barn) 100% β- 입자를 방출하여, SSNTD의 특성상 여

타의 베타선/β- 및 감마선/γ 은 SSNTD에 향을 주지 못하므로 11B은 

SSNTD에 추적되지 않는다.

 
10
B의 열중성자 흡수반응을 고려하면 

QLiBnB 7*1110 +++→→+ γα         (9.9.1)

이다. 운동량 보존법칙 및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한 질량과잉 에너지를 

고려하면, 표 9.9.1 에서 보인 바와 같이 
11
B
*
 의 6%는 1.78 MeV의 α와 

1.01 MeV의 7Li으로 붕괴하며 94%는 1.47 MeV의 α와 0.84 MeV의 7Li으로 

붕괴하여 그림 9.9.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방출된

다. 그러므로 SSNTD의 
7
Li 및 α에 의해 손상된 부분을 NaOH 혹은 KOH에 

부식시키면 소재 내 붕소의 위치를 추적 할 수 있다. 

그림 9.9.1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에 의한 붕소원자 분석 원리

7Li

Neutrons

SSNTD

Specimen α10B

(2)연구로 2호기(TRIGA MARK III)에서의 실험 결과

1995년 Zinaida En (김헌준 등) 박사는 붕소의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연구로 2호기(TRIGA MARK III)를 이용하여 Alloy 690의 붕소 분포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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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 사진들을 분석하여 붕소 함유량과 열중성자 조사량의 관계를 아

래의 실험식 (9.9.2)를 제시하고, 붕소 농도 46ppm인 탄소강 시료를 중성

자속이 보다 높은 동위원소 생산 irradiation hole에서 조사하여(열중성

자속; 1×10
9
 n/cm

2
/s) 분석한 결과 연구로 2호기에 적용되는 붕소 함유량

에 대한 실험식을 (9.9.3)과 같이 제시하 다.

CB = 
4 ρ

k σ φ th ( R α + RLi ) η
 (9.9.2)

CB( ppm) ∼ 
2∼5×10

14

φth (n/cm
2)

        (9.9.3)

여기에서 CB ; 시료내 붕소 함유량 (/cm3)

k ; 붕소의 안정핵 중 10B 의 존재비 (0.1961)

ρ; SSNTD에 검출된 비적 도 (/cm
2
)

σ; 
10
B(n,α)

7
Li 단면적 (cross section)

Φ; 열중성자 조사량 (n/cm2)

η; 검출기의 검출 효율 (CN-85의 경우 0.8)

( R α+ RLi ); 시료내부에서의 α 및 Li 의 유효비적(range)

위 식 (9.9.2)에서 상수 4는 α 및 Li 입자가 검출기에 비적을 형성할 

수 있는 유효입사각을 고려한 값이며, 식 (9.9.3)에서 상수 2∼5는 붕소

의 편석 정도를 고려해서 정한다. 

예를 들어 식 (9.9.3)에서 열중성자 조사량 1.4×1014 n/cm2 에서 

SSNTD의 비적 도에 따른 분자 계산값이 2×1014 이면 탄소강의 붕소 함

유량이 약 14.3 ppm 이다. 혹은 비적 도에 따른 분자의 계산값이 5×

1014 이면 탄소강의 붕소 함유량은 약 35.7 ppm 이 된다. 위 식들의 유도 

및 계산에 대하여 그리고 상수 2∼5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검증할 필

요가 있으며 결정립계(grain boundary)에서는 많은 비적이 중첩되어 나타

나므로 알반적으로 사용하는데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3)붕소함유량 정량 분석

근래에 Radin, et al.[9-55]이 발표한 논문으로부터 붕소 함유량과 

열중성자 조사량의 관계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721 -

CB = 
AB ( ρα + ρLi )

N 0 Φ γ σ k ( R α εα + RLiεLi )
        (9.9.4)

여기에서 CB ;  시료내 붕소 함유량 (/cm
3
)

 AB ; 붕소의 원자질량

    ( ρα + ρLi ) ; SSNTD에 검출된 α, Li 의 비적 도 (cm
-2
)

 N0 ; 아보가드로 수

 γ ;  시료의 도 (g/cm
3
)

 k  ; 붕소의 안정핵 중 10B 의 존재비 (0.1961) 

 σ ;  10B(n,α)7Li 단면적 (cross section)

 Φ ;  열중성자 조사량 (n/cm2)

Rα ;   시료 내부에서의 α의 유효비적

RLi ; 시료 내부에서의 Li의 유효비적

 εα; SSNTD의 α의 검출 효율

 εLi; SSNTD의 Li의 검출 효율

식 (9.9.2) 와 (9.9.4)를 비교하면 식 (9.9.2)는 시료가 철(Fe)에 한

정되며 식 (9.9.2)의 상수 4는 식 (9.9.4)의 상수 인자들의 계산된 값임

을 알 수 있다.

 식(9.9.4)에서 실험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점은 SSNDT 표면에 검출

된 비적 도, ρ, 에 있다. ρ를 결정하는 주 인자는 열중성자 조사량 및 

부식조건이다. 부식의 정도는 NaOH 혹은 KOH 용액의 농도, 온도 및 부식

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최적 조건의 부식인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4)비적 잡음(background)

비적잡음은 자연적인 비적잡음, 유기물질인 SSNTD에 의한 비적잡음, 

및 시편에 의한 비적잡음 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연적인 비적잡음은 자연방사선 중 속중성자에 의한 비적잡음으로 

이것은 SSNTD를 잘 보관하므로 써 최소화할 수 있다. SSNTD는 H, O, N, C

를 포함한 유기물질로서 표 9.9.1을 참고하면 위 원소들에 의한 비적잡음

은 고려되어야 하며, 이 비적잡음의 제거를 연구중에 있다. 소재에 의한 

비적잡음 역시 붕소 외의 표 9.9.1 및 기타 원소가 함유되었을 경우 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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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에 의한 핵비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나 SSNTD에 기타원

소의 함유량에 따라 비적잡음이 나타날 수 있다. 실험적으로 
10
B에 의한 

핵비적은 크기가 약 1 μm 이며 
14N에 의한 핵비적은 0.7 μm 이하의 크기

로 CN-85 SSNTD에 나타나므로 컴퓨터를 이용한 화상처리 기법으로 쉽게 

구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 외에  가벼운 원소 중에서  12C(n,n)3He,  12C(n,n)9B,  16O(n,

α)
13
C, 

14
N(n,α)

11
B 등의 핵반응에서 생기는 비적잡음이 있으나 반응 단

면적에 의한 방출입자의 양과 에너지가 
10
B(n,α)

7
Li과 비교하여 무척 적

어 무시할 수 있으나 분석의 목적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다. 중성자 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실험 장치

(1) 조사장 설치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조사장은 1995년 Zinaida En (김헌준, 

등)박사가 반복된 실험을 통하여 붕소 약 30ppm을 함유한 시료(저탄소강)

에 1.4×1013 n/cm2의 열중성자량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여, 이 값을 

기준으로 하나로의 중성자빔 수평공들 중 수평공 ST1(그림 9.9.2 참고)에 

설치하고, 보다 높은 열중성자 조사량이 요구되는 시료를 고려하여 NAA1 

수직공에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조사장을 설치하여 실험중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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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2. 하나로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ST1 조사장 단

면도 및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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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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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S

Irradiation pole

(가)ST1 조사장 특성

ST1에서의 열중성자속은 금박 방사화 측정법(gold foil nuclear 

activat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원자로 출력 20MW에서 약 

6.75×109 n/cm2/s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붕소첨가소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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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는 약 1011 n/cm2/s 수준의 열중성자속이 가

장 이상적으로 판단되며, ST1 수평공에서는 1.4×10
13
 n/cm

2
의 열중성자량

을 얻기 위하여는 원자로 출력 20MW에서 약 35분간의 조사시간이 요구된

다. 실험 결과 Alloy 690에는 붕소가 결정립계(grain boundary)에 편석된 

상을 얻을 수 있었다. 

ST1 수평공의 조사위치(수직공)의 단면적은 80(W)×140(H)mm 이며 ST1

에서의 열중성자속 및 빔 분포도는 그림 9.9.3에 나타내었다. 이 조사위

치에서 한번에 6개의 시료를 조사할 수 있다. 

(나)NAA1 조사장 특성

ST1에서의 반복된 실험을 통하여 1.4×1013 n/cm2의 열중성자량은 모

든 시료에 적용되지 않는다. 스테인레스강 및 저탄소강에서는 약 5×10
13
 

n/cm2 이상의 열중성자 조사량이 필요하여 ST1 조사장에서는 원자로 출력 

20MW에서 약 2시간의 중성자 조사시간이 요구된다. 

실험조사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방사화 분석팀에서 사용하는 NAA1 

조사 수직공에서 열중성자속을 원자로 출력 20MW에서 시료를 차폐하지 않

고 실험한 결과 1.5×1013 n/cm2/s(방사화 분석팀 제시 값; 1.72×1013 

n/cm
2
/s)로 측정되었고 그림 9.9.4와 같이 시료를 장착한 10mm 두께의 에

폭시(epoxy)와 10mm 두께의 폴리에틸렌을 샌드위치형으로 차폐한 후 측정

한 결과 열중성자속이 5.76×10
12
 n/cm

2
/s로 측정되었다. NAA1 조사장에서

는 붕소함유량 약 20ppm의 스테인레스강 및 저탄소강시료에 1-5 초의 중

성자 조사시간 요구되며, 특히 ST1의 RCd 값이 약 15인 것과 비교하여 

NAA1에서는 실험결과 RCd 값은 약 200으로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Cd 값이 높을 경우 SSNTD에 직

접 향을 주는 속중성자에 의한 비적잡음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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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

4.82 6.52 6.76 6.97 6.91 6.84 6.60 
5

4.88 6.76 6.94 6.97 7.06 6.81 6.75 
4

3

2 6.57 6.79 6.82 

1

0 6.59 6.72 6.45 
(0,0)

-1

-2 6.61 6.79 6.77 

-3

-4

5.31 6.82 7.00 6.85 6.79 7.08 6.60 
-5

5.52 6.55 6.69 6.75 6.62 6.67 6.47 
-6

Z(cm)  -7
Y(cm) -3 -2 -1 0 1 2 3

※   값 : ×10
9
 (n/cm

2
/sec)

※   ST1 수직공의 빔 포트 면적 (Z = -7 ∼ 7 cm, Y = -4 ∼ 4 cm)

  그림 9.9.3. ST1 조사장의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실험가능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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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2. 하나로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ST1 조사장과 NAA1 조사장 특

성 비교

NAA1 조사공의 사용상 단점은 NAA1 조사공의 특성상 시료의 무게가 

30g 이하로 제한되며 조사시간이 수초 정도로서 실제 실험에서 조사시간

을 정확하게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조사량의 조절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원자로 출력 상승 시 1MW(열중성자속; 2.88×10
11
 

n/cm2/s)에서 요구시간만큼 조사시간을 길게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었다.

ST1 조사장과 NAA1 조사장의 특성 비교는 표 9.9.2에 나타내었다.

그림 9.9.4.  NAA1 조사장에 사용되는 시료틀 및 시료장착

sample

Neutron

Polyethylen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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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험 절차, 진행, 분석, 및 결과

(1) 실험 절차

실험은 1) 시료준비 및 표면 연마, 2) 핵비적 검출기(SSNTD) 와 시료

표면 착, 3) 열중성자 조사, 4) SSNTD 부식 및 세척, 5) 현미경을 이용

한 분석, 순서로 한다(그림 9.9.5 참고).

(가)시료 준비 및 시료 표면 연마(polishing)

본 실험은 시료의 표면과 SSNTD의 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료의 표면과 SSNTD를 착시키기 위하여는 시료의 표면을 면 히 연마

하여야한다. ST1 조사장에서는 조사장의 구조에 의하여 시료는 가로, 세

로 20mm 이하, 두께 10mm 이하로 절단한 후 직경 32mm 이하의 원통형 아

크릴 틀의 가운데에 심어져 준비된다(그림 9.9.5 참고). ST1 조사장에서

는 현재 6개의 시료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NAA1 조사장에서는 시료를 가로, 세로 10mm 이하, 두께 5mm 이하로 절

단하여 직경 22mm 의 원통형 아크릴 틀의 가운데에 심어져 준비된다(그림 

9.9.6 참고). NAA1 에서는 한 개씩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시료, 시

료틀 및 래빗을 합하여 질량이 30g 이하로 제한된다.

(나)시료 표면과 SSNTD와의 착(contact) 

시료의 표면과 SSNTD를 착하는 방법으로 통상적으로 시편홀더를 이

용하여 시료와 SSNTD의 표면를 기계적으로 착시키는 건식 착 방법과 

SSNTD에 미량의 유기용액(methyl acetate)을 발라 시료의 표면과 착시

키는 습식 착 방법이 이용된다. 

습식 착 방법의 경우 조사 후 SSNTD가 비틀리는 굴곡현상이 생기고, 

또한 접착액이 SSNTD와 시료표면 사이에서 방출핵(알파/α 혹은 반사핵

(recoil nuclei)을 차폐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접착액이 열중성자를 

흡수하여 방출하는 입자의 비적잡음이 관찰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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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TD에 부착될 시료의 표면을

SiC paper #200, 400, 600, 1200, 

그리고 0.05μm 알루미나 분말 연마 

연마된 시료의 표면에 SSNTD를 

공간 없이 착. 

시료의 종류 및 첨가원소의 함유량에 

따라 적정량의 열중성자 량을 조사.

SSNTD를 50
o
C 의 NaOH 2.5N 용액

에 15분간 부식.

부식된 SSNTD를 5분간 세척 및 건조

및 핵비적 확인 

현미경 배율 ×100, ×200, ×400으로 

확대 관측

그림 9.9.5.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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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6.  ST1 조사장에 사용되는 시료틀 및 시료장착

SSNTD Al 

ST1에서는 건식접착법을 사용하여 2개의 알루미늄 판(두께; 5mm)에 시

료 및 SSNTD를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볼트를 이용하여 그림 9.9.5과 같이 

조인다. 착틀은 열중성자 손실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 판을 사

용하 다. 알루미늄 판을 사용할 때 실제 붕소에서 추적되는 비적의 양에 

비하여 무척 적으나 알루미늄에서 오는 비적잡음을 염려하여 여러 장의 

SSNTD를 겹쳐 사용하여 비적잡음을 최소화하 다. 실험 결과 SSNTD 자체

에서 발생하는 비적잡음만이 관측되었다.

(다)중성자 조사(irradiation)

열중성자 조사시간은 열중성자 조사량을 결정한다. 열중성자 조사량은 

시료의 종류, 첨가물(붕소 혹은 우라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또한 첨

가물의 분포도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함유량을 분석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현재까지 조사한 논문에는 이에 따른 표준 열중성

자 조사량은 아직 체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검사시료에 대하여 시간

에 따라 다른 열중성자량을 조사시켜 핵비적을 취득 후 육안으로 판단하

여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료의 첨가 함유량에 따라 조사시

간을 조절한 반복된 실험이 필요하다. 

(라)SSNTD 부식(etching)

열중성자에 조사된 SSNTD는 따로 분리하여 NaOH (혹은 KOH) 용액에 넣

어 부식시킨다. 부식용액은 일반적으로 NaOH 및 KOH를 사용한다. SSNTD의 

중성자에 의해 손상된 부분은 NaOH 용액과 화학적으로 가수분해가 빠르게 

반응하며 용액의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속도가 

빠르다. 일반적으로 SSNTD의 종류에 따라 부식조건이 결정된다.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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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된 Kodak Pathe CN-85의 경우  NaOH 2.5N 60oC에서 약 20분간 

부식하며 LR-115의 경우 NaOH 2.5N 60
o
C에서 약 30분간 부식 후 부식 잉

여 물질 제거를 위하여 증류수에 20-30분 씻도록 되어 있다. 

이 부식조건은 참고적인 조건이며 부식조건은 실험의 목적에 따라서 

결정된다. 특히 정량적인 분석을 목적하는 경우 부식조건에 따라 부식공

의 크기 및 수가 결정되므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SSNTD의 부식에 의한 핵비적에 대한 수치적인 연구는 이론적, 실험적

으로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의 분야에서 붕소첨가 소재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원소에 대해서도 정량적 관점에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

야이다.   

(마)분석 (핵비적 획득 및 화상처리)

NaOH로 부식된 SSNTD는 세척 및 건조를 한 후 SSNTD에 형성된 핵비적

을 광학 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한다. 

분석에서 고려 사항은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실제 핵비적 외에 SSNTD

의 자연손상에 의한 많은 비적잡음이 관찰된다. 실제 핵비적과 비적잡음

의 구분은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실제 핵비적

은 약 1 μm 정도의 크기에 모양이 거칠고 약간 타원형인 반면, 자연손상

에 의한 비적잡음은 실제 핵비적에 비해 무척 크고 거의 매끄러운 원형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핵비적이 추적된 SSNTD의 화상은 현미경 및 화상처리장치

를 통하여 컴퓨터에 입력 후 이용자의 검사 목적에 따라 핵비적 화상을 

변환하거나 인쇄 출력한다. 화상처리를 이용하여 SSNTD에 나타나는 붕소

의 핵비적이 아닌 비적잡음으로 분류되는 일정한 크기 이하의(<1μm) 비

적을 제거할 수 있다. 

화상처리는 정량분석시 특히 유효하다. 붕소첨가 함유량은 동일 조건

의 열중성자조사량 및 부식조건에서 부식공의 수와 비례하므로 고성능의 

현미경 화상처리 컴퓨터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2)실험 진행, 분석 및 결과

핵비적사진을 취득한 후 정성적 분석을 위한 최적의 조건은 광학현미

경을 이용한 시료의 사진과 비교하여 판독한다. 이를 위해 붕소 함유량이 

다른 Alloy 690 와 스테인레스강 시료를 준비하여 실험하 다(표 9.9.3, 

표 9.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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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3.  본 실험에 사용된 붕소(B)첨가 Alloy 690 종류

표 9.9.4.  붕소(B)첨가 스테인레스강 - 316 LN 화학성분 분석

(가)시료표면과 SSNTD 착 실험 및 결과

실험 초기단계에서는 본 기법에 의한 핵비적 추적이 붕소의 핵비적인

지 확인하기 위하여 논문[9-53,9-54]에 발표된 내용을 참고하여 동일한 

Alloy 690 시료에 대하여 같은 실험조건(열중성자 조사량, 부식조건)으로 

ST1 조사장에서 여러번 반복 실험하 으나 핵비적을 볼 수 없었다(그림 

9.9.7 참고). 

실험을 단계적으로 면 히 검토한 결과 SSNTD와 시료 표면의 착에 

문제가 있어 착기술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그림 9.9.5과 같이 시

료표면에 SSNTD 착 후 앞쪽에 알루미늄 판을, 그리고 뒤쪽에 아크릴 판

을 볼트를 이용하여 샌드위치 형으로 조여서 착한 결과 그림 9.9.8과 

같이 결정립계가 선명한 핵비적을 획득하 다.  

Methyl acetate 접착제를 사용하는 습식 착 방법과 시편홀더를 사용

하는 건식 착 방법을 같은 구조강 시료에 같은 조건(열중성자속; ∼4.25

×1013 n/cm2, 부식조건; 2.5N 50oC NaOH 용액 15분)으로 실험하여 비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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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Alloy 690

붕소함유량 : 30ppm

조사장: ST1

조사량: ∼1.4×1013 n/cm2 

검출기: Kodak Pathe CN-85

부식조건: 2.5N, 50oC, NaOH 에 

15분

확대율: ∼×200

그림 9.9.7.  실험 초기 SSNTD와 시료표면의 접촉이 불량한 중성자조사 오토래

디오그래피 사진

시료: Alloy 690

붕소함유량 : 130ppm

조사장: ST1

조사량: ∼1.4×1013 n/cm2 

검출기: Kodak Pathe CN-85

부식조건: 2.5N, 50oC, NaOH에 

15분

확대율: ∼×100

시료: Alloy 690

붕소함유량 : 130ppm

조사장: ST1

조사량: ∼1.4×1013 n/cm2 

검출기: Kodak Pathe CN-85

부식조건: 2.5N, 50oC, NaOH에 

15분

확대율: ∼×400

그림 9.9.8. Alloy 690 내 붕소 핵비적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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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methyl acetate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조사 후 SSNTD를 시료표면

에서 분리하면 SSNTD가 비틀리는 굴곡현상이 생겨 현미경으로 관찰할 경

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접착액이 SSNTD와 시료표면 사이에 있으므로 

방출핵(α 혹은 반사(recoil) 핵)을 접착액이 차폐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되고 methyl acetate가 열중성자를 흡수하여 방출하는 입자의 비

적잡음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건식 착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습식 착 

방법의 단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9.9.9 참고). 

(a) 시료: 구조강

붕소함유량 : 20ppm

조사장: NAA1

조사량: ∼3.75×10
13
 n/cm

2 

검출기: Kodak Pathe CN-85

부식조건: 2.5N, 50oC, NaOH에 

15분

확대율: ∼×200

시료: 구조강

붕소함유량 : 20ppm

조사장: NAA1

조사량: ∼3.75×1013 n/cm2 

검출기: Kodak Pathe CN-85

부식조건: 2.5N, 50
o
C, NaOH에 

15분

확대율: ∼×200

그림 9.9.9.  (a) 습식 착 방법 및 (b) 건식 착 방법에 의한 중성자 조사 오

토래디오그래피 사진 비교

(나)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정성적 분석

본 실험을 위하여 준비된 스테인레스강 316 LN(B)를 NAA1 조사장에서 

2.5초(열중성자 조사량; 약 2.75×10
13
 n/cm

2
) 4.5초(열중성자 조사량;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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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1013 n/cm2) 6.5초(열중성자 조사량; 약 9.75×1013 n/cm2) 동안 조

사하여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부식공의 분포 및 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그림 9.9.10과 같이 열중성자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식공의 도가 

증가하 다.   

그림 9.9.10. NAA1 조사장에서 열중성자 조사량 증가에 의한 핵비적 부식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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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드늄 비에 따른 정성적 분석

조사장의 주요 특성 중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에 크게 향을 

줄 수 있는 카드늄비는 조사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이의 향을 확인

하고자 ST1 조사장과 NAA1 조사장에서 동일한 중성자 조사량 하에서 실험

한 결과 NAA1 조사장에서 획득한 핵비적 사진(그림 9.9.11 (b),(d))이 

ST1 조사장에서 획득한 핵비적 사진(그림 9.9.11 (a),(c)) 보다 붕소의 

분포도가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두 조사장에서 핵비적 사진들의 부식공

(핵비적)의 선명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표 2에 보인 바와 같이 ST1 

조사장의 카드늄 비(RCd ; 15)가 NAA1 조사장의 카드늄 비(RCd ; ∼200)보

다 무척 낮아 ST1 조사장의 중성자빔은 SSNTD에 비적잡음의 향을 주는 

속중성자량이 NAA1 조사장의 중성자빔 보다 과다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NAA1 조사장의 중성자빔이 ST1 조사장의 중성자

빔과 비교하여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실험에는 더 적합한 양질의 

빔이라 판단된다.   

(라)소재의 종류 및 열처리에 따른 정성적 분석

붕소 25 ppm을 첨가한 스테인레스강에 대한 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비

슷한 조건의 Alloy 690(붕소 함유량 30ppm)에서는 중성자 조사량 약 1.3

×1013 n/cm2에서 최적의 분포도(그림 9.9.13)를 보인 반면 스테인레스강

에서는 같은 붕소 함유량에서 소재의 결정립에 따른 최상의 붕소 분포도

를 얻기 위하여는 2.0×10
13
 n/cm

2 
이상의  열중성자 조사량이 요구된다

(그림 9.9.11 참고). 

구조강에서는 1.02×1013 n/cm2 이상의 열중성자 조사량에서도 결정립

에 따른 분포도가 나타나지 않고 핵비적이 결정립에 관계없이 SSNTD 전체

에 고루 분포되었다(그림 9.9.9). 소재를 붕소첨가 후 다양한 열처리를 

하여 재차 실험하 으나 다른 결과를 얻지는 못하 다. 이 결과는 포항제

철연구소에서 의뢰한 구조강에서는 붕소가 결정립계에 따른 분포를 형성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실험 결과를 고려하면 열중성자 조사량은 소재내 붕소의 함유량 

뿐만 아니라 같은 붕소함유량에서도 소재의 종류에 따라 붕소첨가 후 소

재의 열처리 방법에 따라 붕소의 분포도가 달라진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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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시료: 스테인레스 316 LN 붕소함유량 : 25ppm

조사장: ST1 조사량: ∼3.75×1013 n/cm2 

검출기: Kodak CN-85 부식조건: 2.5N, 50oC, NaOH에 15분 

확대율: ∼×200

 (b), (d)

시료: 스테인레스 316 LN 붕소함유량 : 25ppm

조사장: NAA1 조사량: ∼3.75×10
13
 n/cm

2 

검출기: Kodak CN-85 부식조건: 2.5N, 50oC, NaOH에 15분 

확대율: ∼×200

그림 9.9.11. ST1과 NAA1 조사장에서 획득한 오토래디오그래피 사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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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소재내 붕소 함유량에 따른 정성적 분석

이론적 관점에서 소재 내 붕소함유량이 적을 수록 많은 중성자 조사량

이 필요하다. 앞의 (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lloy 690 (B;30ppm)의 경

우 중성자 조사량 1.3×10
13
n/cm

2 
에서 최적의 핵비적 사진을 획득하 으

나 Alloy 690 (B<10ppm)의 경우 선명한 핵비적 사진을 획득할 수 없고 중

성자 조사량 약 3.75×1013n/cm2 에서 최적의 핵비적 사진을 획득할 수 있

었다(그림 9.9.12). 

붕소 함유량에 따른 정성분석은 소재의 구성 성분 및 공정 과정에 따

라 관찰할 수 있는 최소의 붕소함유량이 있다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실험을 

계획 중에 있다.

(바)핵비적 검출기(SSNTD) 부식조건에 따른 정성적 분석

일반적으로 부식 도(핵비적 도)를 결정하는 부식조건은 부식용액의 

농도, 온도, 부식시간이다. 핵비적 도는 부식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부식시간이 길수록 증가한다. 부식시간이 너무 길면 그

림 9.9.14 (c)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접한 부식공이 서로 과다하게 커

져서 겹쳐 보이고, 높은 비적잡음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부식용액의 농도 및 온도는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적 여건을 고려하여 

SSNTD Kodak CN-85의 설명서에 따라 농도는 NaOH 2.5N, 온도는 60oC, 시

간은 20분으로 부식하 으나 60
o
C에서 부식속도가 다소 빨라서 현재 장비

로서는 NaOH 2.5N 에서는 50
o
C 12-15분에서 부식시킨 SSNTD의 핵비적을 

관찰하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부식 도의 변화는 일정한 조사량에서 부식시간의 조절로 가능하므로 

부식시간을 5분, 10분, 15분, 20분 등 5분 간격 증가하여 부식 도의 변

화를 조사하 다. 실험결과 부식시간 5-10분 사이에서 선명한 부식공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약 10분 부식 후 뚜렷한 분포도가 관찰된다(사진 

9.9.14 (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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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12 Alloy 690 (B<10ppm)의 공정에 따른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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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13 Alloy 690 (B;30ppm)의 공정에 따른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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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14 부식시간 변화에 의한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사진;

Alloy 690 (B; 30ppm) Hot-rolled

부식 ; 2.5N NaOH, 50℃  (a) 10분 (b) 15분 (c)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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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비적 확대 관찰, 화상처리 및 분석

 현미경을 이용한 확대 비율은 정성적 분석을 위하여 합금의 결정립 

편석의 정도에 따라 100, 200, 400, 800배 등 4가지 배율로 관찰하 다. 

추적된 1개 핵비적의 크기는 약 1-2μm 정도로서 붕소가 통상적으로 시료

의 결정립 경계면(grain boundary)에 모이므로 시료의 종류, 시료의 열처

리 과정에 따라 다른 배율로 관찰되어야 한다.

붕소가 시료의 결정립계(grain boundary)에 편석되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사진을 획득한 후 현미경을 이용하여 

획득한 조직사진과 비교하 다(그림 9.9.15). 결론적으로 정성적 분석을 

위하여 최적의 핵비적 사진의 획득은 시료의 종류, 첨가 붕소의 함유량, 

중성자 조사량, 부식시간, 등에 따라 반복 실험을 통하여 결정된다.

같은 종류의 Alloy 690에서 공정 과정이 다른 ingot과 열연판재를 비

교하면 ingot의 경우 열연판재에 비하여 확연한 분포도를 볼 수 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일한 시료에서 공정 과정에 따라 첨가된 붕소 

원자가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를 통하여 쉽게 

볼 수 있다.

마. 보완점 및 향후 계획

SSNTD를 이용한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는 설명한 바와 같은 비

적잡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비적잡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여 비적잡음을 감소시키거나 비적잡음을 컴퓨터의 화상처리

를 통하여 제거 혹은 분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식 (9.9.4)를 하나로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라피 장치에 적용하여 

중성자 조사량 및 부식 도(etch pit density) 변수에 따른 붕소 함유량

을 정량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식을 확립 할 예정이다. 만일 현재 진행중인 

붕소 함유량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면 향후 핵물질내 우라늄, 혹은 핵분

열원소의 정량적 분석 또한 가능할 것이다.  

(1)소요인력

본 연구는 고체 및 핵물리학 분야와 재료공학 분야의 복합적 연구분야

이다. 본 실험에는 연구원 2인 및 연구조원 2인의 인력이 필요하며 연구

원급 및 연구조원급의 각각의 실험 절차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표 9.9.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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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15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정립 조직사진 과 중성자조사 오토래디

오그래피 사진 비교 - 스테인레스 316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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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5.  중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조사장에 실험 소요시간 및 소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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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핵물질 시료의 핵방출 원소의 특성검사

중성자 조사 오토래디오그라피 기법은 중성자를 흡수하여 방출되는  

입자와 같은 중이온(heavy ion)을 검출할 수 있는 기법이므로 원자력산업

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U-235를 함유한 핵연료의 분포도를 조

사하거나 자체적으로  입자를 방출하는 핵물질의 도를 검사하기에 적합

하다.

현재 국내의 원자력산업은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있다 할 수 

있다. 향후 선진국과 원자력 산업의 기술적 경쟁 및 협조 관계에서 핵물

질의 다각적인 특성검사 중 핵비적 검출법을 이용할 경우 매우 많은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다 예견된다. 그러므로 중성자빔이용연구 과제에서는 중

성자조사 오토래디오그래피 연구 응용분야로서 붕소 합금의 정성분석 및 

정량 분석 연구와 병행하여 핵물질 특히 핵연료에 대한 특성 연구를 지속

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부록; 금박방사화 측정법을 이용한 열중성자속 측정방법    

(1) 이론적 배경
197
Au에 열중성자가 입사하여 중성자 흡수반응이 일어나면 다음과 같

은 핵반응이 일어난다.

197
Au + n  →  

198
Au

*
  →  β

-
+

198
Hg

*  (9.9.6)

198Hg *  →  198Hg + γ     (9.9.7)

여기에서 식(B2)에서 방출되는 감마선/γ 중에 0.411MeV의 에너지를 

갖는 감마선은 95.56% 이다. 

(2) 실험 및 열중성자속 측정방법

열중성자속(thermal neutron flux)을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일정량

의 금선을 놓고 일정시간 동안 중성자를 조사한다. 이 조사된 금선은 식

(B1), (B2)에서 여러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하는데 감마선 계측기를 이

용하여 0.411MeV의 감마선을 측정하고 식(B3), (B4)를 이용하여 계측인자

를 보정한 후 열중성자속을 계산한다.

(가)조사 후 감마선량

   A 0 =  
1
ε
1
f sh

Count
m t count

 e
λ tcool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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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A 0 : 조사직 후 금선에서 방출되는 단위질량 당 0.411MeV 

감마선의 선량( =number/cm
2
/mg/sec ).

ε:  Ge 감마선 계측기의 계측효율 (계측거리 10 cm에서 

3.8×10
-3
 ),

f sh:  금선의 기하학적 자체차폐인자(self-shielding factor) 

(= 0.9438), ψ=0.01 인 경우 

Count ; 계측시간, tcount , 동안 계측된 0.411 MeV의 총 감마선량,

m ;   금선의 질량(mg),

tcount ; 감마선 계측시간,

λ ;
198
Au → 

198
Hg 의 붕괴상수(= 2.976×10

-6
 /sec).

tcool ; 조사 후 계측시작까지의 시간.

(나)열중성자속 계산

   Φ = 
1
Y

A 0
σ a N 0

1

1-e
-λtirr

 (9.9.9)

여기에서

Φ ; 중성자속(= neutron/cm
2
/sec)

Y ;
198Au 가 198Hg 로 β- 붕괴시 방출하는 감마선 중 0.411MeV

의 에너지를 갖는 감마선의 방출 확율(= 0.9556),

N 0:  금 1 mg 의 원자수 (= 3.057×10
18
 number/mg).

σa ;
197Au(n,γ)198Au 핵반응시 흡수단면적(absorption cross 

section) (= 87.87×10-24 cm2 )

tirr ; 중성자 조사시간.

(3)ST1 조사장 및 NAA1 조사장에서의 열중성자속 데이터 및 계산

금박방사화 측정법에 따라 ST1 조사장과 NAA1 조사장에서 얻은 데이

터는 표 9.9.6, 9.9.7, 9.9.8과 같다.

(가)열중성자속 계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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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1 조사장의 조사단면적 중심(표 9.9.6의 제 1열 25번)에서 열중성자

속 계산은 실험 데이터가

금선 질량; 19.82mg 조사시간; 10300초 

cooling time; 72960초 감마선 계측수; 319359 number/100sec 

이므로 위 값을 식 (9.9.8)에 대입하면 

A0 = 
319359

(0.0038)(0.9348)(19.82)(100)
exp [ (2.9757×10

-6
)(72960)]

= 55829 number/mg/sec

이다. 그러므로 중성자조사가 끝난직 후 25번 금선에서 방출되는 감마

선수는 55829 number/mg/sec이 된다.

식 (9.9.9)를 이용하여 중성자속을 계산하면

Φ total = 
55829

(0.9556)(87.87×10-24)(3.057×10
18
)

          ×
1

1 - exp[-(2.9757×10-6)(10300)]

= 7.21×10
9
 n/cm

2
/sec

이며, 열중성자속을 계산하기 위하여 카드늄비(RCd=14.8)를 고려하면 

Φ = Φ total (1 - 1
14.8 ) = 6.72×10

9 n/cm2/sec  

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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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6   ST1 조사장에서의 열중성자속 측정 실험 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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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7   NAA1 조사장에서의 열중성자속 측정 실험 데이타 (시료 차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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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9.8   NAA1 조사장에서의 열중성자속 측정 실험 데이타 (시료 차폐

후)

10. 중성자 supermirror 이용기술 개발 [9-56,9-57.9-58,9-59]

가. 중성자 guide tube의 원리 

중성자 guide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들을 가능한 한 중성자속의 

손실 없이 수십 미터 떨어져 있는 중성자 분광장치로 유도하는 장치이다. 

이것은 섬유질의 광케이블에서 빛이 이동하는 방법과 동일한 것으로써, 

중성자들이 guide 내부에 코팅(coating)된 중성자 mirror에 의해 반사되

면서 이동하게 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냉중성자원에는 수십 미

터에 달하는 중성자 guide가 설치되어 있고 한 개의 guide channel에  

2∼4개의 각종 중성자 분광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최근까지 guide는 

glass에 단일 필름을 코팅한 중성자 mirror를 사용하여 중성자를 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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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reflection)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코팅 재료로

는 중성자 산란길이(b)가 크고, 원자 도(n)가 높아서 중성자 산란 도

(ρ=nb)가 큰 즉, 큰 임계각을 갖는 Ni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guide에서 mirror의 물리적 특성과 기하학적 구조는 중성자 guide의 성능

을 좌우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mirror의 특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

에 중성자 guide에서의 일반적인 광학적 원리를 논의하기로 한다.   

(1) Mirror 표면에 의한 반사 

중성자 guide tube의 기본 원리는, glass와 같은 guide 재료에 Ti/Ni 

같은 물질을 굴곡이 없이 부드럽게 코팅하여 만든 mirror에 의해서 중성

자들이 전반사(total internal reflection) 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성자

들에 대한 mirror의 굴절률(refractive index)은 

n =  1 - 
λ
2
Nb
2π (9.10.1)

이며, 여기서 N은 반사물질에서의 단위 부피당 원자핵수(cm
-3
), b는 

평균 간섭성 산란길이(bound coherent scattering amplitude)이다. 즉 반

사 물질내에 다양한 원자들이 존재하고 원자들의 수가 Nr이라면 

Nb=∑Nrb r로 주어진다. 또한 Ti, V, Mn 등과 같은 몇 개의 원소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의 원소들에 대해서 b의 부호가 양수이므로 굴절률은 1 보

다 작은 값을 갖는다. 대부분의 물질에서 b값은 통상 10
-12
 cm 보다 작

고, N도 7 x 1022 cm-3의 값을 가지므로 열중성자(λ= 1.8Å)들에 대한 1-n 

값은 대략 10-5 정도의 값을 갖는다. 대부분 물질에서 굴절률은 1 보다도 

약간 작으므로 중성자의 반사는, 공기이나 진공처럼 도가 낮은 물질에

서 도가 높은 물질로 이동할 때는 단지 입사각(glancing angle)이 임계

각 보다 작을 때만 일어난다. 이러한 전반사에 대한 임계각(critical 

angle)은 

θc =  λ
Nb
π
 =  λγ c (9.10.2)

로 주어지며, 물질의 고유값인 단위파장 당 임계각 γ c(°/Å)는 물질내

의 단위 부피당 원자수(N)와 평균 간섭성 산란길이( b)로부터 구할 수 있

다. 즉, 중성자 guide의 투과율을 높이려면 간섭성 산란길이가 가능한 큰 

mirror 물질을 선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연 Ni 표면에서는 

γ c = 1.7 mrad(5.96min)/Å로서, Cu 및 glass에 대해서 γ c는 각각 1.4 

mrad(4.87min)/Å 및 1.1 mrad(4.46min)/Å에 비해 큰 값을 가지므로 중



- 751 -

성자 mirror 물질로 Ni이 많이 쓰이게 된다. 표 9.10.1에는 다양한 재료

들에 대한 γ c의 값을 요약하 다. 

표 9.10.1 물질의 고유 성질인 단위 파장당 임계각( γ c)

     Materials      γ c(min/Å)     Materials      γ c(min/Å)

     Nickel 5.96      Copper       4.87

    
58
Ni 7.07       Iron       5.68

     Glass 4.46       Cobalt       3.0

     Aluminium 2.95      58Ni(SM)      11.69

     Graphite 5.63

Mirror 표면이 굴곡이 없이 완벽하다면 임계각(θc)보다 작은 각(θ)

으로 빔이 입사하는 경우에 반사율은 1이 되나,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경우에는 비록 완벽한 표면이라고 할지라도 반사율은 다음 식에 의해서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R =  [
(n

2
- cos

2
θ)
1/2
- sinθ

(n 2- cos 2θ) 1/2+ sinθ
] 2

≃ [
1- [1-(θc/θ)

2] 1/2

1+[1- (θc/θ)
2
]
1/2 ]

2

 (9.10.3)  

그림 9.10.1 The variation of reflectivity in the neighbourhood of 

critical reflection calculated from eqn.(9.10.3) for a critical 

glancing angle of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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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1은 임계각이 10′일 때 식(9.10.3)의 반사율을 입사각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며, 임계각 이후에서 반사율이 급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사율은 임계각 이후의 반사율 값이 0이 되는 계단

(step)함수로 근사할 수 있다(이와 같은 근사는 실제 중성자 guide의 투

과율을 simulation 하는데 이용된다). 식(9.10.3)으로 주어진 반사율은 

임계각 이하에서는 물질 내에서의 다중산란(multiple scattering)현상에 

의한 것이며, 실제 mirror의 반사율은 원재료의 기본적인 결함과 코팅

(coating)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결함 때문에 정확히 1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2) 중성자 guide 원리 

그림 9.10.2는 위와 같은 mirror의 반사율을 이용하여 만든 직선형

(straight) 및 곡선형(curved) 중성자 guide의 개념도를 보인 것이다. 이

들 guide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파장에 따른 중성자 투과율이며, 이것은 

guide의 기하학적 구조와 mirror의 반사율에 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는 이들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근사적인 guide 구조에 대해서 해

석적인 방법으로 guide 투과율을 계산하고 이를 Ray-tracing법으로 

simulation한 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중성자 guide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 하 다.  



- 753 -

그림9.10.2 Diagrams (a),(b) indicate how total internal reflection of 

neutrons in a collimating tube may increase the angular divergence of the 

emerging neutrons from ±α up to ±θc, where θc is the critical angle. 

Diagram (c) shows how in a bent tube the neutron beam, proceeding by 

reflection at the tube walls, emerges free from contamination by fast 

neutrons.

(가) 직선형(straight) 중성자 guide 

직선 guide는 내부 표면에 중성자가 전반사 할 수 있도록 Ni/Ti 같은 

재료를 코팅하여 mirror를 만들고, 이를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4 방향에서 

중성자가 산란하도록 하여 중성자의 투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러한 guide에서 그림 9.10.2(a)에서처럼 mirror 없이 투과되는 중성자 강

도는 이 guide에 의한 입체각(solid angle)에 비례하며, mirror가 존재하

는 경우에는 그림 9.10.2(b)에서처럼 mirror의 전반사 효과에 의한 추가

적인 투과 중성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guide를 투과한 중성자 속

은 mirror의 임계각에 의한 효과와 mirror가 없는 단순한 guide에 의한 

투과 효과가 존재하므로, 중성자 guide의 mirror에  의한  투과 이득

(gain)은 

Gain(θc) =
Mirror    
Mirror         (9.10.4)

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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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원이 guide의 입구에 가까이 있다면, guide를 투과하는 중성자 

강도는 mirror가 없을 때와 있을 때,  각각 

( i)   I(θc) ∝ α
2     

(ii)   I(θc) ∝ (α
2+θ2c),   0 <θc≤α

∝ 2αθc             θc≥α

(9.10.5)

로 주어지며, 식(9.10.4)에 의한 guide 투과 이득(gain)은 다음과 같

다. 

Gain(θc) ∝ 1+
θ2c

α 2
,   0 <θc≤α

∝ 
2θc
α
         θc≥α (9.10.6)

여기서 α는 guide의 분산(divergence)각이다. 그러나 실제 원자로 중

성자 빔 포트에서 중성자 직선 guide의 설치를 고려하면, guide의 입구는 

그림 9.10.3에서처럼 중성자원(cold source 또는 beam tube nose)으로부

터 거리 L*(≪L)만큼 떨어져 있고, 중성자원의 폭(H*)은 guide의 폭보다도 

다소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guide 투과 이득은 매우 복

잡한 식을 보이나, H = H
*
인 경우에 임계각(θc)이 입사빔의 분산각 

H/(L*+L)와 같을 때는 식(9.10.4)의 Gain은 1 + L/(L+L*)의 값을 갖고, 입

사빔의 분산각이 H/Ls 보다 클 때의 중성자 투과 이득은 1 + L/L
*
의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9.10.4에는 guide 길이 L = 4 m, 폭 H = H
*
 

= 60 mm, L
*
 = 2 m 인 guide 구조를 갖고 Ni supermirror(m=3(m : Ni의 

임계각에 대한 supermirror 임계각의 증가계수), γ c= 0.1°)의 반사율이 

1.0, 0.9 및 0.5인 조건에 대해서 Ray-tracing 투과법을 사용하여 식

(9.10.4)와 식(9.10.6)에 따른 guide 투과 이득을 계산하여 비교하 다. 

이 결과에 의하면 반사율인 R=1.0 일 때 파장 5.7Å이상에서 계산된 gain

은 약 3배로서 이는 위의 해석적인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사율 R < 1.0 이하일 때 gain이 낮아지는 이유는 중성자들이 guide를 

따라 이동할 때에 mirror에서 다중 반사하므로, mirror의 반사율에 따른 

중성자 흡수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길이가 L, 폭이 H인 1

차원 guide에서 중성자들이 투과할 때, 임계각 θc에서 중성자들이 반사되

는 최대수는 

n max = 
Lθ c
H (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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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평균 반사되는 수는 

n =  
Lθc
2H  (9.10.8)

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장파장인 경우 임계각이 커짐에 따라 반사수

도 증가되므로 반사율이 1인 경우를 제외하면 중성자 투과 손실은 다음과

같다.

그림 9.10.3 Reactor horizontal beam tube with neutron guide.

그림 9.10.4. Ni supermirror(m=3, γ c= 0.1°) guide의 길이 L = 4 m, 폭 H = H
* = 

60 mm, L
*
 = 2 m 인 구조에서 반사율이 1.0, 0.9 및 0.5일 때의 투과 이득 비교 

평가

 

 



- 756 -

 P = 1-R n (9.10.9)

즉, 이러한 투과강도 손실은 mirror의 반사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

도 필연적으로 생기는 손실이다. 예를 들어 R = 0.98인 Ni mirror로 코팅

된, L = 10 m, H = 60 mm인 guide를 중성자가 이동한다고 할 때 파장 4Å

에서 mirror에서의 평균 반사수는 식(9.10.8)에 의해서 33번이며, 투과 

손실은 약 49%이다. 즉 중성자 guide의 투과율을 향상시키려면 반사율이 

좋은 mirror를 선정해야하며, 또한 guide를 가능한 중성자원에 가까이 설

치해야 한다. 위의 계산은 단순히 mirror의 좌우 양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제 guide 투과율은 mirror 좌우 양면에 의한 투과 이득 외에 mirror 상

하 면에 의한 투과 이득도 함께 고려해야 되므로 실제 이득은 위의 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나)곡선형(curved) 중성자 guide 

곡선형 guide는 길이가 작은 직선 guide를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그림

2.2(c)에서처럼 일정한 곡률 반경을 갖도록 하여, 일정한 조건의 중성자

만 투과되어 직선 빔에서 방향을 바뀌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곡선형 

guide는 직선 guide보다는 투과율이 떨어지지만 중성자 분광장치에서 시

료위치를 원자로에서 직접 나오는 감마선 및 속중성자의 빔방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중성자 배경산란(background)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열 및 냉중성자의 guide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곡선형 중성자 guide의 기하학적 인자들을 그림 9.10.5에 설명하 다. 

a는 굴곡된 mirror들 사이의 channel폭, L1은 bent channel에서 빔이 직

선으로 투과할 수 없는 최소 거리, ρ는 guide의 곡률 반경, θ*는 곡선

형 guide의 특성각(characteristic angle)이다.  이 특성각이 작으면 곡

선형 중성자 guide의 기하학적 인자들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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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5 A schematic view of neutron guide channel 

a =
L 1θ

*

4

ρ =
L 1

2θ
* =

L 21
8a

(9.10.10)

곡선형 중성자 guide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인자는 특성파장

(characteristic wavelength) λ*로 이는 특성각, θ*와 mirror의 단위 파

장당의 임계각 γc에 관계한다. 즉

λ * =
θ*

γ c (9.10.11)

곡선형 중성자 guide에서의 중성자 궤적은 그림 9.10.5에서 보인 것처

럼 guide 입구에서의 입사각 θ와 위치 x에 의해서 결정된다. guide의 오

목(concave)한 면과 볼록(convex)한 면에서 반사되는 중성자에 대한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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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glancing angle)은 각각 

θcc = (
θ

θ
* )

2+
x
γ c

θcv = (
θ

θ*
)
2
+
x
γ c
-1

(9.10.12)

로 주어진다. 파장 λ를 갖는 중성자들이 guide를 따라 투과하기 위해

서는 입사각(glancing angle)은 임계각 λγ c보다 작아야 한다. 또한 식 

(9.10.12)에서 θ cc≥θ cv이므로 중성자가 투과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θ cc ≤ λγ c (9.10.13)

즉, 파장 λ인 중성자가 guide를 따라 투과할 각도, θ1은 

θ1 ≤ θ
*
(
λ

λ *
)
2
-
x
γ c  (9.10.14)

와 같으며, 곡선형 중성자 guide 출구에서의 중성자 강도는 각 중성자 

파장에 대해 2θ1에 비례한다. 

곡선형 중성자 guide에 입사하는 중성자 강도를 Iin이고 출구에서의 

강도를 Iex라 하면 guide의 투과율은 

T(λ) =  
I ex(λ)

I in(λ)  (9.10.15)

로 주어지며, 이는 중성자 guide의 계수와 입사 빔의 분산

(divergence)각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림 2.6은 입사 중성자 빔의 분산

이 D=2θ*일 때 완벽한(perfect) 중성자 guide의 투과율을 상대 파장 λ/

λ*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파장이 λ*보다 큰 경우에는 guide의 mirror

면으로부터 잘 반사되고, 잘 투과되므로 투과율은 파장에 따라 증가한다. 

이와 반대로 파장이 λ*보다 작은 경우에는 파장이 감소함에 따라 투과율

은 급격하게 감소한다.  만약에 곡선형 guide에서 동일한 mirror 임계각 

(α1=α2)과 동일한 특성각(θ
*
1=θ

*
2)을 갖는 guide라면 식(9.10.11), 

(9.10.13) 및 그림 9.10.7로부터 spectral transmission은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림 9.10.7에서처럼 2개의 guide가 동일한  특성각

(characteristic angle) θ*을 갖고, guide channel폭, 직선빔 길이

(direct view length) 및 곡률 반경을 각각  a1, L1, ρ1 및  a2, L2, ρ2

라 하자. 식 (9.10.10)에 의해서 

a 1
a 2
=
L 1
L 2
=
ρ1
ρ 2 (9.10.16)



- 759 -

를 얻을 수 있으며, 직선빔 길이는 channel 폭에 비례해서 감소한다. 

즉, 동일한  특성의 곡선형 guide를 얻기 위해서 guide 길이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guide 폭을 함께 줄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넓은 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channel 수를 증가해야 하며, 이것이 다중 

channel bender의 원리이다. 또한 이러한 bender를 빔을 분리하기 위한 

분리기(splitter)로 사용할 때는 그림 9.10.7에서처럼 입사빔 축에서부터 

거리 L1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의 투과빔의 선형 편차 A1 및 A2를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A 1 = L 1θ
*

A 2 = L 2θ
*+(L 1-L 2)2θ

*

이며, L 1≫L 2 이라면 

A 2 = 2L 1θ
*

(9.10.17)

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동일한 특성각(θ
*
)과 동일한 특성 파장(λ

*)을 갖는 2개의 bender를 이용하면 하나의 빔을 공간적으로 2개로 분리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9.10.6 The transmittance of a perfect neutron 

guide for an incident neutron beam of divergence D=2

θ
*
 as afunction of the relative wavelength λ/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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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7 A scheme of two similar neutron guides(their 

characteristic angles are the same and equal to θ
*
) 

 

(다) 다중 슬릿(multichannel) 중성자 guide  

동일한 특성을 갖는 guide를 다양한 길이로 만들 수 있으며 식 

(9.10.16)에 의하면 길이를 줄이면 슬릿 폭은 줄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길이 L1 = 50m, 폭(a1) 5cm인 guide와 동일한 특성을 갖는 길이 L2 = 

1m인 guide를 만든다면 guide 폭은 0.1cm 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길이가 1m 이내인 microguide를 제작할 수 있게 하며, 보다 넒은 빔을 사

용하기 위해서는 microguide를 겹쳐서 다중 슬릿 guide( or bender)를 만

들 수 있다.  그러나 다중 슬릿 bender의 단점은 Ti/Ni 등을 코팅할 

glass substrate를 아주 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단일 슬릿 guide보다

도 기본적으로 투과율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즉 substrate의 두께를 δ, 

channel 폭을 a라하며, bender 구조에 의한 기본적인 투과율은 

Kg = 
a
a+δ (9.10.18)

로서, 기본적으로 구조에 의한 투과손실이 발생하며, 이외에 단일 

mirror guide에서의 투과율을 고려해야한다. 다중 슬릿 중성자 guide(or 

Bender)는 통상 길이가 약 1m 이며, 최근에는 길이를 50cm까지 줄인 

microguide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슬릿 guide는 실험목적에 따라

서 다양한 구조를 가지나 직선빔의 방향을 바꿀 목적으로 원형의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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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거나 또는 평행한 mirror를 V-자 모양으로 만들어(V-bender)를 사

용하고 있다. 또한 guide가 단순히 원자로 빔으로부터 열 또는 냉중성자

를 유도하거나 빔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Ni/Ti supermirror를 사

용하나, 만약 mirror를 Co/Ti 또는 CoFe/TiZr 등과 같은 polarizing 

supermirr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성자 guide를 편극화 할 수 있으므

로, 이들은 편극중성자 분광장치들에서 중성자 편극기나 또는 시료에서 

산란된 중성자의 편극해석기로 사용한다.  

그림 9.10.8는 polarizing 다중채널 guide의 개략도를 보인 것으로  

polarizing mirror들을 saturation 하기 위한 magnetic system만 없다면 

일반적인 non-polarizing 중성자 guide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이것은 

supermirror를 코팅한 1mm보다 얇은 glass substrate(1)들 사이에 

spacer(2)를 끼우고, 이를 프레임(3)을 이용하여 착시키며, 이를 고정

하여 채널의 굴곡을 결정한다. 이러한 장치 전체를  magnetic system에 

놓는다. 이러한 특성의 supermirror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좀더 자세히 

논의 하기로 한다.  

그림 9.10.8 A general view of a polarizing multichannel 

neutron guide. 1. Polarizing mirrors on thin glass 

substrates. 2. Steel spacers. 3. Metal frame. 4. Magnetic 

system. 

나. Multilayer mirror(supermirror) 이용기술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성자 guide는 중성자원으로부터 멀리 떨어

져 있는 중성자 분광장치까지 중성자를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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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세계적으로 대부분 냉중성자원에는 수십미터에 달하는 중성자 

guide를 설치하고 한 개의 guide channel에  2 ∼ 4개의 각종 중성자 분

광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최근까지의 guide는 glass에 단일 필름을 코팅

한 중성자 mirror를 사용하여 중성자를 전반사시켜 이동시키는 방법을 사

용하 으며,  이러한 코팅 재료로는 중성자 산란길이(b)가 크고, 높은 원

자 도(n)로 인해 중성자 산란 도(ρ = nb)가 커서 큰 임계각을 가진 

Ni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Ni은 산란 도 ρ = 9.41 x 10
-6
Å
-2
, 임계각 

θ Nic /λ= γ c= (ρ/π)
1/2 =1.73 mrad/Å( 0.099 o/Å)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실

제 실험에서는 Ni의 임계각도 다소 작기 때문에 투과되는 중성자 빔의 

divergence도 이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므로, 투과율이 낮은 열중성자에

서 보다는 파장이 큰 냉 중성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파장이 짧은 열중성자 역에서도 guide의 중성자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며, 이는 임계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일찍이 Mezei는 두 개의 다른 물질(Ni/Ti)로 구성된 판막(한 쌍의 두께 = 

d)을 그림 9.10.9과 같이 교대로 d를 단조롭게(monotonically) 변하도록 

코팅함으로써 임계각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 다. 이러한 코팅을 

통상 supermirror라고 알려져 있으며, 중성자 산란은 이러한 층상 구조

(layer structure)에 의한 Bragg 법칙, 

nλ = 2d sin θ,  n= 1,2,3,....  (9.10.19)

을 만족한다. 만약 두 물질의 두께가 같고(d = 2a), 두 물질의 경계면들

에서 산란 강도도 완만하게 sine 함수 모양으로 변한다면, 단지 1차 

Bragg 반사만 존재한다. 또한 Bragg 반사각이 mirror의 임계각과 같다면, 

θc=λ(
1
2d
) =λ γ c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으며, Ni 경우 γ c = 1.73mrad/

Å이므로 이에 대응되는 layer의 두께 2d는 약 580Å이다. 또한 Bragg 반

사각이 임계각의 2배(m=2), 즉 θ= λ( 1
2d
) =λ 2γ c 라면 2d는 약 290Å의 

값을 갖는다. 이것은 θc≥θ 인 조건, 즉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2d가 

580Å보다 커야되므로 코팅의 두께도 최소한 580Å이상 되어야 한다.  여

기서 설명을 위해 파장과 입사각(glancing angle)과 관련된 수직파장, 

λ⊥= λ/θ = 2d라 정의하자. 즉 전체적으로 Ni의 특정 파장 ( λ CNi= 1/γ c)보

다 큰 수직파장 ( λ⊥ >λCNi=580Å)를 갖는 중성자들은 전 반사하며(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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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i supermirror에서 최대 두께는 약 700Å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일련의 Ti과 Ni 층상구조는 수직파장 λ⊥ <580Å을 갖는 중성

자들에 대해서만 Bragg 반사를 함을 알 수 있다.  임의의 Ti과 Ni이 이루

는 한 쌍의 층상구조에 의해서 반사하는 중성자들의 수직파장은 

λ⊥ = 2d Ni n Ni + 2dTi nTi                   (9.10.20)

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기서 dNi 와 dTi, nNi와 nTi는 각각 Ni와 Ti

의 두께와 굴절 지수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임계각(Bragg 반사각)

이 Ni의 임계각보다 2배(m=2)인 Ni/Ti supermirror라 하면, 이 각에서의 

수직파장 λ⊥은 약 290Å이다. 즉 이러한 supermirror에서의 반사율은 Ni

의 특성 수직파장( λCNi=580Å)으로부터 supermirror 특성 수직파장

[ λCSM= λCNi/m(= 2)]에 이르는 역에서의 반사율과 전 반사율이 함께 고

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m은 Ni의 임계각에 대한 supermirror 임계각의 증

가계수이다.

그림 9.10.9 Reflectivity of a supermirror composed of 900 layers Ni/Ti. 

The solid line represents a fit to the data using the roughness rs∼11.5 

Å of the interfaces as adjustable parameter. The principle of a 

supermirror is shown on the right. The thin layers are responsible for 

the reflection of neutrons at large angles

 

또한 layer들을 CoFe, Co, Fe 등의 magnetic 물질과 TiZr, Ti 및 Al 

등의 non-magnetic 물질을 교대로 코팅함으로써 반사각이 또한 spin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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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supermirror를 중성자 polarizer 및 analyzer

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로 낮은 파장, 즉 열중성자 역에서

의 실험이 요구되므로 중성자 투과율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m이 큰(임계

각이 큰) supermirror를 사용해야 하며, guide 길이도 1m 이하가 되어야 

한다.   

Supermirror의 성능은 임계각( θc=m( λ γ c))에서 반사율이 1로부터 얼

마나 벗어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들은 코팅 물질간 접촉면의 완벽

성에 접한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반사율을 얻기 위해서는 

코팅 두께가 보통 20Å이하가 되도록 해야함으로 substrate를 매우 평평

하게 만들고, 또한 interdiffusion과 interface roughness를 가능한 최소

화해야 한다. 스위스 PSI, 러시아 PNPI 등의 세계의 여러 연구실에서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supermirror를 

경쟁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현재로는 Pulsed DC-magnetron sputtering 

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넓은 면적에서도 

재연성 있게 균일한 질량의 반듯한 층상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supermirror의 개발 및 응용현황을 파악하여 supermirror를 설

계하거나 사용할 때의 고려해야될 문제점을 이해하기로 한다. 

(1) Supermirror의 개발 현황

중성자 guide에 사용되는 multilayer는 보통 두 물질간의  산란대비

(scattering contrast)가 큰 Ni과 Ti 재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큰 임계각

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적 적은 수의 layer로 만들어진 

supermirror에 의해서도 높은 반사율을 얻을 수 있음을 그림 9.10.10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Hayter와 Mook에 의해서 개발된 논리를 이용하여, 

즉 두 물질의 산란길이 도, 설계 반사율 Rd 및 layer의 수 N의 상관관

계식에서 임계각과 코팅할 Ni/Ti layer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Ni

의 임계각( θ Nic )보다도 m배 이상 임계각(θc)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layer의 수는 근사적으로 4m
4
가 된다고 하 다. 즉 m=4일 때는 layer 수

를 최소한 1,000층 이상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현재 mirror 코팅

기술의 한계라고 하며, m의 수를 최대한 늘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Ni/Ti supermirror인 경우에 코팅 과정에서 온도를 

증가시킬 때에 interdiffusion이 발생하여 경계면이 rough하게 되는 원인

이 되어, 더 이상 임계각을 확장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를 줄

이기 위해 Ni 층에 C를 첨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 방법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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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층들을 비정질화시킬 뿐만 아니라 산란대비를 증가시키고, 또한  

interdiffusion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9.10.10 Dependence of the number of layers on the 

critical angle of reflection. The dranatic increase of N 

with increasing θc indicates that four times θ
Ni
c  might 

be a technological limit. The number of layers is 

approximately givn by N=4m
4

 NiCx/Ti으로 구성된 이 supermirror도 기술의 한계와 경제적 이유로 

개발이 중단되었으며, Ni과 Ti의 산란대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Ni 층에는 

O 와 N을 첨가하고 Ti 층에는 약 16%의 V이 함유된 Ti-V합금을 사용하는 

supermirror가 PSI 연구실에서 개발되었다. 이 supermirror에서의 N은 Ni 

층에서 산란대비를 증가시키고 또한 grain size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며, O는 Ti와 반응하여 TiO2를 만들어 경계면에서 얆은 diffusion 막이 

형성되도록 한다. 또한 V는 Ti의 집합조직을 증가시켜 Ti 층에서의 

roughness를 감소시켜, supermirror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supermirror (microguide)의 설계된 반사율은 임계각

θc =mθ
Ni
c (m=2)일 때 99.3%이었으나 측정된 반사율(R)은 그림 9.10.11에 

보인 것처럼 약 94%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10.2에는 이러한 

반사율 차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손실 인자들을 정리하 다. 이 표에 의하

면 물질의 흡수와 비간섭 산란에 기인하는 손실은 substrate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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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ghness와 비슷한 손실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손실 △sm = 2.6%는 

대부분은 layer의 두께가 감소할 때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layer들 

사이의 interdiffusion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supermirror의 제조 방

법이 반사율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10.11 Transmission profile of a micro-guide having a gap of 0.8 

mm and a length of 500 mm. The supermirror coating(Rd=99.3%) is composed 

of 40 bilayers Ni-N-O/Ti yielding a reflectivity of 94% at m=2 for λ=4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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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12 Reflectivity of a polarizing supermirror. The polarization 

is of the order of 0.93 and has not been corrected for the finite 

polarization of the neutron beam. 

표 9.10.2 Loss mechanism of a supermirror(m=2) having a design 

reflectivity Rd = 99.3%, rs is the roughness of the float glass.  

  Mechanism R/loss

  Absorbtion △a 0.7%

  Incoherent scattering △i  0.7%

  rs ∼ 3.7Å △
f
s  ∼1.3%

  Rc = Rd - △a - △i - △
f
s     Rc 96.6%

  Measured reflectivity Rexp(max) 94.0±0.5%

  Difference : △sm = Rc - Rexp(max) △sm  2.6±0.5%

또한 polarizing supermirror와 monochromator를 제작하기 위해서도 

interdiffusion 및 roughness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특히 

magnetic Fe50Co48V2와 TiNx을 조합한 supermirror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는 Ti를 sputtering 하는 동안 N2의 압력을 단순히 조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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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Fe50Co48V2의 산란길이 도에 TiNx의 산란길이 도를 적절히 조절

함으로써, 최적의 반사율을 얻을 수 있다. 이 supermirror는 spin-up 

state에서는 완전히 투과하고, spin-down state에서는 완전히 반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9.10.12는 PSI에서 제작한 Julich의 TOF 분광

장치에서 사용되는 m=2.4인 polarizing mirror의 반사율을 예로서 보인 

것이다.        

현재의 기술은 m=2 정도의 supermirror는 layer 구조 결함에 의한 반

사율 손실이 substrate의 roughness 또는 waviness에 기인한 손실과 비슷

하게 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그 동안 여러 연구소에서 

Ni을 코팅한 neutron guide를 supermirror guide로 교체하 으며, 스위스

의 SINQ spallation source에서는 단지 한 개의 guide만을 제외하고는 모

두 supermirror guide를 사용하고 있다.          

Supermirror 개발의 현재 경향은 주로 중성자 속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m이 보다 큰 supermirror를 개발중에 있다. 이러한 m이 큰 supermirror는 

시료위치에서 약 5배 정도 중성자속을 증가시킬 수 있는 focussing 

anti-trumpet supermirror의 구현과 열중성자 guide를 제조할 수 있게 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이 m이 큰 supermirror는 높은 반사율을 얻을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층상구조에 발달한 stress는 supermirror의 수명을 단축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이다.  또한 polarizing 

해석을 위해서는 열중성자에 대해서 투과율과 polarizer의 빔 투과 공간

을 증가시켜야 하며, 이는 m이 큰 supermirror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m을 증가시키는 노력이외에 magnetic layer의 stress를 조정하여, mirror

들이 remanet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spin-selective devices처럼 

자장이 없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큰 m을 가

진 supermirror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layers에서의 stress

와 interface에서의 roughness를 최적화하고, polarizing mirror의 

magnetic 작용에 대한 stress 향을 연구하고 있다.

(2) Ni/Ti supermirror의 응용 

앞서 설명하 듯이 m=2인 supermirror는 비교적 넒은 면적의 mirror도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반사율도 90% 이상 되며, 가격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Supermirror 성능 평가의 한 예로서 그림 9.10.13에는 PSI의 SINQ

에 설치된, 반사율 R=88%이고 길이가 54m인 곡선형(곡률반경 R=2063m) 

supermirror guide에서 출구를 통과하는 중성자속 분포를 계산하고,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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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 선단에서 약 6m 거리에 중성자 분광장치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의 중

성자속 분포와 비교하 다. supermirror를 통과한 중성자속 분포는 Ni를 

코팅한 일반 guide(m=1)를 통과한 중성자속 분포보다도 열중성자 쪽으로 

이동하 으며, 파장 약 4Å근처에서의 중성자속도 약 3배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파장 역에서의 투과 중성자속의 증가로 같은 크

기의 빔 단면적을 갖는 빔 tube에서 처럼 넓은 열중성자 역의 파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guide에서 signal-to-noise 비가 현저하게 좋아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자로에서 나오는 직선 빔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또 

하나는 중성자 multichannel bender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서 

설명한바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직선빔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이용된

다. 이러한 목적으로 러시아 PNPI에서 하나로 SANS 장치의 m=2인 Ni/Ti 

supermirror V-bender를 제작하 다. 이것은 통상의 곡선형(curved) 

bender와 다르게 400mm의  평면 supermirror(γc =3.3 mrad/Å, 반사율 R 

∼ 0.9)를 각도 약 23 mrad되게 V-자형으로 만든 multichannel bender이

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이 supermiror의 실

험 반사율을 그림 9.10.14에 수직파장의 함수로서 나타내었다. 

그림 9.10.13 Calculated flux at the end of a 54 m long neutron guide 

at SINQ. For λ>2Å(Ei<20 meV) the neutron guid is more efficient than 

abeam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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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14 The experimental reflectivity of a Ni/Ti supermirror 

on glass as a function of the perpendicular wavelength. 

최근에는 PSI에서는 mirror의 층수(N)를 m=2의 82개에서 N=900층으로 

단순히 증가시킴으로써 m ≃ 4θ Nic  의 supermirror를 만들었으며, 그림 

9.10.15에는 이 supermirror의 측정반사율을 나타내었다. m=2에서는 아직

도 R=86%의 반사율을 보이나 m=4 근처에서는 거의 직선으로 R=60%까지 떨

어짐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약 20%의 반사율 손실은 주로 interface 

roughness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supermirror의 총 두께가 d = 4.5

μm임을 감안할 때 표면 roughness는 단지 rs ∼ 10Å이며 이는 d의 약 

0.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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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15 Reflectivity of an m=4 supermirror on float glass. the total 

thickness of the coating is 4.5 μm 

이러한 m이 큰 supermirror(m = 4)는 통상의 guide(m=1)만 쓰는 경우에는 

임계각이 작은 낮은 파장( < 3Å)에서는 투과율이 낮아지므로,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그림 9.10.16와 같은 Trumpet모양의 supermirror(m=3,4)를 

빔 tube 선단부분에 설치하여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중성자까지 

monochromator에 집속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반대로 그림 9.10.17 

처럼 anti-trumpet 모양의 supermirror를 사용하여 빔을 시료에 집속시킬 

수 있으며, ILL의 IN3의 열중성자용 3축 분광장치에 이러한 supermirror

를 설치하여 에너지 13.4meV에서 약 2.5배의 중성자 강도를 얻었다고 보

고되었으며, LLB의 G6.1에서도 2개의 focusing anti-trumpet supermirror

를 사용하여  약 7배의 중성자 강도를 얻었다고 보고되었다. 즉 위와 같

은 결과로부터 guide에 입사하는 빔 분산각(divergence angle)을 증가시

킴으로써 중성자 강도를 확실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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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16 Trumpet모양의 supermirror guide 

그림 9.10.17 Anti-trumpet supermirror에 의한 빔 collimation profile 

(3) Polarizing mirror의 응용 

최초의 supermirror는 F. Mezei에 의해 polarized 중성자 빔 실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중성자 분광장치에 사용되는 mirror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그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glass나 Si 판에 코팅된 

supermirror들을 곡선형으로 쌓아서 만들어 중성자 bender처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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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1.5Å이상의 파장을 이용하는 중성자 분광장치에 매우 유용하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polarizing neutron guide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

은 polarizing 기능이 없는 Ni/Ti supermirror와 비교해서 투과율이 단지 

50% 밖에 줄어들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다. 중성자 빔 실험에서 가장 효

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성자 guide 밖에 polarizing cavity를 설

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방향의 polarizing state가 guide를 투과하는 

동안 다른 방향의 polarizing state는 guide 밖으로 반사시키게 만들 수 

있다. 

만약 산란길이 도 ρnm을 갖는 비자성 재료(non-magnetic 

materials)와 산란길이 도 ρ± = ρn(nuclear) ±ρm(magnetic)을 갖는 

자성재료를 조합하여 한층의 spin state 산란길이 대비가 0으로써 다른 

한층은 큰 산란길이 대비를 갖는 supermirror를 만들 수 있다. 즉, 코팅 

재로 Fe50Co48V2/TiNx을 사용하고 N의 농도를 조절하여 ρnm = ρ-을 갖는 

mirror층을 만들면, 이것은 spin down을 갖는 중성자들에 대해서는 산란

길이 대비를 0가 되는 remanent supermirror를 만들 수 있다.  

그림 9.10.18는 PSI에서 제작한 m=2인 Fe50Co48V2/TiNx supermirror을 

guide filed에 놓고 자장에 따른  반사율을 보인 것이다. 초기에는 

supermirror를 B= -30 mT에서 자화시키고, B = +1 mT 및 +30 mmT로 증가

시켜 각각 반사율을 측정하 다. 데이터는 자화율 M이 B 방향의 반대방향

에서 평행한 방향으로 변환되었음을, 즉, polarizer가 B = 1 mT에서 

remanent 상태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remanent 상태라 할 

지라도 flipping rate가 매우 좋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 supermirror

를 spin selective device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

한 supermirror를 사용할 때는 spin flipper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remanent supermirror의 또 다른 장점은 magnetic pulse에 의해서 spin 

eigenstate를 선택할 수 있고, 시료에서의 magnetic field와 flipper 사

이에 혼선(cross-talk)이 없으며, 또한 flipper가 파장에 무관하여 자기

장이 없는 환경에서도 polarizer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이에 대

한 장치는 현재 파장이 1Å정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m > 4인 

supermirror를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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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18  Remanent supermirror의 reflectivity

러시아의 PNPI에서도 반사 코팅 물질은 CoFe/TiZr 합금, Co/Ti, Fe/Al 

등을 이용한 polarizing supermirror를 개발하고 있으나, m인 큰 

supermirror의 제작에서는 PSI의 기술보다 다소 떨어지고 있다. PNPI에서 

만든 supermirror들은 mirror 바닥층에 Ti와 Gd로 만들어진 중성자 흡수

층을 만들어 substrate(유리)로부터의 반사 효과를 제거하며, Co63Fe31V와 

Ti75Zr25합금에 그리고 Ti60Zr10Gd30 흡수층을 갖는 supermirror는 좀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9.10.19에는 m=2인 CoFe/TiZr의 polarizing 

supermirror에 대해서 spin-up 중성자들의 실험 반사율 뿐만 아니라 

mirror의 분극률을 수직파장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었다. 그림 9.10.14와 

그림 9.10.19로부터 Ni/Ti supermirror의 반사율이 CoFe/TiZr 

supermirror의 반사율보다 훨씬 좋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열적으로 연

마된 유리(거칠기 RMS≅3-5Å) substrate위에 Ni/Ti supermirror의 다층

구조가 증착되며, CoFe/TiZr supermirror는 glass substrate위에 중성자 

흡수체가 반사되고 거칠기 RMS≅17Å인 바닥층 위에  다층구조가 증착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극된 mirror는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한 중성자 스

핀을 갖는 단일 스핀상태의 중성자만을 반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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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19 Experimental reflectivities for spin-up neutrons and the 

polarizing efficiency of CoFe/TiZr supermirrors with a TiZrGd 

antireflective underlayer produced in PNPI are given as a function of 

the perpendicular wavelength.

다. 하나로 V-bender 개발 

(1) 개요 

하나로 CN 수평공에는 소각산란중성자 분광(SANS)장치가 제작 설치중

이다.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원자로 노심에서 직접 나오는 백색중성자

(white neutron) 중에서 파장이 4Å이상인 냉중성자를 중성자 속도 선별

기를 이용하여 단색화시켜 시료에 입사시키고, 시료를 투과 산란된 중성

자를 2차원 중성자 검출기로 검출하여 분석함으로써 시료내의 미시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료에 입사되는 단색 중성자에는 기본적

으로 열중성자, 열외, 속중성자 및 감마선이 혼합되어 있어, 높은 

background signal과 검출기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들의 기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성자 필터로는 Bragg cut-off 파장이 3.96Å인 Be 

다결정을, 감마선 필터로는 Bi 단결정을 액체질소로 냉각하여 주로 사용

하고 있다. 통상 사용되는 이러한 필터에 의한 총 투과율은 약 50%정도이

나 아직도 중성자 검출기가 원자로의 직선빔의 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하 듯이 냉중성자원과 수십미터의 중성자 guide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background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냉중성자원 

없이 원자로 홀에 설치되는 SANS 장치에서는 이러한 향을 무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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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m이 큰 중성자 supermirror를 사용하며 만든 짧은 길이의 다

중슬릿 중성자 bender를 중성자 및 감마선 필터로 이용하면, 기존의 액체

질소 냉각 Be/Bi 필터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중성자 강도에서는 다소 손실

을 보지만 원자로의 직선빔으로부터 시료의 위치를 벗어나게 할 수 있으

므로 signal-to-noise 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목적

으로 하나로 SANS 장치의 필터로 사용될 중성자 V-bender를 러시아의 

PNPI에서 제작하 으며, 하나로 CN 수평공에서 US-1 분광장치 및 Fermi 

chopper를 이용하여 파장에 따른 투과율, 입사빔에 대한 투과빔의 이탈각

(angular deviation) 등의 중성자 특성평가를 수행하 다.  본 절에서는 

하나로 SANS 장치의 V-bender 제작 및 중성자 특성평가 결과에 대해서 상

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2) 하나로 V-bender 제작 

하나로 SANS 장치의 시료전 비행경로(pre-flight path)는 약 4m의 빔 

집속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V-bender는 빔 집속기의 바로 전

방에 설치되며, V-bender를 투과한 빔이 약 4m 떨어져 있는 시료 위치에

서 CN 수평공의 직선빔 중심으로부터 약 18cm 벗어나도록 설계 제작되었

다. 그림 9.10.20은 하나로 SANS 장치의 V-bender에 대한 개략도이다. 

그림 9.10.20 하나로 SANS 장치의 V-bender 개략도 

V-bender는 길이가 400mm인 두 개의 다중슬릿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ction 2는 section 1에 대해 β/2의 각을 이루고 있다. 각 

section의 슬릿은 glass substrate에 Ni/Ti를 코팅하여 단위 파장당 임계

각 θ c = 3.3 mrad/Å(m=2)인 supermirror로 구성되어있다. SANS 실험을 

위한 냉중성자 파장은 4Å 보다 커야 하므로, V-bender의 각 section은 

두께가 0.7mm인 supermirror 12장을 4.5mm 간격으로 설치하여 b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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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off 파장이 약 3.48Å이 되도록 하 다. 여기서 β는 입사빔에 대한 

투과빔의 이탈각(angular deviation)으로써 ∼46 mrad이 되도록 설계하

다. 또한 각 glass substrate의 반대면에는 중성자 흡수체인 TiZrGd를 코

팅하여 주(main) 투과 피크로부터 ∼±β/2에 나타나는 위성(satellite) 피

크가 제거되도록 하 다. 이렇게 설계된 V-bender의 제작도면을 그림 

9.10.21에 나타내었다.  

V-bender를 투과하는 중성자들의 반사 경로를 해석적으로 관찰하기 위

해 각 section의 슬릿 하나씩만 고려하자. 즉 슬릿 한 쌍에 대한 중성자

의 반사경로를 고려하면 그림 9.10.22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그림 9.10.22의 (a)는 중성자가 대칭반사를 하는 경우로써 이때 중성

자의 입사각은 β/4이어야한다. 이보다 크거나 작은 각으로 입사하는 중성

자는 그림 9.10.22의 (b)와 같이 비대칭반사를 하게된다. 이 경우 중성자

의 반사 가능한 입사각은 mirror의 반사면의 파장에 따른 임계각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파장에 따라 V-bender 투과빔의 투과율이 달라질 

것이다. 그림 9.10.22(c)는 입사빔의 파장이 4Å과 6Å일 때 투과 가능한 

입사빔의 각 분포, 즉 평행한 빔이 V-bender에 입사할 때 V-bender 회전

각에 따른 투과율을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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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21  하나로 V-bender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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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칭반사

그림 9.10.22  V-bender의 중성자 반사각

(b) 비대칭반사

θi θo

θB
β = 46 mrad 

θB =β/2 = 23 mrad

θi =θo = θB/2 =β/4 = 11.5 mrad

θi
θo

θB
(θi + θo ) = θB = 23 mrad

θi =θo ≤ θC = 3.3 mrad/Å

(c) 비대칭반사 가능한 입사빔의 각분포

9.8   11.5  13.2 (mrad) 3.2      11.5     19.8 (mrad)

λ=4Å λ=6Å

θC(4Å)= 13.2 mrad θC(6Å)= 19.8 m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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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23  여러 파장의 중성자빔에 대한 V-bender 투과빔의 

각도 분포 및 강도 

그러나,실제 V-bender에서는 여러개의 슬릿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함으

로써, 또 반사면(supermirror)의 반대면을 중성자 흡수체로 코팅함으로써 

입사빔의 파장에 관계없이 투과빔의 각 분포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 

0.3mm 두께의 거울이 4.05mm 간격으로 배열되어있는 V-bender의 경우, 여

러 파장의 입사빔에 대한 투과빔을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그림 9.10.2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파장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율을 증가

하는 것에 비해 투과 빔의 각 분포는 파장에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V-bender는 빔을 굴곡시키는 특성외에 multislit(soller) 

collimator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 투과 피크의 ±β/2 주변에는  

위성 피크가 존재한다. 이들 위성 피크는 그림 9.10.22(b)에서와 같이 중

성자가 비대칭반사를 하는 경우와 section 하나에 의해서만 반사되는 경

우에 발생되며, mirror 반사면의 반대면에 TiZrGd 합금으로 구성된 중성

자 흡수 물질을 코팅함으로써 거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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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24  입사빔과 V-bender 투과빔의 이론

적인 위치와 강도 

 

그러나, 넓은 분산각을 갖는 입사빔을 사용할 경우에는 -β/2 주변의 

위성 피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그림 9.10.24). 이 위성 

피크는 section 2에 의해서만 반사되는 중성자에 의한 것으로써, 입사빔

의 분산각이 매우 작을 경우에만 제거된다. 또는 bender 후단에 콜리메타

를 설치함으로써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   

V-bender의 제작에 사용된 길이가 400 mm이고 두께가 0.7 mm인 24개의 

supermirror들을 그림 9.10.25에 보인 X-ray reflectometer를 이용하여 

supermirror의 geometry 및 중성자 광학 계수들을 검사하 다. 그림 

9.10.20과 9.10.26에 보인 실험 배치에서처럼 각 반사 mirror의 구조는 

bender section의 임의 고정각에 대해서, x-scan으로 얻은 반사빔의 각도

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즉, 각 +section에서 평균 법선 방향(mean 

normal direction) < n>을 다음과 같이 찾고, 

                      < r > =
1
12 ∑

12

i= 0

1
L
⌠
⌡

L

0
r(y)dy

이로부터, 국소 표면 법선(local surface normal)이 각도 φ만큼 이탈

(deviation)할 확률을 묘사하는 분포함수 f (ϕ)를 얻을 수 있다. 예를들어 

그림 9.10.27은 section에 대한 분포 함수 f (ϕ)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모

든 mirror의 y위치에서 측정된 X-ray 빔의 평균 이탈각(deviation angle)

으로부터 얻어진다. 각 section에서 평균값으로부터 얻어진 표면 법선의 

평균 이탈은 0.5 mrad(0.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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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25 중성자 bender channel의 geometry를 검사하기 위한 

X-ray reflectometer; 1-X-ray source, 2-slit 1, 3-Si 

monochromator, 4-slit 2, 5-sample(e.g. bender), 6-slit 3, 

7-dtector

 

그림 9.10.26  X-ray 빔에 의한 V-bender 검사 개략도; 

k 0와 k 1은 각각 입사빔과 반사빔에 대한 파수 백터, 

n(y)는 y 위치에 대한 표면 법선 벡터로써 scattering 

백터와 평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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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27  V-bender section 1의 각각 다른 channel에 

대해서 다른 y 위치에서 측정한 X-ray 반사빔의 이탈 각도

(angular deviation)를 나타내는 분포 함수 f(φ)

그림 9.10.28은 파장에 따른 V-bender의 투과율을 계산한 것으로써, 

곡선 1과 3은 완전한 한 개의 channel 구조에 대한 계산값이고, 곡선 2와 

4는 위와 같은 V-bender를 구성하는 모든 channel들을 조립한 실제 

V-bender의 구조를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입사 빔의 분산각은 0.5°로 

가정하 으며, 곡선 3과 4는 위성 피크들을 보정한 투과곡선이다. 투과율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그림 9.10.24에서 보인 것처럼 V-bender가 투과 

빔을 부분적으로 collimation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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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28  중성자 파장에 대한 V-bender의 이론적인 

투과율; 곡선 1과 3은 완벽한 geometry를 갖는 channel에 

대한 것이며, 곡선 2와 4는 X-ray reflectometry로 얻은 

실제 곡률을 고려한 channel에 대한 것이다. 곡선 3과 4는 

위성 피크의 효과를 배제하고 계산한 것이다.  

(3) 실험 및 결과

(가) V-bender 투과빔의 이탈각(angular deviation, β) 측정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section 1과 section 2의 사이각이 β/2일 때, 

대칭반사에 의해 생기는 주 피크는 section 1에 β/4의 각으로 입사되는 

중성자들에 의한 것으로 β에서 나타난다. 또한 ∼ β/2에 나타나는 위성 

피크는 중성자의 비대칭 반사, 즉 하나의 section에 의해서만 반사된 중

성자에 의한 것이다. 이들 피크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CN 수평공의 

백색 중성자(white neutron) 빔 및 PG(002) 반사에 의한 단색화 빔을 이

용하여 V-bender 투과빔을 측정하 으며, PG(002)면의 2차 반사와 감마선

의 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20 cm - Bi 단결정 및 10 cm - Be 다결정을 

필터로 사용하 다.    

① 백색 중성자 빔(white neutron beam)에 대한 이탈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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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β/4

β/4

a

(b)

   그림 9.10.29  V-bender에 대한 중성자 경로

입

사빔

b

o180
o

β/2

β/4

β/4

β/4

o

V-bender의 이탈각 β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사 빔의 위치(절대 

기준점 0°)를 찾아야한다. 측정에 대한 개념도를 그림 9.10.29에 나타내

었으며, 측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대 기준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

의의 위치로부터 bender를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투과 빔을 측정한

다. 이때 회전축은 bender의 중심, 즉 section 1과 section 2의 접점과 

일치해야 하며, 그림 9.10.29에 점O로 나타내었다. 주 피크는 입사 빔이 

section 1에 β/4의 각도로 입사할 때 생기며, 이때 투과빔의 위치를 그

림 9.10.29(a)에서 a로 표시하 다. V-bender를 주 피크가 측정되는 위치

로부터 180o회전시키면 그림 9.10.29(b)와 같이되며, a는 그림 

9.10.29(b)에서 b로 표시된다. 바로 이 위치가 V-bender를 투과한 빔이 

입사 빔과 평형을 이루는 위치로써 절대 기준점 0°이다. 점선으로 그려진 

V-bender slit은 180°회전하기 전의 상태이다. 다시 V-bender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b가 입사빔의 위치에 오도록 하면 주 피크가 측정된

다. 이때의 회전각도 즉, b로부터 입사빔까지의 각도가 β(= β/4+ β/2 + β/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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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30  백색 중성자빔에 대한 V-bender 투과빔의 측정 결과; 입사빔의 

분산각 =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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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ender Rotation(deg.)

본 측정에서 사용된 입사빔의 분산각은 0.35°이며, 측정결과는 그림 

9.10.30에 나타내었다. 주 피크는 약 2.60°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는 

V-bender 설계값( β= 46 mrad ≃ 2.63 o)에 비교적 근접한 값으로 약 1%의 오

차를 보이고 있다. 약  1.57°에 나타나는 작은 피크가 ∼ β/2  위치에 나

타나는 위성피크로써, 설계값 1.3°와는 약 12%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9.10.31(a)는 분산각 0.33°의 입사빔에 대한 V-bender 투과빔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여기서 주 피크는 약 2.67°로써 실험값과 약 

3%, 설계값과는 약 1.5%의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며, 위성 피크는 1.57°로

써 실험값과 거의 일치한다. 즉, 주 피크는 실험값, 이론값 및 설계값이 

근사하지만, 위성 피크의 경우 실험값 및 이론값이 설계값( β/2)과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성 피크를 만드는 입사 중성자의 경로를 개략적으

로 구상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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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31  백색 중성자빔에 대한 V-bender 투과빔의 

이론적 계산 결과; (a) 입사빔의 분산각 = 0.33 , (b) 입

사빔의 분산각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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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32에서와 같이 중성자가 section 2에 의해서만 반사된 후 

V-bender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입사되는 중성자의 각도는 각 a1 보다 작

고 각 a2 보다 커야한다. 기하학적으로 계산하 을 때, a1은 β/2이며 a2

는 ∼ 0.013 o+β/4 ( 0.013 o 는 슬릿의 폭과 길이에 관계된 값)이다. 즉, 입

사각 θ는 ( 0.013 o+β/4) < θ < β/2  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그러나, 중성

자가 section 2에서 반사된 후 section 2'에 부딪히지 않고 슬릿을 빠져 

나오려면 θ는 β/4  근처 값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로 위성 피크를 만

드는 가능한 θ는 a2(∼ 0.013 o+β/4 )에 근접한 값이 된다. 그 경우 위성 

피크의 위치인 산란각 2θ는 ∼ 0.026 o+β/2 로써 1.34° 이상이 된다. 그

러나 이 값은 슬릿 한 쌍 만을 고려한 것이며 총 12쌍의 슬릿이 있는 

V-bender의 경우에는 그림 9.10.31(a)와 비슷한 결과를 줄 것이다. 

V-bender 투과빔의 반치폭(FWHM) 또한 실험결과와 이론적 계산결과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입사빔의 분산각과 관련 있다. 입사빔의 

분산각이 0.33°일 때와 0.01°일 때 각각에 대한 이론적 계산결과인 그

림 9.10.31의 (a)와 (b)를  비교해보면 입사빔의 분산각이 0.01°일 때 

주 피크와 위성 피크 모두 반치폭이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ne 

collimated 빔의 경우에 투과빔의 각 분포는 bender의 기하학적 구조가 

아닌 빔 collimation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사빔의 분산각이 작

아지면 투과빔의 반치폭도 감소한다. 

 

a1

a2β/2

Secti

on 2

Section 

2‘

S e c

tion 1

Section 

1'

   그림 9.10.32 위성 피크를 만드는 중성자의 입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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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G(002) 단색화빔에 의한 이탈각 측정 

V-bender 내부에는 12개의 슬릿 window가 있으며, 각 window 폭은 

4.5mm이다. 본 실험에서는 한 개의 슬릿 window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V-bender 입구에 폭이 3 mm인 Cd 슬릿을 부착하 다. 단색화 결정으로 

PG(002)를 사용하 으며, take-off angle은 80°, 90°, 100°로써 각각 

4.31Å, 4.74Å, 5.14Å 파장의 입사빔을 얻도록 하 다. 각각의 입사빔

에 대하여 백색 중성자 빔을 이용하여 측정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β

를 측정하 다. 

β는 입사빔 파장의 증가에 따라 2.56°, 2.59°, 2.6°로 조금씩 증

가하 으며, 설계값인 2.63°과는 최고 2.7%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앞 

절에서 설명한 mirror의 waviness에 의한 최대 오차 1.1% 보다는 약간 크

다.  

그림 9.10.33은 파장에 따른 투과 피크의 반치폭(FWHM)을 비교하기 위

하여 각 피크의 maximum point를 일치시켜 그린 것이다. 4.31Å, 4.74Å

에 대한 피크의 반치폭은 약 0.286°로 거의 같으나, 5.14Å에 대한 피크

의 반치폭은 약 0.294°로 조금 다른 값을 보여준다. 그러나 β 및 반치

폭의 이러한 차이는 측정 오차 범위의 값으로 볼 수 있으며, 입사빔이 넓

은 경우에는 β와 반치폭 모두 파장에 크게 향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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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10.33  입사빔 파장에 따른 V-bender 투과빔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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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V-bender의 슬릿 한 쌍(section 1과 section 2에서 각각 하나

씩)만을 고려한다면, 그림 9.10.22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입사빔의 파장

이 증가할수록 피크의 반치폭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supermirror의 

반사율이 1이고 입사빔의 분산이 거의 없다면, 피크의 모양은 "house" 형

태가 될 것이다(그림 9.10.22(c)). 그러나 실제로 supermirror의 반사율

은 0.8∼1의 값을 가지며, 입사빔 또한 어느 정도의 분산각을 가지므로 

실제 bender를 투과한 피크의 모양은 "Gaussian" 형태가 된다. 또한, 

V-bender에는 4.5 mm의 간격으로 슬릿들이 배열되어있고, supermirror의 

반대면은 중성자 흡수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림 9.10.33과 같이 측정되

는 피크의 반치폭은 파장에 무관하며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Bender 입구에 폭 3mm의 slit을 부착했을 경우, 이론적으로 계산된 반

치폭은 약 0.293°(그림 9.10.36(b))이다. 이론적인 계산값과 비교하여볼 

때 실험값은 약 2.4%의 오차 범위 내에 있다.       

③ Bender에 의한 직선빔의 이탈거리 측정 

V-bender를 CN 빔 중심선상에 설치한 후 회전시켜서 입사빔이 bender 

슬릿과 β/4를 이루도록 맞추었으며, SANS 장치에서 이용될 빔 크기와 동

일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V-bender의 입구에는 직경 30 mm의 빔 홀을 

갖는 Cd 빔 개구를 설치하 다.  투과빔의 수평 분포는 V-bender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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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약 3100 m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 으며, 이때 detector는 빔 

중심선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측정하 다.  또한 CN 수평공의 빔 

중심위치는 V-bender를 치우고 detector를 빔 중심의 좌우(수평)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측정하여 결정하 다. 그림 9.10.34에서 볼 수 있듯이 투과 

피크는 CN 빔 중심선으로부터 약 133 mm 벗어난 곳에, 위성 피크는 77 mm 

위치에 측정되었다.  SANS 장치에서 V-bender 중심으로부터 시료까지의 

거리는 대략 4000 ± 500 mm가 되도록 설치할 예정이며, 이 경우 측정결

과를 바탕으로 계산하여볼 때 시료의 위치는 CN 빔 중심선에서 172 ± 17 

mm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림 9.10.34  CN빔 중심선으로부터 V-bender 투과빔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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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사빔 collimation에 따른 V-bender 투과 효과  

그림 9.10.30는 0.353°의 분산각을 같는 입사빔에 대해서 측정한 

V-bender의 중성자 투과 분포로 V-bender 회전각 1.3°∼1.7°(β/2∼β)

사이에서 위성 피크가 관찰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위성 피크는 

V-bender 후단에 빔 collimater를 설치하면 간단히 제거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V-bender 바로 앞에 3 mm 슬릿을 설치함으로써, 위성 피크가 간단히 

제거됨을 확인하 다. 그림 9.10.35는 입사빔을 PG monochromater를 사용

하여 단색화하고 V-bender 앞에 3 mm 슬릿을 설치한 후, 즉 입사빔의 분

산각이 약 0.035°일때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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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의 주 피크외의 다른 피크는 측정되지 않았다. 동일한 조건에 대한 

이론적 계산결과를 그림 9.10.36에 보 다. 그림 9.10.36의 (a)는 

V-bender 앞에 30 mm 슬릿을 설치한 경우로 그림 9.10.30에서처럼 위성 

피크가 존재하지만, (b)는 3 mm slit을 설치한 경우로 주 피크만이 존재

한다. 따라서 입사빔의 분산각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위성 피크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도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10.35 파장 4.74Å, 분산각 ∼0.035 의 입사빔에 대하여 측정

한  V-bender 투과빔의 각도 분포

- 0 .5 0 .0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 2 0

0

2 0

4 0

6 0

8 0

1 0 0

1 2 0

1 4 0

1 6 0

1 8 0

2 0 0
M o d e l:  G a u s s

x c 2 .5 9 1 2 1 ± 0 .0 0 2 4 3

w 0 .2 8 5 7 2 ± 0 .0 0 5 0 5

  4 .7 4    b e n d e r 
 G a u s s  f i t

C
o

u
n

ts
/3

0
s

e
c

R o ta t io n  a n g le ( d e g . )



- 793 -

그림 9.10.36 파장 4.71Å의 입사빔에 대해 이론적으로 계산한 

V-bender 투과빔의 각도 분포 : (a) V-Bender 앞에 30mm slit 설치, 

(b) 3mm slit 설치

 

 

(다)Bender의 투과율 측정 

① TOF법을 이용한 투과율 측정

TOF법을 이용한 V-bender 투과 중성자 분포의 측정은 하나로 중성자 

물리실에서 자체 설계 제작한 Fermi chopper를 이용하 다. 이 chopper의 

빔 개구는 30 mm(W) x 50 mm(H)이며, 빔 shutter는 직경 54 mm의 원통형 

회전체로써 두께 0.75 mm의 Al과 Cd sheet를 순차적으로 겹쳐놓은 형태이

다. 즉 shutter의 슬릿 폭은 0.75 mm이고 빔의 통과 경로는 54 mm이다. 

Chopper의 trigger 펄스는 shutter위에 설치된 light source와 photo 

diode로부터 얻게 되며, chopper 1회전 당 2개의 trigger 펄스가 발생된

다. 중성자의 검출에는 6Li-Glass Scintillator(75 mmΦ x 3.5 m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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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37 TOF법으로 측정한 CN 빔 스펙트럼과 V- 

bender 투과빔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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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900)를 이용하 고, 본 실험을 위한 chopper의 속도는 3000 rpm으로 하

다. 

그림 9.10.37에 V-bender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CN 빔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TOF법으로 측정한 결과와 chopper 뒤에 V-bender를 설치한 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deep 피크는 감마선과 열중성자를 줄이기 위하여 빔 포트 전단에 설치한 

Bi 단결정(20 cm)에 의한 것이다. Chopper 뒤에 V-bender를 설치한 경우 

chopping된 중성자들이 V-bender를 통과하면서 β각 만큼 꺾이므로 중성

자의 비행거리가 조금 길어진다. 그 결과 그림 9.10.37의 두 곡선사이에

는 channel 차이가 생기는데, Bi에 의한 deep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

으로부터 확인 할 수 있다. 각 파장에 대한 투과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channel 차이를 보정해야하며, 그림 9.10.38에 channel 및 

background를 보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투과율은 그림 9.10.39에 이론

값과 함께 나타내었다. 측정된 투과율은 전체적으로 이론값 보다 약 1.5

배 정도 큰데, 그 원인은 background 측정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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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38 TOF법으로 측정한 CN 빔 스펙트럼과 V- bender 

투과빔 스팩트럼의 channel 및 background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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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39  TOF법으로 측정한 V-bender 투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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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PG(002) 단색화 빔에 의한 투과율 측정 

단색화결정으로 PG(002)를 사용하 으며, n-th order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Be 다결정 10cm를 설치하 다. Be의 cut-off 파장은 3.96Å이며, 

10cm 장착시 PG(002)의 second order 이상의 파장을 갖는 중성자는 거의 

모두 제거된다. 파장에 따른 투과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PG와 detect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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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2θ의 비율로 rocking하며 측정하 다. 그림 9.10.40은 V-bender의 전

단과 후단에서 중성자빔의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이며, 두 경우 PG와 

detector와의 거리가 서로 다르므로 거리에 따른 중성자 감쇠효과의 보정

이 필요하다. 거리 및 background를 보정한 결과를 그림 9.10.41에 같이 

나타내었다. 3.5Å과 4Å 사이에 나타나는 작은 피크는 Be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투과율은 그림 9.10.42에 이론적 계산결과와 함께 나타내었다. 

이론적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약 10%의 차이가 있다. 

그림 9.10.40  PG 단색화빔을 이용하여 V-bender 전단과 후단

에서 측정한 중성자빔의 파장 분포 : Be 10 cm 설치  

2.5 3.0 3.5 4.0 4.5 5.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Be 10cm 

 V-bender 
 V-bender   

C
ou

nt
s/

30
se

c

Wavelength( )

또한, 그림 9.10.43은 Be(10cm) 다결정과 Bi 단결정(20cm)을 설치하고 

측정한 결과이다. 측정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으며, 같은 방법으로 

보정하여 그림 9.10.44에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3.5Å과 4Å 사이에 나

타나는 작은 피크는 Be의 특성에 의한 것이며, 통계적 오차에 의하여 이 

부분의 투과율은 오차가 심하다. 그러나 그림 9.10.45에 보인 것처럼 4Å 

이상의 파장 역에서의 투과율은 Be(10cm)만 장착된 경우 보다 좀더 이

론값에 근접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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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41  PG 단색화빔을 이용하여 V-bender 전단과 후

단에서 측정한 중성자빔 파장 분포의 거리 및 background 보

정 : Be 10cm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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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42 PG 단색화비을 이용하여 측정한 V-bender 투과율 : 빔 

포트에 10cm-Be 장전시 실험값과 이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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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43 PG 단색화빔을 이용하여 V-bender 전단과 후단에서 측

정한 중성자빔의 파장 분포 : Be 10cm와 Bi 20cm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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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44  PG 단색화빔을 이용하여 V-bender 전단과 후

단에서 측정한 중성자빔 파장 분포의 거리 및 background 

보정 : Be 10cm와 Bi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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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45 PG 단색화빔으로 측정한 V-bender 투과율 : 빔 

포트에 10cm-Be과 20cm-Bi 장 전시 실험값과 이론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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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V-bender의 cut-off 파장 측정 

Bender 슬릿을 구성하고 있는 supermirror의 임계각 및 bender의 기하

학적 구조에 의해서 bender를 투과할 수 있는 중성자의 범위, 즉 cut-off 

파장이 정해진다. V-bender에 대한 cut-off 파장을 알기 위하여, PG 단색

화빔을 이용하여 CN 빔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측정하 으며, Be 및 Bi 결

정에 의해 생기는 피크를 배제하기 위하여 CN 빔 포트에 Be과 Bi를 설치

하지 않고 측정하 다. 투과율의 측정에서와 같이 PG와 detector를 θ:2

θ의 비율로 rocking하여 그림 9.10.46의 결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V-bender의 cut-off 파장은 대략 3Å으로써, 그림 9.10.28에서 보

인 약 3.3Å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V-bender에 입사하는 입

사빔의 분산각에 의한 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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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0.46 PG 단색화빔을 이용하여 V-bender 후단에서 측

정한 중성자빔 파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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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1절 중성자빔 실험장치 운 /이용 기술개발, 외부이용자 지원 

기반 구축

- HRPD, FCD, NRF 안정적 운

- 국내 산학연에 개방(‘99년 말 기준 이용실적)

  .HRPD:산23건/학140건/연180건

  .FCD  : 산6건/학6건/연4건

  .NRF  : 산10건/학12건/연18건

- 국내 산학연 대상 웍샵 개최 3회

단계 기간에 장치 성능시험과 

운 체제를 수립하고, 외부 이

용자에게 점진적으로 개방하

다. 초기 이용 실적은 기대 이

상이며, 이러한 추세가 다음 단

계에 지속되면 국내 연구자들

에게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하나로 중성자 빔을 이용한 재료 물성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 본 과제

에 의해 개발하는 실험 설비들은 3-5년의 장치 개발 과정과 동시에 이용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개발 직후부터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설치된 장치들에 대한 중성자 빔 특성, 장치 동작 특성, 종합적 성

능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반 이후부터는 이용 연구와 성능 시험을 병

행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택하 다. 

이전 단계(1992-1996)에서 제작 설치한 중성자 투과 비파괴검사 장치

(NRF)는 1차년도에 중성자 속 및 선질 평가, ASTM 표준시료를 이용한 성

능 평가 등을 완료하여 산업 부품 비파괴 검사에의 이용을 시작하 다. 

또한 필름에 의한 직접법 및 전환막에 의한 간접법 등에 대한 촬  및 인

화 기술을 안정화하여 상시 적용하 으며, 중성자 TV에 의한 실시간 화상

처리를 위한 시작품과 기본기술 개발을 수행하 다.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 장치(HRPD)는 1997년도에 주요부 설치와 단

색화 결정 정렬 및 파장 교정, 검출기 효율 보정, 동작 특성 평가, 분해

능 특성 평가 등 기본적인 성능평가를 마치고, 1998년도에는 성능평가와 

더불어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에 개방하여 재료구조 해석 실험에 이용하기 

시작하 다. 장치 본체와 더불어 저온, 고온 및 자장 시료환경장치를 구

비하여 이용자들의 연구 역을 확대하도록 하 다. 또한, 고분해능 특성

을 산업 재료의 잔류응력 측정에 이용하기 위하여 1차원 위치 민감형 검

출기(1D-PSD)를 이용한 보조 도구를 개발하고, 북미/유럽 Round Robin 시

료에 대한 측정을 성공적으로 끝내 중성자 회절에 의한 잔류응력 측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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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조성하 다.

4축 단결정 장치(FCD)는 19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기계 구동장치 및 

계측 시스템의 설치, 단색화 결정 특성 평가 및 현장 설치를 시작하 다. 

1999년도에는 구동 및 계측 S/W를 개발하여 장치의 종합 특성 평가를 수

행하는 한편, 후반기부터는 성능 평가를 겸하여 일부 단결정 시료에 대한 

구조 분석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장치를 공학적 이용을 위한 집합조

직 측정에 이용하기 위한 측정 S/W 및 절차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장치 

운  프로그램(ICP ; SXD, TEX)을 개선하고 있으며, 철강재료의 집합조직 

측정에 그 이용을 시작하 다.

이와 같이 개발이 완료된 장치들을 재료 특성 연구에 투입하는 한편,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의 중성자 빔 이용 연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7년

도부터는 매년 웍샵을 개최하여 실험 설비의 개발과 이용 현황을 소개하

고 각 연구자들이 중성자 분광장치에 친숙해지고, 연구자간 중성자 분광 

정보와 기술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 제1회 중성자산란 웍샵 (‘97. 6. 12-13) : 약 140명 참가

- 제2회 중성자산란 웍샵 (‘98. 6. 11-12) : 약 120명 참가

- 제3회 중성자산란 웍샵 (‘00. 2. 16-19) : 약 120명 참가

특히 제3회 웍샵에는 미국 Garcia Center(SUNY)를 중심으로 북미와 일

본에서 20여명 이상이 참가하여 최신 동향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특별

히 1일을 할애하여 대학원생들을 주 대상으로 소각산란과 반사율 측정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 다.

이용이 시작된 HRPD, FCD, NRF에 대한 이용 실적(‘99년말 기준) 및 대

표적인 이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고분해능 분말회절장치(HRPD) : 산 23건, 학 140건, 연 180건

가. 원자력(연)의 핵연료그룹 및 원자로 재료 그룹의 재료들에 대한 자체적인 구

조 해석연구 

(1) U-Mo, U-Zr, U-Mo-X 등 연구로용 핵연료 재료 구조 해석

(2) Ni-Cr계열 합금 구조 분석

(3) 자성시료 구조해석 : BaLaMRuO6 (M=Zn,Ni,Co,Fe,Mg), 

        Nd3Ba5Co4O15

(4) 국제결정학회(IUCr) 정량분석 Round Robin 시료 측정 및 분석

나. 외부 이용자의 중성자 회절 실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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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타이어 알미늄 휠 재료 결정구조분석 : 한국타이어 

(2) 열연/냉연 강판재 구조연구 : 포항제철

(3) Fuel Pump Shift 재료 구조 분석 : 신한정

(4) 12%-Cr강 및 2.25%-Cr강의 재료구조 분석 : 한국중공업

(5) PDP 계열 형광체 구조분석 : LG 화학

(6) 유전체 구조해석: SMW, SMW:PMW, La(Mg,Ta)O3,

                     Ba(La,Y)2O3-nTiO4 등

(7) 페라이트 재료 구조해석 : YIG-xBi2O3 등

(8) 탄화,질화물 구조분석 : Ti-C-N 등

(9) 이차전지재료 구조해석 : Li(Ni,Co)O2, LiMn2O4 등

     (대학/삼성종합기술원/LG화학)

(10) 초거대 자기저항(CMR) 재료 등의 자성구조 상전이 해석 :

FeRu, (La,Ca)(Mn,Fe)O3, CsLa(Mn,Nb)O6, La2MnNiO6, 

Nd2Sr2MnNiO8, (Y,Sr)MnO3, (La,Pr,Ca)MnO3 등

2. 4축 단결정 회절장치(FCD) : 산 6건, 학 6건, 연 4건

가. KCl, KDP 단결정 구조해석

나. Chrysoberyl, ZrO2 단결정 구조해석

다. Zircaloy-4 및 Zircaloy 합금 집합조직 측정

라. 열연/압연 강판 시료 집합조직 측정(포항제철)

마. 윤활 및 무윤활 알루미늄 압연판재 집합조직 측정

바. CuZnAl 형상기억합금 집합조직 측정

3. 중성자투과 비파괴 검사장치(NRF) : 산 10건, 학  12건, 연  18건

가. 방위산업 부품(현무용화공품, 발칸포탄) 검사

나. 자동차 air-bag용 ignition unit 검사

다. 재료의 노내조사 시험용 캡슐 내부 검사

라. Depleted Uranium 펠렛 및 용기 검사

마. 자동차 알루미늄 휠 결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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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매년 주기적으로 서울대/한양대/제주대/조선대/과기원 학생실험

제2절 HRPD/FCD 설치 완료, SANS 설치

제 3장의 연구개발 수행 내용에 자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단계 목표 

및 연도별 연구 목표에 충실하게 달성하 다. 

- HRPD 설치 및 성능 시험 완료

 . 기계/전자 구동/제어 시험

 . 표준시료 이용 회절 성능 시험

- FCD 설치 및 성능 시험 완료

 .구동/제어 장치 개발 및 시험

 .표준 시료 이용 종합시험

- SANS 주요부품 제작/설치

 . 빔 단색화 장치 등 주요 부품 제작시험

 . 2차원 위치민감형 검출기(2D-PSD) 시스

템 제작 및 시험

 . CN 수평공 특성 평가

-1997년말 설치, 

-1998년 전반기 성능시험과 이용착수

-1998년말 설치, 

-1999년 전반기 성능시험, 

-1999년 후반기 이용착수

-‘98-’99 기간중 주요 부품 제작과 시험,

-1999년 후반부터 성능 시험, 이용

  

전단계부터 개발한 HRPD와 FCD는 본 단계에서 설치와 성능 시험을 완

료하고 재료 구조 해석 연구에의 이용을 시작하 으며, 본 단계에서 SANS 

개발에 치중하여 중성자 빔 단색화 장치, 콜리메터, 2D-PSD 및 계측 시스

템 등 주요 부품의 개발 및 설치, 시험을 수행하 다. 장치별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HRPD) 제작 및 설치

가. 기계적 성능 시험/전자제어 구동시험

나. 중성자 단색장치(Ge(331), Ge(335) 및 Cu(220)) 정렬

다. SRM-Si(미국 NIST 제조), Ni, Al2O3 및 YIG 분말을 이용한 중성자 파장 교정, 

분해능 특성 측정, 회절상 형태 등 종합 시험을 수행

분해능은 최소 반치폭 : 0.3
o
, 신호대 배경신호 비율(signal/background 

ratio)은  Ni에서 약 60, 중성자 속은 30MW에서 2x10
6
 등으로 세계적 수

준의 장비임을 확인하 다.

2. 4축 단결정 회절장치(FCD)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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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ulerian Cradle 등 시료대, 검출기 장치

나. 계측제어장치 제작/설치

다. 4축 모터 제어기 및 구동 S/W 등 구동제어 시스템 개발

라. Ge(331) 단색화결정설치 및 정렬 

마. Au wire 및 image plate를 이용한 시료위치에서의 중성자속 및 분포 측정

바. Ni 표준 분말시료를 이용한 중성자 파장 교정 

사. 단결정 표준시료 KCl 및 KDP를 이용한 시료 방위 설정 정 도, 대표적인 반사

면에 대한 회절피크 측정 및 방위설정 matrix 계산, 측정된 피크의 반치폭에 

의한 장치 분해능 특성 평가 등에 의한 종합시험

3. 중성자 소각산란 분광장치(SANS) 주요부 제작/설치

가. SANS 설계(중성자 단색화법/광학적 최적조건/중성자속 평가) 

나. CN Inpile Collimator 제작 설치 / CN 빔 Shutter 제작 설치   

다. SANS First Flight Path 제작

라. 단색화장치(Velocity Selector/Be Filter/냉각장치) 제작 

마. CN 수평공 중성자 빔 특성 측정

(1) 이중 PG(002) 결정법 및 TOF법을 이용한 중성자 파장 분포 측정

(2) CNS 수직공내 중성자 특성 핵계산 

바. 중성자 V-bender 제작, 입사/반사 빔간 각도 벌어짐 특성 및 투과도 측정

사. SANS용 2D-PSD 및 진공챔버 제작

(1) 2D-PSD 장치(검출기 본체 및 계측 시스템) 제작 : 미국 Ordela

(2) 2D-PSD 설치용 진공챔버 설계 및 제작

아. SANS 시료대 및 기본 진공 챔버 제작

(1) Be/Bi 필터 투과 중성자의 중성자파장 분포 및 투과도 측정

제3절 분광장치 주요 부품 및 시료환경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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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PD, FCD, SANS 등의 중성자 분광장치를 개발하면서 장치 운  및 향

후 장치 개발에서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가능한 주요 부품들에 대한 

자체 개발을 시도하 으며, 연구 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건에

서 실험이 가능한 시료환경장치 개발을 수행하 다. 시행 착오가 있었으

나 목표 달성도와 활용도는 예상보다 높다.

- Ge 단색화 결정 개발

- 1차원 위치민감형 검출기(1-D PSD) 개발

  200x100mm
2 
(60%) / 120x80mm

2 
(50%)

- HRPD용 시료캔 개발

  .Ti-Zr null matrix, Vanadium

  .40-60 mmH / 8-12 mm dia.

- HRPD용 저온(최저 10K), 고온(최고 1,300K) 

및 자장/저온(최저 10K, 최대 1T) 시료환경

장치 개발

- SANS용 고분자용 시료환경장치 개발

-FCD에 설치

-위탁과제와 함께 성공적인 기술 개발

-V, TiZr, Al 용기등 필요수량과 크기별 

자체 개발

-각 시료환경장치 자체 개발과 운용 기

술 확보

1. 분광장치 주요 부품 개발

가. Ge 단색화 결정 개발 및 FCD에의 적용

나. 카드뮴 도금 강판 Soller 콜리메터 개발

다. 공기 부상식 구동용 Air Pad 개발

라. HRPD용 Ti-Zr null matrix 및 vanadium 시료캔 개발

마. 단색화 결정 등 부품 시험을 위한 직선 이송 시스템 및 구동 시스템 개발

바.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제작 및 이용 기술 개발 

사. Radial Oscillating Collimator 제작

아. PSD 차폐장치 제작 및 계측시스템 구축

2. 시료환경장치 개발

가. HRPD 이용 실험에서 온도 및 자장 등 시료 환경 조건에 따른 재료의 구조 상

전이 및 자성구조 연구를 위해 10-300K 범위의 CCR 저온 장치, 온도범위가 

10K-300K/0-1Tesla인 자장/저온 장치 및  상온-1300K 온도범위의 고온 진공

로를 개발하여 회절시험에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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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절 실험용 시료의 열처리 및 수소화물, 질소화물 등의 상전이 연구에 요구

되는 열처리용 최고온도 1500K의 고온 진공로를 제작하 다.

다. SANS 실험용 시료홀더 및 고분자 시료환경장치 개발

제4절 중성자분광기술 개발

중성자 분광기술 개발은 하나로에 가동되는 분광장치가 늘어가면서 더

욱 강화되고 비중이 커지는 분야가 될 것이다. 당초 계획보다 높은 달성

도를 보 는데 이는 자체 연구 개발 노력과 함께 외부 이용자들의 공동 

이용에 따라 상호 정보 및 기술 교류,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한 경험 축

적의 확대가 상승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 분말 및 공업재료의 Rietveld 구조해석법 연구 

- FCD 이용 단결정 구조해석 절차 개발

- HRPD 이용 잔류응력 측정 기본기술 개발

- FCD 이용한 집합조직 측정 및 해석기술 개발

- SANS 장치 교정 및 데이터 해석 기술 습득

- TOF 측정기술 개발

-결정구조, 정량 상분석, 상전이 연구

-선진 연구소와 교차 비교로 검증

-포철, 다수의 대학 및 내부 이용 급증

-절차 개발, 해석코드 수립 및 정비

-CN 수평공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단색화 결정 반사율 측정

1. 중성자 분말 회절상 Reitveld 구조해석법 연구 

가. Al2O3, Ni, Si 혼합 시료 및 국제결정학회(IUCr) Round Robin 시료를 이용한 

중성자 분말회절상에 대한 혼합상 정량 분석 기술개발

나. 온도에 따른 구조 상전이 분석 기술개발

다. 거대 자기저항 시료 및 Ferrite 등 자성재료의 자성구조 해석 기술개발

라. 공업재료의 Rietveld 해석 응용법 연구

2. FCD 이용 단결정 구조해석 절차 개발과 역격자 공간 주사 모드 측정 기술 개발

3. HRPD를 이용한 잔류응력 측정 기본 기술 개발

잔류응력 측정용 입사 및 산란 정  collimator와 시료대를 개발하

고, 북미/유럽 Round Robin 시료(알미늄 Ring & Plug와 SiC 복합분말시

료)를 이용한 성능 평가 측정 자료를 분석하여 AECL(카나다) 및 JAERI(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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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본 장치의 성능이 우수함과 측정 기술을 검

증하 다. 앞으로 개발한 1-D PSD를 이용, 측정 속도와 정 도를 대폭 향

상하고자 한다.

4. FCD를 이용한 집합조직 측정 기술 개발 [그림 6]

가. 서울 연구로 2호에서 이미 집합조직을 측정 및 분석한 바 있는 Zircaloy-4 

Sheet 시료에 대한 본 장치에서의 집합조직 측정 및 분석

나. 하나로의 고출력으로 인해 분해능 개선과 아울러 서울 연구로 2호에서 시간 

제약으로(저출력) 1/4-상한 구역만을 장시간을 소요하여 측정할 수 있었던데 

반하여 1/4-4/4상한 전구역을 단시간에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집합조직 측정 S/W 개발과 POPLA 및 BEARTEX를 이용한 해석기술 개발

라. 표준 시료를 이용한 X-선법과의 비교(위탁연구:안동대)

5. SANS 장치 교정 및 데이터 해석 기술 습득

가. 검출기 효율 보정, q-range 교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표준시료에 관한 정보 

및  기술 습득

나. 데이터 해석을 위한 절차 및 S/W 등에 대한 자료 습득

다. 600mm 1D-PSD 장치에 의한 SANS 측정 기술개발

라. 소각산란에 의한 방사선 조사 손상, 중합체 및 거대분자 측정/해석 기술개발

6.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법(Time-of-Flight ; TOF) 기술 개발

가. Chopper, 정  속도 제어기 제작 및 시험

나. MCA/MCS를 이용한 계측 시스템 구축

다. 장치 개발과 부품 특성 평가에 활용

(1) CN 수평공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측정

(2) Be/Bi 중성자 필터 투과 특성 측정

(3) 단색화 결정의 중성자 파장에 따른 반사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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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주 연구개발 결과는 HRPD, FCD, NRF, SANS 등 중성자 분광장치와 이들

을 활용하기 위한 분광기술이다. 이들 중성자 분광장치들은 국내 유일의 

중성자원인 하나로에 설치되어 국내 물리, 화학, 금속, 세라믹스, 고분

자, 광물, 기계 등 광범위한 분야 기초과학과 기반기술, 공학적 응용 연

구에 이용될 수 있으며 원자력 관련 이용에서도 기반기술로서 중성자 산

란에 의한 재료 물성 평가 및 설계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들 장치는 

포항 방사광 가속기 시설과 함께 국가 주요 연구 기반을 이루며 앞으로 

이용 기술 발전, 국내 이용자 증가와 경험 축적 등 기반 확대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중성자 분광기술의 고도화, 새로운 기술 습득을 통해 

기 개발한 분광장치들의 활용한 연구개발에 주력하며 SANS 및 PNS, REF 

등 계획된 분광장치들의 개발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중성자 분광장치와 실험 설비 설계, 제작과 설치, 특성 평가 기술 

확보에 따라 향후 타 분광장치 개발에 보다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접근

할 수 있다.

2. 분광장치 주요 부품 개발과 국산화를 통해 자체 기술력 확보와 국

제적인 연구소들과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1-D PSD

와 같은 일부 기술의 경우 앞으로 실용 모델 제작을 통한 세심한 평가와 

장기 내구성을 입증한다면 상업화도 가능할 것이다. 

3.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 회절장치 및 중성자 4축 단결정 회절장치를 

이용하여 원자로 재료 및 신소재의 정적/동적 미시구조 연구를 통한 데이

타를 생산하는 한편, 집합조직/잔류응력 측정 및 해석으로 재료 물성 평

가와 개선, 설계자료 생산에 활용한다.

4.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개발에 따라 금속조직 및 방사선 조사손상 연

구, 자성체 및 나노 입자 등 금속과 세라믹스, 중합체의 구조 및 거동 연

구, 생체거대분자 구명 연구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5.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장치를 이용하여 원자력, 항공/우주/방위산

업, 기타 일반 산업체의 복합구조재 등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특수 

부품에 대한 중성자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 산업적 파급효과, 안전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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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미시래디오그라피 기술을 탄소강 등 금

속재질 개선에 활용한다. 

6. 중성자 빔 이용 연구 활성화 및 고도화에 따라 산‧학‧연 이용자 요

구의 부응하는 중성자 이용 프로그램 및 이용기술 개발에 활용하여 기초 

및 응용과학의 기반 구축을 공고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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