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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반사율 데이터 해석 가이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는 중성자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박막 시료의 

임계각 부근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중성자선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박막의 표면 

및 계면 구조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총 30기 이상

의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가 개발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고분자 및 생체재료의 

구조적 특성연구 및 자성 박막, 중성자 거울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의 표면 구조 

연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반사율 측정장치를 이용한 박막의 구조해석을 위해서는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 및 fitting 과정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반사율 

측정 과정의 특성상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BKG의 측정 

및 보정이 필요하고 시료 표면의 가장자리에 입사하는 빔의 반사로 인한 반사율 

상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footprint 보정 및 시료환경장치 등의 이용에 따른 빔 

감쇄의 보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보정을 완료한 반사율 데이터로부터 박막의 구

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련의 데이터 fitting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

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확한 박막 시료의 구조를 측정, 해석하는 것

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초기 장치 이용자들도 이용 가능한 해석 절차의 수립이 

필요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중성자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전처리 및 해석용 프로그램인 NIST의 

REFLRED 및 REFLFIT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절차를 수립하 다. REFLRED를 

이용한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BKG, footprint 및 빔 감쇄 등의 보정 방법을 

습득하 다. 또한 REFLFIT를 이용한 반사율 데이터의 fitting 방법을 습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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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박막의 두께, 표면 및 경계면 거칠기, 박막의 수직방향에 대한 SLD 분포 

등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REFLRED 및 REFLFIT를 이용

하여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로 측정한 d-PS의 박막의 초기 반사율 데이터를 

fitting하여 박막구조를 해석함으로써 앞서 확립한 해석 절차의 실제 이용 가능성

을 확인하 다.

IV. 연구개발결과 

    NIST의 REFLRED 및 REFLFIT 프로그램을 이용한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

터의 전처리 과정과 데이터 fitting 절차를 수립하 다.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로 측정한 d-PS 기준 박막의 반사율 초기 측정 데이터에 대하여 박막의 

두께, 표면 거칠기 및 산란길이 도 분포 등의 시료 정보를 구함으로써 

REFLRED 및 REFLFIT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 확립한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해석절차는 “하나로” 중성자 반사

율 측정장치 이용자들이 반사율 데이터 전처리 및 fitting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장치 이용 기반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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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Guide on reflectivity data analysi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Neutron reflectometer is a special instrument which can be used to 

evaluate the structure of thin film by the measurement of reflected neutron 

beam from film surface near critical angle. At present, neutron reflectometers 

over than 30ea in the world are under operating. Those are used to study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various thin films such as polymer, bio-materials, 

magnetic thin film and super mirror.  

    In order to get the structural infomation of thin film with neutron 

reflectomet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cedure of data reduction and 

fitting for reflectivity data. In order to do the procedure of data reduction 

effectively, it is essential to do various correction such as BKG, footprint and 

beam attenuation due to the utilization of sample emvironment facility. Also, 

after the reduction of reflectivity dat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ocedure to do data fitting effectively.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procedure of data reduction and fitting using REFLRED and 

REFLFIT in NIST was established. The correction method of BKG, footprint 

and beam attenuation to reflectivity data using REFLRED was acquired. Also, 

fitting method of reflectivity data with REFLFIT was taken. Therefore, it 

was verified that the detail information of thin film such as thickness, surface 

and interface roughness and SLD distribution in depth can be attained. The 

reflectivity profile of d-PS thin film was measured by HANARO neutron 

reflectometer. The profile was fitted and analysed with REFLR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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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FIT. Therefore, it was verified that the data reduction and fitting 

procedures is reasonable. 

IV. Result of Project

    The procedure of data reduction and fitting using REFLRED and 

REFLFIT in NIST was established. With reference to the above, reflectivity 

profile of d-PS thin film measured by HANARO neutron reflectometer was 

fitted and analysed. In this process, the detail information of thin film such as 

thickness, surface and interface roughness and SLD distribution in depth was 

attained. Therefore, it was verified that REFLRED and REFLFIT can be used 

to analyse reflectivity data measured by HANARO neutron reflectometer.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procedure for the analysis of reflectivity data was established in this 

study. It will help the user of HANARO neutron reflectometer to do data 

reduction and fitting effectively. Also, it will be contributed to the expand of 

instrument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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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최근 다양한 분야의 박막 시료에 대하여 표면 및 경계면의 비파괴적인 탐색

자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

진 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능을 갖는 장치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현

재 전세계적으로 총 30기 이상의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가 개발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고분자, 생체재료, 자성 박막, 중성자 거울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의 표면 

및 계면 구조 연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1∼5].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열출력 

30MW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수직시료 반사면과 λ=2.459Å인 단색 파장의 

열중성자를 이용하는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개발 설치중에 있다. 

    박막의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해석을 통하여 박막의 두께, 표면 및 경계면 

거칠기, 박막의 수직방향에 대한 산란길이 도 분포 등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REFLRED,  REFLFIT 는 footprint, BKG, 시료환경장치 등의 이용에 의한 

beam attenuation 보정 및 슬릿 스캔 등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프로그램 실행 

창에서 직접적으로 가능하고 다양한 데이터 fitting 과정의 감시 기능이 있어 장

치 사용 및 반사율 데이터 해석 경험이 부족한 초기 이용자들도 효과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반사율 데이터 해석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REFLRED 및 

REFLFIT를 이용한 일련의 데이터 해석과정을 기술함으로써 하나로 중성자 반

사율 측정장치의 초기 외부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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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프로그램 준비 및 사용법 

제 1 절. 프로그램 준비 

1. 프로그램 구성

    REFLRED 및 REFLFIT 반사율 해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미국 NIST의 

NCNR(NIST Center for Neutron Research)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설치할 수 

있다.   

http://www.ncnr.nist.gov/programs/reflect/data_reduction/software/INSTALL.ht

ml

위와 같은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타난다. 

                 

그림 1. NIST 반사율 데이터 해석 프로그램  

여기서 내려 받아야 할 프로그램은 REFLRED, REFLPOL, REFLFIT 및 Octave

로 총 4개이다. 우선 REFLRED는 초기 반사율 측정데이터를 해석이 가능한 데

이터 파일로 변환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프로그램으로  BKG, footprint  등의 

보정과  슬릿 스캔 데이터의 활용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REFLFIT은  전처리 

과정을 거친 반사율 데이터를  실제 fitting하기 위한 해석 프로그램이다. 또한  

REFLPOL은 편극  중성자를 이용한 자성박막의 반사율 측정 데이터를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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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Octave는   REFLRED 이용시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를 불러

들이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으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 버전은 

2.1.50 이다. 

2. 프로그램 설치 

    앞서의  REFLRED와 REFLFIT 및 REFLPOL은 내려 받음과 동시에 바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설치 과정이 필요 없으나  Octave는 설치 과

정을 거쳐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이들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프로그램 파일 

디렉토리에 내려받고 설치하여야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Octave의 설치 과정은 다음과 같다. 

    NIST,  NCNR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홈페이지의 Octave‐forge를 click하면 

아래 창이 생성된다.             

그림 2. Octave 프로그램 설치과정(1)

여기서  가장 최근 버전인  octave‐2.1.50을 내려 받기 위하여  “show only this 
release”를 click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그림 3. Octave 프로그램 설치과정(2) 그림 3. Octave 프로그램 설치과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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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ctave 프로그램 설치과정(2) 

Octave‐2.1.50a‐inst.exe를 click 하면 아래와 같이 내려 받기 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되고 어떠한 지역에 있는 것도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그림 4. Octave 프로그램 설치과정(3) 
 

앞서의 Octave 프로그램을 내려 받기하면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생성되며 이 아

이콘을 click 함으로써 일련의 과정을 거쳐 Octave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 5. Octave 프로그램 설치과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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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완료 후 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listen(1515)”를 입력하면 REFLRED 프

로그램 실행시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 있다.  

    그림 6. Octave 프로그램 설치과정(5) 

제 2 절.  프로그램 사용법  

1. REFLRED 사용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REFLRED 는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형식을 변

환,  REFLFIT 프로그램에서 읽어 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전처리 프로그램

이다.   

가.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형식 변환  

    REFLRED  실행시 입력 값으로  텍스트 파일 형식만 읽혀질 수 있으므로 

초기 반사율 측정데이터의 형식이 앞서와  다를 경우 오리진이나 엑셀을 이용하

여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오리진을 이용하여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오리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새로운 프로젝

트 파일을 생성하고 import를 실행하여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를 불러들인다.  

불러들인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Q 값이 데이터 상자의 제 1열에,  각각의 

Q 값에 해당하는 측정값을 제 2열에 위치하도록 한다.  이러한 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를 엑셀을 이용하여 불러들이고 해당 항목

을 오리진 프로그램의 데이터 상자의 해당열에 복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불러들인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를  Export ASCII를 실행하여 텍스트 파

일 형식으로 저장 한다.  즉,  저장시 확장자를  *.txt로 하면 된다.  이때 모든 

디렉토리 명과 파일명은 문으로 저장하여야 하고 파일명은 띄워 쓰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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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 형식변환(1)

그림 8.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 형식변환(2)

나. REFLRED 사용 절차 

    REFLRED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실행 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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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REFLRED 프로그램 실행창

이러한 프로그램  좌측 상단의 Data 항목을 click 하고 필요한 데이터가 위치한 

디렉토리를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그림 10. REFLRED 프로그램의 데이터 입력창

여기서 All을 설정하고 Ok를 click하면 파일 확장자 별로 분류되어 지정한 디렉

토리 안의 모든 파일이 화면 좌측에 나타나게 된다. 화면 좌측의 *.txt 분류 확장

자를 선택하면 해당 파일이 나타나며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Accept 키를 눌

러 지정하면 화면상에서 데이터의 프로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REFLRED를 정

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 BKG 측정 데이터, 슬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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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반사율 측정 과정 동안 시료 전면의 두개의 슬릿 

구동 양식에 따라 footprint 보정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11. REFLRED 프로그램의 데이터 프로파일 창  

그 다음 좌측 상단의 Reduce 항목을 click 하면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를 변환

할 수 있는 새로운 Reduce 창이 생성된다.  이러한 Reduce 창에서 앞서 지정한 

데이터가 해당 칸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Reduce 창의 생성 초기에는 BKG 

측정 데이터도  Specular 상자에 위치한다. Background 측정 데이터를 선택하고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눌러 convert를 실행하면 Background 상자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 12. REFLRED 프로그램 Reduce 창에서의 데이터 전환
이와 같이 초기 반사율 측정 및 BKG 측정 데이터를 Reduce 창의 해당 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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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위치하도록 하고 각각을 선택하면 화면상에 BKG를 보정한 반사율 

측정값이 나타난다. REFLRED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

에서 BKG 측정 데이터, beam attenuator 및 footprint를 보정하는 이외에도 직접 

규격화된 반사율 값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REFLRED 프로그램에서 

규격화된 반사율 측정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educed    data =  ←−−−−−−−−−−−−−−−−−−−−−−−−−−−−−−−−→(Specular −  Background )
Transmission      coefficien t           Slit   scan

따라서 이러한 계산을 위해서는 앞서 수행한 여러 보정 작업 이외에도 슬릿 스

캔 측정 데이터가 필요하다. 슬릿 스캔은 검출기를 zero 각도에 고정하고 슬릿 

폭을 가변하면서 검출기에 입사하는 중성자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슬릿 

폭의 변화는 전체 Q 역에 대한 반사율 측정 과정과 같아야 한다. 실제로 이러

한 슬릿 스캔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초기 반사율 측정과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므

로 해당 측정장치 및 측정 조건을 고려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

한 슬릿 스캔 데이터를 Reduce 창의 슬릿 스캔 상자에 배분하면 BKG를 보정한 

데이터가 슬릿 스캔 데이터로 나누어지면서 각 Q 에서의 규격화된 반사율 값이  

화면상에 나타난다.  이때 화면 좌우 축의 척도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화면 좌측은 초기 반사율 측정값을, 우측은 규격화한 반사율 값으로  최대 값은 

1이다. 이 상태에서 Save 버튼을 click 하면 초기 이용 데이터가 있는 디렉토리 

안에 여러 형식의 확장자를 갖는 파일이 저장된다.  우선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

터에서 BKG를 보정하지 않고 산술 오차 값만을 추가한 데이터는 spec 형식의 

확장자로,  BKG를 보정한 측정 데이터는 sub 형식의  확장자로,  최종적으로 규

격화한 반사율 값들은 div  형식의  확장자로 저장된다.  한편 이러한 BKG 보정 

없이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를 REFLF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러들이고자 

할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데이터 저장 형태를 spec 타입으로 변환 하여

야 한다. 또한 앞서의 작업시에 화면상에서 각 측정 점들에 대한 에러 표시로 데

이터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눌러 에러  표시 항

목을 click 하면 화면상에서 소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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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EFLRED를 이용한 반사 측정값의 규격화

2. REFLFIT 사용법 

    REFLFIT  프로그램은 REFLRED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규격화 반사율 데

이터를 fitting하여 측정 박막의 두께, 표면 및 경계면의 거칠기,  산란길이 도, 

중성자 흡수계수등과 같은 박막 구조 특성 변수들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 프로그램 구성 

(1) 파일 메뉴 

(가) New 

    앞서의 REFLRED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규격화 반사율 데이터 파일 즉,  확

장자가 *.div 형식인 새로운 해석 데이터를 불러들이기 위하여 이용된다.  

그림 14. REFLFIT 프로그램의 파일 메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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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pen 

    REFLRE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 fitting된  데이터 파일 즉,  확장자가  

*.fit 인  파일을 읽어 측정 반사율을 재 fitting하거나 편집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그림 15. REFLFIT 프로그램의 파일 메뉴(2)

(다) Save/Save as

    Fitting된 파일이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와 같은 폴더에 저장되며 다른 폴

더나 새로운 파일명으로 저장하고자 할 때 Save as를 이용한다.

(라) Data

    지금 사용중인 fitting 프로파일을 이용하면서 새 데이터를 불러들일 수 있으

나 두개의 프로파일을 동시에 불러들이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는다. 

(마) Export

    Fitting을 수행한 반사율 및  Layer 프로파일을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와 

같은 폴더에 *.txt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나 현재 이 기능은 지원되지 않

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중앙의 Commnad 항목을 click 하여 하단에 생성되는 

Command  상자에 각각 SRF 및  SLP를 입력하고 입력하고 click 하면 형성된

다.  SRF 입력시 *.fit, SLP 입력시에는 *.pro 형식의 파일이 생성되며 오리진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종 fitting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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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REFLFIT 프로그램의 파일 메뉴(3) 

(2) Layer 메뉴 

    REFLFIT을 이용한 박막구조의 해석은 박막 시료의 각층에 대한 구조적 연

속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T=Top,  M=Middle,  B=Bottom 으로 각 층을 분할

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Layer 메뉴는 실행 프로그램 하단의 각 층의 세부 

정보와 연동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가)  Insert  

    Insert 항목을 click 하면 새로운 중간층을 삽입 할 수 있도록 정보 입력이 

가능한  부가적인 상자가 생성된다. 이 상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층의 삽입 위치 

및  세부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자의 해당 항목에 16πNb로 표시되

는 산란길이 도, 흡수계수, 거칠기,  두께 등과 같은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Ok

를 click 하면 실행 프로그램 하단의 입력 정보에서  새로운 층이 추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나) Delete

    Delete 항목을 click 하면 삭제 하고자 하는 Mx 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인 상자가 생성된다. 

(다)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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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 항목을 click 하면 특정 층을 선택하여 원하는 위치에 복사할 수 있도

록 하는 부가적인 상자가 생성된다.  

(라) Move 

    Move 항목을 click 하면 임의의 층을 선택하여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적인 상자가 생성된다. 

(마) Overwrite 

    Overwrite 항목을 click 하면 선택한 임의의 층의 내용을 원하는 위치로 이

동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상자가 생성된다. 

(바) Repeat 

    Repeat 항목을 click 하면 실행 프로그램 하단의 전체 중간층들을  기판과 

상부층 사이에 반복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SLD 프로파일에서 그 형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사) Roughness 

    박막층의 표면 및 계면의 거칠기의 형상에 대한 스텝의 수를 조정할 수 있

다.  이러한 스텝의 수를 적게 하면 빠른 fitting이 가능하고 스텝수를 크게 할수

록  보다 정확한 fitting이 가능하다.  

그림 17. REFLFIT 프로그램의 Layer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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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tion 메뉴 

    Option 메뉴에는 반사율상의 반사율 값을 R, 또는 RQ
4
 으로 선택할 수 있으

며 SLD 프로파일의 SLD 값을 Nb 또는 16πNb 로 선택할 수 있다. 

(4) Profile 메뉴 

    Profile은 제일 위층(T1) 에서부터 기판(B1) 까지 중성자 SLD 및 흡수 계수

에 대한 박막 시료의 수직 방향에 대한 분포를 보여 준다. SLD의 크기는 그래프 

좌측에 Nb 또는 16πNb 로 표시되고 흡수계수는 그래프 우측에  MU로 표시된

다. 두 값은 그래프 우측 상단의 qcsq 또는 mu 버튼을 이용하여  동시에 또는 

각각 독립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마우스를 이용하여 그래프 상에서 박막의 

깊이, SLD 및 흡수계수 등의 크기를 끌어 당겨 조절할 수 있다. 즉, 그래프에서  

층의 계면(점선)과 조정 포인트(색깔있는 네모점)를 click 하여 조절할 수 있다.  

(가) Escape 

    그래프상에서 마우스 또는 화살표키를 이용하여 조정값을 이전상태로 되돌

릴 수 있다.

(나) Shif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조정포인트를 끌면서 전후좌우로 

더욱 세 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  층의 계면을 끌어 조정할 때 Shift키

를 동시에 누르면 두층 사이의 계면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계면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키를 누르면 두층 사이에서 계면층이 1픽셀씩 움직이다.

(다) Ctrl 

    전후좌우 화살표키로 그래프상의 조정포인트를 1 픽셀씩 움직일 수 있고,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키를 누르면 1/5픽셀씩 이동할 수 있다.  

(라) Rescale

    Rescale 버튼을 click 하면 그래프내의 SLD 및 흡수계수 프로파일 전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프로파일의 크기를 조정한다. 

(마)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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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를 원하는 반사율 그래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click하고 print를 선택하

면 인쇄할 수 있다. 현재 이 기능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사율상의 인쇄를 위해

서는 오리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fitting 데이터의 편집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18. REFLFIT 프로그램의 SLD 프로파일

 (5) Layers 테이블  

    Layer 테이블에는 직접 각층의 두께, 거칠기 등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profile 그래프에서 초기값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입력 가능한 정보로는 각 

층의 SLD, 두께, 거칠기 및 흡수계수 등이 있으며, 특히 거칠기 입력시에  그 두

께가 거칠기보다 최소한 두배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각 층에 

대한  V, T, M,  B 등의 표식은 각각 공기층, 상부층, 중간층 및 기판을 의미하

며 각 층에 대한 기술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Layer 메뉴의 각 기능

을 이용할 수 있다.  REFLFIT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fitting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Layers  테이블의 입력변수 조정만으로도 반사율 계산값의 변화를 

화면상에 보여준다. 

(6) Beam Properties 

    REFLFIT에서는 초기 반사율상의 fitting 전에 반사율 측정장치의 특성에 관

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관련 정보로는  사용 중성자 빔의 강도,  BKG, 이

용 중성자 파장, 파장 분산 및 각도 분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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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REFLFIT 프로그램의 Layer Table

(가) Intensity 

    일반적으로 빔의 강도는 1.0으로 고정시켜야 하나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

의 처리과정에서 시료환경장치 등을 이용하 을 경우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나) Background

    Background는 예상 BKG  계수율로  이보다 낮은 값들은 모두 잡음에 해당

된다. REFLFIT 프로그램에서 default는 1e-10 으로 거의 zero에 가깝다. 이러한 

BKG는 앞서의 빔 강도와 함께 fitting 가능한 변수이다. 

(다) 파장

    파장은 반사율상 측정을 위하여 이용한 중성자의 단색 파장으로 일반적으로 

PG, Si 등의 단색화 결정에 의한 값이 널리 이용된다.  

    

(라) 파장 분산

    파장분산(Δλ)은 이용 단색화결정의 mosaicity 분산에 의하여 결정되며 Å으

로 기술한다. PG 결정 이용시 파장분산의 전형적인 값은 0.05Å 정도이다. 

(마) 각도 분산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 빔의 각도 분산(Δθ) 정도를 radian으로 기술한다.  

각도 분산은 주로 빔의 집속에 의존하므로 장치 특성상 시료 전면의 두개의 슬

릿 폭에 의하여 결정된다.  슬릿 가변에 의한 반사율 측정 실험의 경우 Q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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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나 REFLFIT에는 슬릿 setting에 의한 각도 분산을 결정하기 위한 알

고리즘이 없으므로 대표성을 가지는 단일 값의 입력만이 가능하다.    

그림 20. REFLFIT 프로그램의 Beam Properties 입력 상자

(7) Fit  메뉴 

    Fit를 click 하면 fitting 변수의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상자가 생성된다. 각 

변수 중 QC는 SLD, MU는 흡수계수,  RO는 해당 층의  거칠기,  D는 두께를 

나타낸다.  REFLFIT 에서는 Levensburg-Marquardt 비선형 최소자승법으로 반

사율 측정값과  계산값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 가는 방법을 이용한다.  

Fitting의 정도는 χ2 값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값이 1에 가까울 때 측정 

데이터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때로 어떠한 변수에 대하여 다른 초기 조건들이 ∼

1을 만족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값이 진짜 최소인지 즉, 유일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시료구조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가) Fit 

    변수테이블에서 fitting변수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Ctrl 키

를 누르면 여러개의 변수를 동시에 설정 할 수 있다.  fitting 변수를 선택하고 

변수테이블 우측의 Fit 버튼을 click 하면  수초 이내에  fitting이 실행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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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ing 과정에서 fitting변수값 및 반사율 계산 프로파일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

으며 fitting 종료시에 각 fitting 변수의 최종 값 및 불확정도가 테이블 우측의 

상자에 기술된다. 

(나) Undo 

    Undo를 click  하면 앞서의 fitting 과정을 취소하고 각 변수는 fitting 이전 

값으로 되돌려 진다. 

그림 21. REFLFIT 프로그램의  fitting 변수 선택 상자

(8) Constraint 

    Constraint는 fitting 중에 자동적으로 변수를 경신할 수 있게 하며 층의 두

께를 특별한 역으로 제한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새로운 Constraint 들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update를 click하고 apply를 click 하면 현재의 구성에 이들 

constraint 들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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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REFLRED 이용 초기 반사율 데이터 전처리 순서도 

보정 데이터저장 

*. sub

프로그램 내려 받기 

주의 :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는 보정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 

에서는 REFLFIT에서 읽어 들일 수 없다. 즉, 거울 반사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데이터 

저장 형태를 spec 형식으로 바꿔야만 REFLFIT에서 

불러들일 수 있다.

BKG, footprint, 빔감소 보정 및 규격화

REFLRED에 데이터 불러들임 

초기 데이터의 *.txt 파일 전환 

Octave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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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REFLFIT 이용 반사율 데이터 fitting 순서도 

데이터 fitting 

*.staj

   반사율 프로파일 
*.fit

    Layer 프로파일
*.pro

REFLFIT에 전처리 데이터 불러들임 

Absorption coefficientRoughnessThicknessSLD

Export data 

프로파일에서 변수 일부 조정

Layer table에 초기 fitting  변수입력

이용 중성자 빔 정보 입력

Beam intensity Wavelength Angular divergenceWavelength di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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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하나로 REF 데이터 해석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개발중인 중성자 반사

율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d-PS 박막의 반사값 및 BKG를 측정하 다. 이러한 초

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footprint를 보정하고 REFLRED를 이용하여 BKG 보

정 및 규격화를 수행하는 등의 데이터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 다. 또한 

REFLFIT를 이용하여 앞서의 전처리 데이터를 fitting 하여 박막의 두께, 거칠기, 

박막의 수직 방향에 대한 SLD 분포 등과 같은 박막 특성을 구하 다. 이와 같이 

REFLRED 및 REFLFIT를 이용한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전처리 및 fitting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향후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 다. 

제 1 절.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는 수직 시료반사면을 가지며 PG(002) 단색화결정 

이용으로 2θM=43°의 take off 각도에서 반사되는 λ=2.459Å의 단색파장을 이용한

다(그림 24). 현재까지 d-PS 박막의 반복적인 측정 결과 잠정적으로 알려진 동 

장치의 최대 측정 Q 역은 약 0.3Å
-1
이며 도달 가능한 최소반사율은 약 10

-5
에 

이른다. 이장치의 특성 및 제원은 다음과 같다. 

 - 반사면 : 수직 

 - 단색기 : PG(002), β=0.4
o
 

 - 필터   : PG(002), β=3.5
o
 

 - 최소반사율 : ∼ 10
-5
 (?)

 - 검출기     :  He3 single

 - 측정 Q 역 : ∼ 0.3Å-1

 - 시료크기 : 40mm(H), 40∼100mm(L)

 - 시료위치 중성자속 :  3.37x10
4
 ∼ 5.03x10

6
 n/cm

2
. sec(계산) 

 - 장치제원 

   ‧ 단색기-시료 : 3.1m    

   ‧ 시료-검출기 : 1.3m 

   ‧ 슬릿1-슬릿2 : 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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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치 특성으로 인하여 하나로 중서자 반사율 측정장치는 향후 고분자, 유

전체 박막의 표면 및 계면 구조 분석, 중성자 거울 및 초거울의 구조 특성 분석, 

나노 자성 박막의 표면 구조 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림 

25는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의 ICP 로 C#을 이용하여 제작하 으며 반사율 측

정 과정을 통하여 슬릿 고정 및 슬릿 가변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 기준으로 

일정 시간 및 모니터 계수값의 선택이 가능하다.  

그림 24.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전경  

그림 25.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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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료준비 및 반사율 측정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를 이용한 반사율 측정을 위하여 준비한 시료의 특

성은 다음과 같다.  

 

  - Spin coated deutrated polystyrene (d-PS) film on Si wafer 

     (Diameter = 3", thickness = 5mm)

  - Mw (molecular weight) : 101.5 K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의 슬릿 시스템은 측정 과정에서 일정한 시료 입사 

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폭 가변이 가능하며 그 구동 정도는  0.01mm에 이

른다. 이와 같이 슬릿 가변의 경우 footprint 보정이 필요 없으나 낮은 Q에서 슬

릿의 폭이 작아 측정 반사 값이 너무 낮게 된다. 따라서 시료의 반사 임계각 이

전의 낮은 Q 역에서는 슬릿폭을 고정하고 높은 Q 역에서는 슬릿폭을 가변

하여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경우 낮은 Q 역에서는 footprint 보정이 필

요하게 된다.  높은 Q 역에서는 입사 중성자의 시료 반사값이 대단히 낮으므

로 전체 측정 Q 역에 대하여 측정시간을 일정하게 할 수 없다. 하나로 반사율 

측정 장치의 경우 측정 기준이 되는 모니터 검출기가 차폐체 내부의 슬릿1 과 

시료 전단의 슬릿 2 사이에 놓이므로 슬릿 폭을 가변하여 반사율을 측정하는 경

우 모든 Q 값에서 측정시간을 동일하게 하여도 모니터 값이 차이가 나게 된다. 

즉, 동일 면적의 시료면에 입사하는 중성자의 양이 차이가 나므로 이에 대한 보

정이 필요하게 된다. 반대로 모든 Q 역에서 모니터 값을 동일하게 하면 측정

시간이 달라지나 모니터 값의 차이를 보정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의 데이터 획득은 전체 Q 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앞서의 d-PS 박막 시료를 반

사율 측정 장치의 시료대에 설치하고 입사 중성자 빔에 대한 시료 위치를 정렬

하 다. 약 0.25Å
-1
 까지의 Q 역에 대하여 시료 반사값을 측정하 으며 이때 

측정 간격은 θ=0.01° 이다(그림 26). 이 과정에서 전체 Q 역에 대하여 슬릿을 

가변하 으며  측정시간을 일정하게 하 다. 또한 반사율 측정을 위하여 확립한 

시료 정렬에서 시료의 위치 즉, 2θ에 대하여 θ를 약간 어긋나게 하여 

off-specular 측정을 함으로써 BKG를 측정하 다. 이때 BKG 측정은 전체  Q 

역에 대하여 측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정 간격을 두고 측정하 다(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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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 전처리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초기 반사율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측정 기준 및 시료 입사 중성자 빔의 폭 조정을 위한 슬릿가변 여부 등

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1. 슬릿 고정시  

    측정 전과정을 통하여 슬릿 폭을 일정한 크기로 고정하는 경우 전체 데이터

에 대하여 footprint 보정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모니터 검출기에 입사하는 중

성자 강도는 거의 일정하므로 모니터 검출기의 계수를 측정기준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에서는 데이터 획득을 위하여 Q 

역을 5개 구간으로 나누며 높은 Q 역에서는 시료의 반사 정도가 매우 낮아 낮

은 Q 역에서 보다 측정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슬릿을 고

정하고 모니터 검출기의 계수를 기준으로 반사값을 측정하는 경우 데이터 전처

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엑셀 프로그램으로 반사값 측정시 자동 생성되는 *.dat 파일을 읽는다.

   - 여러 역에서 측정한 반사값 들에 대하여 측정 시간의 차이를 보정한다. 

   - footprint의 차이를 보정한다. 

    이러한 footprint는 REFLRED 프로그램으로도 보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변수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직접 보정하는 것이 효과적

이다. 시료 전면의 슬릿 1, 2의 폭을 시료 임계 반사각 근처에서 입사 빔의 손실

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로 하고 그 각도 전후의 반사 측정값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보정 한다. 보정 계수 β를 시료 반사각도 αi와 앞서의 임계 반사각 근처의 시

료반사 각도, αb 를 이용하여  β = sin αi / sin αb 로 정의하면 각 구간에서의 보

정 값은 다음과 같다. 

           Rcorr = Rm / β = Rm αb / αi     for αi ≤ αb   --------- ( 1 )

           Rcorr = Rm / β = Rm            for αi 〉 αb

  - 측정시간 및 footprint를 보정한 엑셀 파일에서 Q 값과 반사값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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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진 프로그램 데이터 상자의 x, y 열에 복사한다.

  - REFLRED의 입력 파일은 *.txt 형식이어야 하므로 앞서의 오리진 데이터를 

*.txt 형식으로 export 한다.  

2. 전체 슬릿가변의 경우 

    측정 전과정을 통하여 Q 의 증가에 따라  일정한 시료 입사 빔 면적을 확보

하기 위하여 슬릿폭을 가변하는 경우 앞서의 footprint 보정은 필요 없으나 다음

과 같이 측정기준의 설정에 따라 데이터 처리 과정이 약간 다르다.

가. 측정시간 기준 

    측정시간을 기준으로 반사값을 측정할 경우 동일 시간 동안 시료에 입사하

는 빔의 양이 다르게 된다. 즉,  Q 값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슬릿의 폭이 커지므

로 동일 시료내에서는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의 양도 따라서 커지게 되어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 엑셀 프로그램으로 반사값 측정시 자동 생성되는 *.dat 파일을 읽는다.

- 여러 역으로 나누어 측정된 값들에 대하여 측정 시간의 차이를 보정한다. 

- 측정 전구간의 모니터 값들을 임계각도 부근의 모니터 계수 값으로 나누어 

그 비율을 구하고 주 검출기 측정값을 이 값에 대하여 나누어 준다.

- 측정시간 및 모니터 계수 값을 보정한 엑셀 파일에서 Q 값과 반사값을 선택

하여 오리진 프로그램 데이터 상자의 x, y 열에 복사한다.

- 앞서의 오리진 데이터를 *.txt 형식으로 export 한다.

*  측정 전구간에 대하여 다른 모니터 값들을 보정하여도 임계각 이하의 Q 역

에서 전반사 값보다 낮은 값을 나타낸다. 이는 미소한 슬릿 폭으로 인하여 시료

에 입사하는 중성자의 수가 대단히 적은 값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나. 모니터 검출기 계수 기준 

    일정한 모니터 검출기 계수값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데이터 처리는 보다 간

단하게 할 수 있으나 임계각 이하에서 미소한 슬릿 폭으로 인하여 모니터 값이 

대단히 적으므로  전체 측정에 걸리는 시간의 예측이 어렵고 장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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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 프로그램으로 반사값 측정시 자동 생성되는 *.dat 파일을 읽는다.

  - 여러 역의 측정 값들에 대하여 모니터 계수 지정 값의 차이를 보정한다. 

  - 모니터 계수 지정 값을 보정한 엑셀 파일에서 Q 값과 반사율 측정값을 선택

하여  오리진 프로그램 데이터 상자의 x, y 열에 복사한다.

  - 앞서의 오리진 데이터를 *.txt 형식으로  export 한다.  

3. 일부 역 슬릿가변의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슬릿 가변의 경우 측정 데이터의 보정 후에도 임계

각 이하의 Q 역에서 전반사 값보다 낮은 값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시료의 임계 반사각 근처의 낮은 Q 역에서는 슬릿폭을 일정한 

값으로 고정하여 측정하고 그 이상의 역에서는 슬릿폭을 가변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두 역에서의 장치 분해능이 다르게 되어 측정 반사율상

의 연결지점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이의 효과적인 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

라서 낮은 Q 역의 측정 데이터는 footprint 보정을, 높은 Q 역에서는 측정 

기준에 따라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사값 측정시 자동 생성되는 두 역의 *.dat 

파일을 모두 읽어 들인다.

- 낮은 Q 역에서 측정한 데이터는 식 1을 이용하여 footprint 의 차이를 보

정하고 임계각 이하의 측정값들이 비슷한 크기를 갖는지 확인한다. 

- 높은 Q 역의 데이터는 측정시간을 기준으로 하 을 경우 Q의 증가에 따

라 함께 커지는 모니터 값의 차이를 보정한다. 

- 두 역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한 파일로 편집한다.

- 엑셀 파일에서 Q 값과 보정한 반사율 측정값을 선택하여 오리진 프로그램 

데이터 상자의 x, y 열에 복사한다.

- 오리진 프로그램에서 측정한 반사율 측정값을 그래프로 확인하여 데이터 

보정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특히 두 측정 역의 연결 지점 근처에서 데

이터 값 및 측정 분해능의 차이에 따른 반사율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오리진 데이터를 *.txt 형식으로 export 한다.

 

제 4 절. d-PS 박막 반사율 측정결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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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은 두께 500Å으로 예상되는 d-PS 박막 시료의 초기 측정 반사율상

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Q 역에 대하여 슬릿을 가변하 으며 전체 Q 역에서 

반사값의 차이를 고려하여 5개의 측정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측정시간을 

달리하 다. 즉, 각 구간에서의 측정 시간은 높은 Q 역으로 갈수록 측정시간을 

길게하 으며 동일 구간에서 측정 시간은 동일하게 하 다. 따라서 앞서 가술한 

바와 같이 각 측정 구간에 대한 다른 측정 시간 보정 및 Q에 따른 모니터 값의 

변화를 보정하 다. 이 경우 임계각 이전의 Q 역에서 일정한 값을 갖지 않고 

Q 가 감소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d-PS 박막의 초기 

반사율상 측정을 위하여 약 17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그림 27의 BKG 측정에

는 2시간이 걸려 전체적으로 약  20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2는 앞서의 거울형 

반사를 만족하는 시료 정렬 위치에서 2θ에 대하여 θ를 약간 어긋나게 두고 측정

한 d-PS 시료에서의 BKG 이다. 이때 BKG 측정은 전체  Q 역에 대하여 측정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정 간격을 두고 측정하 으며 각 Q 위치에서 슬릿의 폭은 

앞서의 거울형 반사율 측정과 같게 하 다. 그림 26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인 줄무

늬로부터 d = 2π/Δq 에 의하여 박막 두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높은 Q 역에서 

샘플표면의 거칠기로 인하여 줄무늬의 높이가 서서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6. d-PS 박막의 초기 반사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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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d-PS 박막의 BKG

그림 28은 REFRED 프로그램에서 이들 데이터들을 accept 키를 눌러 지정한 후 

Reduce 창을 열어 반사율 측정 데이터 및 BKG 측정 데이터를 동일화면에 불러

들인 것이다. REFLRED에서는 이와 같이 두 데이터를 불러들이기만 하여도 별

도의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BKG가 보정되게 된다. 화면상에 실선으로 연결된 

데이터가 측정 반사율상이며 하단의 네모형의 데이터는 BKG를 보정한 값이다.

그림 28. REFLRED를 이용한 BKG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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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redeuced 데이터는 

Reduced    data =  ←−−−−−−−−−−−−−−−−−−−−−−−−−−−−−−−−→(Specular −  Background )
Transmission      coefficien t           Slit   scan

에 의하여 얻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반사율상의 초기 측정 값, BKG 측정값 및 

슬릿 스캔 데이터가 필요하며 필요시 투과 계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슬릿 스캔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반사율 측정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야 하므로 많은 시간

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시료반사 측정값의 반사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

다. 시료를 장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zero angle 스캔의 최대값과 임계각 부근의 

Q에서 시료의 반사값이 비슷하도록 시료를 정렬하여야 한다. 이후에 전체 Q 

역의 반사값을 앞서 구한 최대 반사값으로 나누어 규격화하여 반사율을 구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에서는 모니터가 두 슬릿 

1, 2 사이에 있어 슬릿 가변에 따라 입력값이 달라지므로 슬릿 스캔 모드의 측정

이 어렵다. 본 실험에서는 d-PS 박막의 임계 반사각도 부근의 최대값이 zero 

angle 스캔의 최대값에 대하여 90% 이상이 되도록 시료위치를 정렬하 다. 따라

서 REFLRED 프로그램의 Reduce 창에서 투과계수 입력 위치에 임계각 부근의 

최대 반사값을 입력하면 BKG를 보정한 데이터들이 이 입력값으로 나뉘게 되어 

반사율이 자동적으로 계산되도록 하 다. 그림 29에서 화면상의 실선이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적으로 계산한 반사율 상으로 그 기준은 우측에 있다.

그림 29. REFLRED를 이용한 규격화 반사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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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에서 중앙의 save 버튼을 click 하면 BKG 가 보정된 *.sub 형식의 파일

과 최종 반사율 결정값이 나타나는 divx 파일이 생성된다. REFLFIT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New 버튼을 click 하여 앞서의 divx 파일을 불러들이면 그림 5와 같이 

반사율 fitting을 위한 초기 화면이 생성된다(그림 30).

그림 30. REFLFIT 프로그램의 초기 실행 화면

데이터 fitting을 위하여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에 대한 빔 정보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 다. 

- Intensity       : 1.0

- Background    : 7.409 x 10
-6

- Wavelength    : 2.459Å 

- Wavelength divergence : 0.36Å

- Angle divergence       : 1 x 10
-5
 radian 

REFLFIT 프로그램의 layer menu 상에서 시료에 대한 SLD, 두께, 거칠기 등의 

초기 정보를 입력하 다. 여기서 V층은 공기층이므로 모두 0이며 T1은 d-PS층, 

M1은 SiO2층이고 B1이 Si 웨이퍼로 기판에 해당된다. 일단 층의 수가 결정되면 

layer table에서 직접 변수를 변환시키거나 프로파일 그래프에서 초기값을 변화

하여 fitting 프로파일이 측정 데이터에 근접하도록 한 후 fitting 창에서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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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미세하게 그 값을 결정하 다. 그림 31은 그 결과로 측정 d-PS 박막의 

두께는 423Å, 표면거칠기는 5Å 이었다. 이때 임계각이하의 반사율 데이터는 효

율적인 fitting이 되도록 일부 구간을 제외하 다. 최종적으로 fitting 완료 후에  

command 상자에 각각 SRF 및 SLP를 입력하여 *.fit, *.pro 형식의 파일을 생성

하 다. 그림 32는 오리진 프로그램의 import 기능으로 *.fit 파일을 불러들여 편

집한 것이다. 또한 그림 33은 앞서 fitting 과정에서 생성된 *.pro 파일의 세부 사

항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 1열은 수직방향에 대한 박막의 두께, 제 2열은 해당 깊

이 위치에서의 산란길이 도의 분포로 SLD 프로파일은 오리진 프로그램의 

import 기능을 이용하여 편집한 것이다.

그림 31. REFLFIT를 이용한 d-PS 박막의 반사율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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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d-PS 박막의 반사율 해석 최종 결과

   

그림 33. d-PS 박막의 S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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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최근에 국내 학계나 산업계의 연구 동향을 고려할 때 중성자 reflectometry

를 이용한 박막의 구조 및 특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총 30기 이상의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가 개발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고분자 및 생체재료의 구조적 특성연구 및 자성 박막, 중성자 거울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의 표면 구조 연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해석을 통하여 박막의 두께, 표면 및 경계

면 거칠기, 박막의 수직방향에 대한 SLD 분포 등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들도 효과적으로 데이터 해석이 가능한 미국 

NIST의 REFLRED,  REFLFIT 프로그램의 이용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 다. 또

한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이용한 측정데이터의 해석과정을 기술함

으로써 REFLRED,  REFLFIT 프로그램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본 보고서에는 REFLRED를 이용한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 

즉, footprint 보정 및 BKG 보정 등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기술하 으며, 

REFLFIT를 이용한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효과적인 fitting 순서와 방법에 대하

여 상세하게 기술 하 다.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에서 슬릿 가변 및 

고정 방법을 이용하여 반사율상 및 BKG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 다. 또한 

REFLRED를 이용하여 d-PS 기준 박막의 초기 반사율 측정 데이터에서 

footprint 및 BKG 등을 보정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기술하 다. 최종적으로 

REFLFIT를 이용하여 앞서 전처리를 완료한 d-PS 기준 박막의 초기 측정 데이

터로부터 시료의 두께, 표면 거칠기 및 SLD 분포 등의 시료 정보를 얻을 수 있

음을 보 주었다.

    위와 같이 본 보고서는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운 시 초기 이용

자들에게 데이터 전처리 및 fitting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장치 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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