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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하나로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개발 및 성능 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중성자소각산란(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는 재료내에서 

1-400nm 정도의 크기를 갖는 조성이나 도의 불균일성을 조사하는데 이용되는 

기술로 생체분자, 폴리머체인, 콜로이드입자, 마이셀 등의 고분자구조분석, 세라

믹재료와 금속재료내의 미세석출물의 형상, 크기 및 분포등 광범위한 분야에 응

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중성자 소각산란장치는 NT, BT 관련 최신 연구

에 필수적인 연구설비로 평가받고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CN 수평공 작업 및 빔특성 평가

2. 주요부품 설치 및 성능시험

3. 중성자 소각산란 장치 빔특성 평가

4. 중성자 소각산란 측정법

5. SANS 데이터 처리

Ⅳ. 연구개발결과

하나로 CN 수평공에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개발, 설치를 완료하 고 2001년 7

월부터 외부이용자들의 장치이용이 시작되었다. 중성자 소각 산란장치의 주요 부

품들인 2차원 위치민감형 검출기, 중성자 속도선별기, 검출기 챔버 회전장치, 검

출기 좌우이송장치, 스테핑 모터, 빔 셔터 및 감쇄기등의 설치를 마쳤고, 모든 구

성부품들에 대한 성능평가도 완료하 다. 중성자 속도선별기를 거친 중성자빔의 

파장과 분해능을 time of flight 법과 silver behenate 표준시료을 이용한 회절법

으로 검정하 고 실험결과로부터 중성자 속도선별기의 rpm과 중성자 파장과의 

관계식(λ[Å]=A+B/U[rpm], with A=0.11077 and B=107171)을 도출하 다.

시료환경장치, 빔셔터, 스테핑 모터에 대한 제어기를 제작하 고 각각의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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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PC에서 운용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제작하 다.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빔 

테스트를 실시하여 빔 특성을 평가하 다. 이와 함께 중성자 소각산란 측정법과 

데이터 처리방법을 확립하 다. 하나로 중성자 소각산란 장치와 외국의 장치로 

측정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 고 성능평가 결과 하나로 중성자 

소각산란장치는 외국의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개발에 따라 금속조직 및 방사선 조사손상 연구, 자성체 및 

나노 입자 등 금속과 세라믹스, 중합체의 구조 및 거동 연구, 생체거대분자 구조 

연구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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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Test of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at 

HANARO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SANS) is a technique for studying the 

fluctuations in density or composition in a materials on a length scale of 

1-400nm. SANS has been widely used in many fields such as structure 

analysis of macromolecule(biological molecule, polymer chain, colloidal particle, 

and micelle etc.) and shape, size and distribution analysis of precipitates in 

metals and ceramics. SANS instrument is recognized as indispensible 

instrument for NT and BT based cutting edge research.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CN tube related work and neutron beam characterization experiments on 

CN tube

2. Major components installation and performance test

3. Neutron beam characterization of SANS

4. Experimental method of SANS

5. Computing guide for SANS data treatment

Ⅳ. Results of the Project

The construction of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SANS) at the CN 

beam port in HANARO was completed and has been opened to users in July 

2001. the 2-D PSD (two 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detector), the NVS 

(neutron velocity selector), the detector chamber rotation system, the detector 

horizontal moving system, the stepping motors, the beam shutter and the 

attenuator were fully tested and installed. The performance test of all the 

components was also completed. Wavelengths and resolutions of the neu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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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monochromatized by the NVS were calibrated using both the 

time-of-flight method and the diffraction measurement on standard material, 

the silver behe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ector speed U[rpm] and 

the neutron wavelength λ[Å] was obtained as λ[Å]=0.11077+107171/U[rpm]. 

The controllers for the sample environments, the beam shutter and the 

stepping motors were constructed and its control programs for those 

controllers were also developed. The Beam test for the SANS has been 

finish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neutron beam was analyzed. The 

experimental methods of SANS and its data treatment method were 

established. The performance test of the HANARO SANS compared with that 

of foreign SANS's. shows that the HANARO SANS is quite well comparable 

with foreign SANS facilities.

Ⅴ. Utilization pla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s

By developing SANS, metal structures, radiation damages, magnetic materials, 

nano particles, ceramics, polymers structures and dynamics, and structure of 

biological macro-molecules could be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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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소각산란 분광장치는 시료에 입사한 냉중성자(4∼20Å)의 소각도(0.05∼

100) 산란을 측정해서 금속, 기공물질, 세라믹, 고분자내의 10 ∼ 5000Å 정도 크

기의 내부구조를 조사하는 장치이다. 특히 온도, 자장, 압력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한 이들 구조 변화 또는 시간 의존성을 조사함으로써 정적 또는 동적 물성 연

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성자가 자기모멘트를 가지므로 자성물질에서의 자

기산란은 자기구조의 규칙도와 역을 측정할 수 있으며, 자성계의 임계 성질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생체분자, 중합체(polymer) 등에서는 용매(solvent)에

서 수소(H)와 중수소(D)를 선택적으로 혼합하여 용액(solution)내의 산란 대비

(contrast)를 선택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른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거대분

자들의 형태(구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나로 CN 수평공에 중성자 소각산란 장치(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SANS) 주요 부품인 액체질소 냉각 Be/Bi 필터, 중성자 속도선별

기(neutron velocity selector, NVS), 시료 빔 콜리메터(collimator), 시료대 진공 

챔버, 고저온시료환경장치, 2차원 위치 민감형 중성자 검출기(2D PSD), 검출기 

진공 챔버, 2D PSD 이송장치 및 검출기 챔버 회전용 구동시스템, 검출기 좌우이

송장치, 모터구동 제어기, 직사빔 신속 개폐기/감쇄기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개별

적인 성능 시험도 마쳤다. 중성자 속도선별기는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의 지지대

에 ±5°tilting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고, 시료 빔 콜리메터부터 검출기 진공 챔버

까지 공기에 의한 중성자산란 효과를 없애기 위해 10
-2
 torr 이상의 진공도를 유

지하도록 하 다. 검출기 챔버 회전용 구동시스템은 최대 10 톤의 중량물을 

-5°/+15°범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각 부품들은 빔 중심에 대해 

수평, 수직방향으로 ±0.5cm 이내로 정렬하 다. 그림 1.1은 하나로 Rx hall에 설

치 완료된 중성자 소각산란 장치이다.

그림 1.1 하나로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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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각산란중성자 분광장치(SANS)의 기본 개념

제1절 SANS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구조 평가[2-1, 2-2, 2-3, 2-4]

SANS 장치 설계의 중요한 인자는 허용되는 원자로 공간과 빔포트의 유

효 빔단면적에서 얻을 수 있는 기하학적 분해능과 검출기 계수율을 절충하여 장

치의 최적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다. SANS 장치의 최적구조는 시료에서 산란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그 기하학적 최적구조가 달라지며, 대부분 SANS 실험

에서의 산란은 단지 산란각과 방위각(azimuthal angle)에 의존함으로 시료 전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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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함으로써 검출기의 계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장치의 최적구조는 L1 ≠ L2 의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하나로 CN 

수평관 주변의 제한된 원자로 홀 공간(약 13.5m)에서 얻을 수 있는 기하학적 분

해능과 임의의 실험 분해능에서의 기하학적 최적구조를 계산하여 하나로 SANS 

장치의 최적구조를 정하 다.  

임의의 파장 λ 가 시료에 입사하여 소각 산란되는 경우 산란벡터의 크기 

Q와 산란각 θ 사이의 관계식은 

Q = (4π/λ) sin(θ/2)  ∼ 2π θ/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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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즉, 산란벡터의 분해능은 입사 빔, 시료 및 검출기의 기하학적 성분(δθ)

과, 단색 입사중성자의 파장폭 δλ/λ에 기인한다. 따라서 입자의 크기가 수1000

Å(θ → 0 인) 정도 되는 미시구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 분해능의 향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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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학적인 성분만 고려하고, 파장분포 기여는 

중성자속도 선별기(Neutron velocity selector) 또는 Multilayers의 파장 분해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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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하학적 분해능에 구적(quadrature)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로 CN 수평실험관 선단부(70mm x 150mm)에서 열평형상태의 중성자 분포

가 등방적이고 Maxwell 분포라고 가정하면, 원통좌표계에서 시료입사 중성자속

(Is), 검출기 계수율(CD) 및 분해능은 각각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I s(nv) =
φ0
4π
2(
λ 0
λ
) 4
e
-(
λ0
λ
)
2

λ
 π (

R 1
L 1
)
2

 
Δλ
λ
 ε

CD(Q ) = C R22 (
R 1
L 1
)
2

(
ΔD
L 2
)
2

(σ∣Q∣)
2 =

k 2

4
[
R21

L21
+
R22

L' 2
+
2
3

Δ2D

L22
]

1
L'
=
1
L 1
+
1
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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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평

형상태 온도(T = 35
0
C), φ0는 CN 빔 튜브 선단(nose)에서 교란된 열중성자 속으

로 원자로 출력 22MW에서 4.59 x 10
13
neutrons/cm

2
.sec이다. 또한 R1, R2 및 ΔD

는 각각 시료전 비행경로 입구의 유효 빔 단면적(이하 “source 빔 단면적”이라 

칭함)의 반경, 시료 유효 빔단면적의 반경 및 검출기 분해능, L1, L2 는 각각 시

료 전 비행경로의 길이(source 위치에서 시료위치까지의 거리) 및 시료후 비행경

로의 길이(시료위치에서 검출기까지의 거리)이다. C는 SANS 장치의 기하학적 

분해능을 결정하는데 무관한 상수로, 

    
C =

φ0
4π
2π2(

λ 0
λ
) 4
e
-(
λ0
λ
)
2

λ
 
Δλ
λ
 ε

(2.4)

로 쓸 수 있으며, 시료에 의한 중성자의 감쇠효과를 고려하면 C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진다.

C'
‘
 = C t Ns (∂σ/∂Ω)s e

-μt 
 ηD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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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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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대 발산각의 합에 시료위치에서 검출기 요소의 길이에 해당하는 각을 추가로 더

해 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Q min = kθ min = k[
R 1+R 2
L 1

+
R 2+ΔD
L 2

]
(2.6)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는 산란벡터의 최소값은 검출기 앞의 빔 stopper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며, 식(2.6) 보다 항상 큰 값을 가져야 한다.   

일정한 분해능에서 검출기 계수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단지 R1, R2, 및 Δ

D를 구속하여 Lagrangian multipliers 방법으로 계산하면 

R 1
L 1
 = R 2 (

1
L 1
+
1
L 2
) = c 0

ΔD
L 2 (2.7) 

의 관계식을 얻으며, 여기서 c0 는 산란벡터 Q의 크기에 의존하는 실험에서는 

(2/3)
1/2
, 산란벡터 Q에 의존하는 실험에서는 (1/3)

1/2
로 주어진다.  

이 관계식을 식(2.3)에 적용하면 파장에 무관한 기하학적 분해능과 검출기 계수

율은 

(σ∣Q∣)
2
k
=Δθ0= [2+

1

3c20
][
R 1
L 1
]= [2+

1

3c20
]R 2[

L 1+L 2
L 1L 2

]

= [
1
3
+2c

2
0] [

ΔD
L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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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이다.  즉 일정한 분해능(Δθ0 = 상수)에서는 검출기 계수율은 단지 L1 및 L2의 

함수로 주어지므로 장치의 총길이( L0 = L1 + L2),  CN 빔 포트의 유효단면적 

크기(R1), 검출기 제원(반경:Rdet, 분해능:ΔD) 등과 관련되며, 임의의 분해능에서 

장치의 최적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이들을 고려해야 한다. 즉 관계식 (2.7)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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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장치의 총 거리도 구속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치의 최적구조는 

대칭구조(L1 = L2)를 가지나, 원자로 홀 공간이 충분하여 요구되는 장치 분해능

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다면 source 유효빔 단면적을 가능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검출기 계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장치 최적구조는 비대칭구조(L1 ≠ 

L2)를 가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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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경로 길이, 장치 분

해능, 시료 입사 빔‧강도 및 집속기의 빔‧단면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 구

조를 설정하 다.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속 및 산란벡터의 최소값은 기하학적 최적조건

인 식(2.7)을 (2.3)과 (2.6)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I s(n‧cm
-2 sec -1) = 

φ0
4π
2(
λ 0
λ
)
4 e

-(
λ0
λ
)
2

λ

π(
D 1
2
) 2

L21
 
Δλ
λ
 ε

                 = I 0(λ)π
R21

L21
 
Δλ
λ
 ε = I 0 (λ)π

2
3

Δ2D

L22
 
Δλ
λ
 ε

Q min = kθ min = 
2π
λ
[
R 1+R 2
L 1

+
R 2+ΔD
L 2

]

              = 
2π
λ
[
R 1
L 1
+
R 2

L'
+
ΔD
L 2
]

              = 
2π
λ
[2

2
3
+1]

ΔD
L 2
 =  

2π
λ
2.633

ΔD
L 2

 

(2.10)   

이다. 일정한 파장과 검출기의 분해능에서 요구되는 중성자 강도 및 분해능은 설

계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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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n‧cm
-2 sec -1)= I 0 (λ)π

2
3

Δ2D

L22
 
Δλ
λ
 ε ≥104

Q min = 
2π
λ
2.633

ΔD
L 2
 ≤ 0.005A-1

(2.11)

이로부터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구조를 결정할 수 있다. 즉,  SANS 장치의 기하

학적 최적구조는 분해능의 관점에서 보면 대칭구조를, 중성자 계수율 관점에서는 

비대칭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선택은 원

자로 바닥 공간 및 부수장치 설비 등을 고려한 장치의 총 거리가 우선적으로 결

정되어야 하며, 주로 실험하고자 하는 Q 역과 도달할 수 있는 Qmin의 값을 

절충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로 SANS 장치는 위에서 언

급한 설계 목표에 따라 총 길이(L1 + L2)가 8.5m인 대칭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되

었다. 

제2절 분해능 및 중성자속  평가   

실제  SANS 실험에서는 실험 목적에 따라서 장치의 기하학적인 최적구

조에 적절히 조합하여 실험 Q- 역과 시료입사 중성자속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

서 위에서 결정된 하나로 SANS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 조건에서 빔 콜리메타의 

슬릿 시스템(D1, D2, L1, L2)의 변화에 따른 장치의 분해능, 시료 입사 중성자속 

및 얻을 수 있는 최소 Qmin값을 평가하 다. I0(λ)값 계산에서는 하나로 출력 

22MW에서 CNS 수직공에 H2O가 채워진 경우의 노물리 계산 결과에서 얻어진 

φ0 = 4.59 x 10
13
(n cm

-2
 sec

-1
)을 이용하 으며, 중수반사체의 최빈 파장을 λT = 

1.7568Å(T=3050K)로 하 다. 또한 중성자 강도 평가 에서는 중성자 단색화 장치

로는 독일 Dornier사의 중성자속도 선별기(Δλ/λ = 0.1, 투과율 80%, λ = 4.5∼20

Å)를, 중성자 감마선 필터로 투과율이 50%인 액체질소 냉각 [Bi-20cm + 

Be25cm]를 고려하 다. 표 2.1에는 기하학적 대칭구조(L1 = L2 = 4.25m)를 갖는 

하나로 SANS 장치가 여러 실험 기하학적 배치에 대해서 분해능, 각 배치에서 

얻을 수 있는 실험 Q 역, 시료위치에서의 중성자속 및 current 등을 정리 요약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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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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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SANS 실험에서의 중성자 산란강도 및 최적실험 선택  

중성자를 중성자 속도 선별기에 의해 단색화된 중성자를 시료에 입사시

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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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λ 0
λ
)
4e
-(
λ0
λ
)
2

 
Δλ
λ
 TNVS TBeBi π(

R 1
L 1
) 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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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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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 ε = 80% at 5Å 

- 계수 능력 : 10
5
 n/sec for 10% coincidence(10

6
 n/sec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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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불감 시간(dead time)에 의한 오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총 계수율의 

초과시에는 attenuator를 이용하거나 또는 실험목적에 따라 장치의 배치를 적절

히 선택함으로써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의 세기를 조절하여야 한다. 즉, 실험하

고자 하는 시료가 선정되면 관찰하고자 입자의 크기 등에 따른 Q 역, 중성자 

강도 등을 계산하여 적절히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방성 산란강도를 갖는 미국표준연구소(NIST)의 표준 시료

에 대한 계수율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계산에서는 파장 5Å

일 때 시료 위치에서 중성자속 φ = 1.0 x 10
5
(nv), 시료와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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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로 주어지며, 여기서 R은 검출기의 빔 중심에서 반경방향의 거리를 나타내며, 

dR = (3/2)
-1/2

ΔD이다. 또한 시료의 투과율은 시료에 의한 multiple 산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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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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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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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

되는 한 시료 측정당 검출기의 총 계수율을 2 x 10
4
 ∼ 1 x 10

7
 neutrons 내에서 

측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낮은 값의 한계는 산란강도가 검출기의 중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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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검출기의 전 역에 걸쳐 해석해야 되는 경우라 한다. 

또한 산란 강도가 등방적으로 분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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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시료 I 은 1 x 10
6
 / 213　∼ 4,700 sec(약 78분)의 측정시간이 요구되며, 데이터

를 해석할 수 있는 Q 역에서 SANS 장치의 기하학적 구조, 즉 빔 aperture 크

기, 거리 등을 변화시켜 시료 입사 중성자속을 10 배 증가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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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소요되나, 중성자 속을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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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면 약 560 sec(약 9.3분 소요)로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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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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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도 정해져 시료입사 중성자속도 정해진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실험을 위

해서는 시료 환경수, 시료수, 계수통계오차 범위를 할당된 빔 실험 시간 등과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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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CN 수평공 작업 및 빔특성 평가

제1절 CN 수평공(Cold Neutron Beam Tube) 주변 작업 

[3-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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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mm인 

Divergent 형의 관으로서 전후 단면적은 각각 70mm x 150mm, 150mm x 

150mm이다. Pool내의 Expansion Bellows에 이어서 콘크리트 차폐벽속에 연장하

여 387mmφ x 735mmL 및 700mmφ x 1170mmL의 두 원통관이 결합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CN 수평관의 제원은 후일 L-H2 냉중성자원과 함께 그림 3.1과 같이 

3∼4개의 분기된 냉중성자 유도관(Guide Tube)을 설치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Be 필터를 투과시켜 얻어진 냉중성자(E < 5.2meV)를 이용한 소각산란

실험을 수행하고자 그림 3.2와 같은 Inpile Plug를 제작, 설치하 다. 이 Inpile 

Plug의 전단부 빔 개구는 60mm x 116mm이며, 후단부는 2개의 빔 개구 54mm 

x 106mm(길이: 567mm)와 400mmφ(길이: 600mm)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원

자로 벽면에서 약 5,000mm 되는 시료위치에서 30mm x 30mm의 중성자 빔을 

얻도록 제작된 것이다.다. 

그러나 SANS 장치의 최적 설계 구조는 그림 3.3에 주어진 원자로 홀 

공간과 CN 수평공 선단의 유효 빔 단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으며, 아래에 언급하는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조건에 따라 중성자원의 모든 빔들

이 검출기 중심 위치에 집속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성자빔은 가능한 모두 

차단하여 백그라운드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4는 원자

로 건물의 벽면에서 약 1,000mm 떨어진 위치(원자로 벽면에서 약12.5m)에 중성

자 검출기가 위치할 때(장치의 총 거리: 8.5m), CN 빔포트 선단의 설계 빔 단면

적(70x150mm
2
)중 60 x 60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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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ter가 

없으므로 중성자빔의 효과적인 차단과 실험자/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원자로 벽

면의 CN 수평공 보조차폐를 제거하고 이 자리에 빔 Shutter를 제작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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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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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CN beam tube with cold neutron guide tube

그림 3.2  Inpile channel of CN beam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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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HANARO reactor floor.

그림 3.4 Designed and effective beam cross 

section of C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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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빔 Shutter는 원자로 벽면과 착되는 앞면 차폐체와 직경 68mm의 

빔 개구를 갖는 빔 셔터부 및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빔 셔터부의 기본

차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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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이며,  2개의 주 제한스위치

(limit switch)에 의해서 빔의 개폐 위치를 지정하며 2개의 보조 제한스위치을 달

아 주 제한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모터 구동을 제한하며 빔이 열리지 않도록 하

으며, 또한 수동으로 모터를 회전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빔 Shutter의 제원 

및 사양은 그림 3.5에 주어졌다. 아울러 원자로 20MW에서의 빔 shutter 주변의 

취약한 차폐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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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과 같은 차폐체가 설치되었으

며, 그 내부에는 액체질소 냉각 중성자/감마선 필터, NVS(neutron Velocity 

Selector)와 중성자 굴곡기(neutron V-bender)가 설치되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

해 전단부 차폐부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CN 빔 셔터에 착되도록 하여 방사선 

누출을 최소화하 으며, 액체 질소로 냉각하는 [Bi+Be] 필터의 유지보수를 용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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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선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박스의 전.후단부의 빔 개

구 주변 틈새에서의 방사선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앞단 또는 후단 부 차

폐체에 끼울 수 있는 계단식 원통형 플러그를 전 후단의 빔개구에 제작 설치하

다. 따라서 NVS 장치 및 필터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박스를 제거 할 때는 항

상 이 플러그들을 제거해야 한다. 후단부 차폐체의 빔 중심부에는 40cmW x 

38.5cmH x 100cmL의 공간에는 중성자 굴곡기를 설치하고 차폐를 보강할 수 있

게 하 다. 이러한 차폐체의 구조는 측면차폐체에 만들어 놓은 문을 이용하거나 

또는 상부 차폐체를 들어내어 내부에 설치된 중성자 필터, 중성자 속도선별기 및 

중성자 굴곡기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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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CN beam Shutter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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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CN beam 차폐체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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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SANS전면 바닥공사 

1. 공사개요

가. 계약금액 : 2,790만원 (준공금액 : 24,409,000원)

나. 계약업체 : 오성종합건설

다. 공사기간 : 1999.11.25∼2000.2.22

라. 2000. 2. 10 공사완료, 2000. 2. 22준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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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

록 하는 것이다. 

3.  수행업무

바닥공사 업무는 1999년 8월부터 설계를 시작했으며 우선 하나로건설 도

면을 기초로 하고 원자로홀 호이스트의 SANS전면 바닥에 설치될 2D-PSD 진공

챔버에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략의 평면 설계도를 그림 3.7과 같이 작성하 다. 

건축관련 업무이기에 시설과와 협의하여 공사내역서와 working schedule를 작성

하 다. 

그림 3.8와 같이 기존 SANS전면 바닥의 레벨측정을 하 으며 SANS장

치 개요도를 작성하고 2D-PSD 진공챔버가 바닥에서 52°회전하는 역을 나타냈

다. 그리고 SANS전면 바닥에 2D-PSD 진공챔버 회전 구동을 지지하는 레일설

치를 위해 18장의 철판을 설치하는 것을 그림 3.9에 나타냈다. 

표 3.2과 같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면적, 둘레, 깊이 및 철판수량 등의 

공사내용을 요약하고 바닥공사시방서를 작성하 으며 시설과의 협조로 산출된 

공사예정비용을 토대로 내부승인을 받았다. 이 내부결재를 시설과에 발송하여 공

사발주는 시설과에서 주관하여 발주하 으며 11월 22일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졌

다. 

SANS전면 바닥에 설치할 base plate 철판은 초기 설계에서는 바닥에 심

는 철판 1층과 그 위에 수평을 잡기 위한 판 2층 등 3층의 판재를 설치하는 것

으로 되었으나 엄청난 제작비용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통하여 바닥에 심는 1

층의 철판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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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

상기에서와 같이 기존 바닥 콘크리트 제거작업에서 먼지가 발생되어 원

자로에 악 향을 막기 위해 그림 3.10에 강관비계를 설치하고 비닐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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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base plate 철판설치 절차

제작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설계변경을 통하여 3층의 철판을 1층으로 설

계변경하고, 이 1층의 철판 수를 18장에서 27장으로 늘렸는데 base plate 철판 

설치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가 제거된 부위의 기존 원자로 바닥 철근에 앵커볼트를 용접한

다. 

(2) 이 앵커볼트에 설정된 높이로 받침너트를 조립하고 그 위에 철판을 올려

서 철판의 수평레벨을 측정하면서 정확히 세팅을 한다. 

(3) 철판 레벨이 정확히 설정되면 앵커볼트 조립된 받침너트를 점용접한다. 

(4) 철판의 기울어짐이나 끄덕거림을 확인하면서 다시 철판의 레벨의 측정한

다.

(5) 측정이 완료된 철판은 앵커볼트에 직접 용접하고 철판 위로 올라온 볼트 



- 20 -

부위와 용접비드를 핸드 그라이더로 갈아낸다.

6. 슈퍼 콘크리트 타설과 에폭시 페인팅

기존 원자로바닥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철판을 앵커볼트에 설치한 나머

지 공간에 그림 3.11와 같이 슈퍼콘 혼합압송기에 의해서 Q마크 인증품인 효광

석재산업(주)의 슈퍼콘크리트를 타설하 다. 시공방법은 바닥청소, 프러이머 도

포, 슈퍼콘크리트 혼합 및 타설, 스파이크 롤링, 양생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슈퍼콘크리트 타설법의 장점은 바닥평면도가 우수하고, 공기단축 및 빠른 

경화속도로 시공능률이 우수하며 높은 강도와 우수한 접착력을 들 수 있다. 슈퍼 

콘크리트는 3일만에 완전히 양생이 되었다. 슈퍼 콘크리트로 1차의 self leveling

이 이루어진 그 위에 고려화학의 에폭시페인트 EU225(N)PTA-E-40622 greenish 

gray 페인트를 사용하여 더욱 평활하고 매끈하며 요구하는 색상의 바닥면을 얻

을 수 있다. 

표 3.2  바닥공사관련 업무내용 및 성과물

설계 및 공사 

공사

규모

- 면적 : 70m2, 둘레 : 33m

- chipping 깊이 : 철판 아래에 기초볼트를 조립 바닥철근과 연결 

가능한 깊이,

- base plate 철판수량 : 18장⇒27장

업무

범위

- 바닥 chipping, - 철판 정 설치

- 고강도 콘크리트 및 self leveling 몰탈위 에폭시 페인팅

성과물
- 개념설계도면 : 5매

- 시방서 : 2건



- 21 -

그림 3.7  초기 바닥공사 개념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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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SANS 장치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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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바닥공사 철판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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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바닥공사 강관비계

그림 3.11  슈퍼 콘크리트 혼합압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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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CN 수평공 중성자 특성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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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공에

는 H2O 냉각수가 채워져 있다. 이러한 H2O에 의한 열 중성자속의 감쇠를 보상

하기 위하여 CNS의 CN 수평공 연결 중심의 상하에 다양한 길이의 Be, Al, 

Graphite, D2O 반사체 또는 CN 중심에서 상하 10cm 에 Air pocket을 설치하고 

그 상하에 20cm-Al을 각각 채웠을 때의 CN 수평공 선단에서의 중성자속 및 감

마선속의 이득을 MCNP 코드로 평가하 다. 특히 냉중성자(< 5meV)속의 변화

량을 보기 위해 중성자 에너지를 3개 군으로 나누고 감마는 1개의 군으로 나누

었으며, 원자로 출력을 30MW로 가정하 으며, 지발 감마선의 효과는 무시하

다. 

표 3.1에는 CNS 반사체에 H2O가 채워질 때 중성자 및 감마선속에 대한 

여러 가지 두께의 여러 반사체가 설치될 때의 CN 수평공 선단의 중심에서의 상

대적인 중성자속 및 감마선속을 나타내었다. 이 계산에 따르면 Air pocket을 설

치하는 경우에 냉중성자는 2배, 감마선은 0.89배로 선질이 향상되었으나, 속중성

자는 3.5배, 열외중성자는 5.8배 증가함으로써 graphite의 반사체를 설치한 것보

다 좋은 방안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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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

법에 의해서 CN 수평공의 중성자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그러나 chopper의 경

우에는 설치 방법의 장치 기하학적 특성 때문에 중성자 검출기를 원자로에서 수

평공에서 나오는 직선 빔 위치에 놓아야 함으로, 정상출력의 원자로 상태에서는 

과다한 감마선 및 속중성자의 향 때문에 스펙트럼을 정 하게 측정하지 못하

다. 

따라서 저 원자로 출력, 즉 10KW, 100kW, 800kW에서의 스펙트럼을 측

정하 으며, 열출력에 따른 스펙트럼, 반사체의 최빈 파장 등의 결과는 기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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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고서(KAERI/TR-1290/99)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법 개발”의 제5장에 자

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고 원자로 출력(20MW)에서는 한시적 시험용 분광

장치인 US-1 Goniometer에 PG(002) 단색화 결정을 설치하여 반사법으로 측정하

다. 단색화 결정은 크기가 50mm x 50mm이고 mosaic 분포가 0.4도인 

HOPG(002)를 사용하 으며, 원자로에서 나오는 빔은 가능한 최소화하여, 즉 PG

에 입사하는 입사빕의 분산이 약 5" 정도 되게 슬릿을 설치하여, 검출기가 직선

빔으로부터 2θ가 약 8도를 벗어나면 직선빔의 향이 없도록 하 다. 

그림 3.12은 PG반사법으로 측정된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3.12(a)는 

PG(002)반사의 고차 반사와 고차반사에 따른 중성자 반사율을 고려하여 최소자

승법으로 fitting한 것이며, 그림 3.12(b)는 단순히 1차 반사만을 고려하여 해석한 

것이다. Chopper 및 단색화 결정 반사법으로 측정된 CN 수평공의 선단의 최빈 

파장은 원자로 출력에 따라서 또는 반사체 온도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

체적으로 1.73Å ∼ 1.8Å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원자로 중수 반사체의 

온도 T = 35
0
C에 해당하는 최빈 파장(1.76Å)은 이 측정 역 내에 들어 있어, 

SANS 장치에서의 중성자속을 평가할 때는 원자로 반사체의 온도를 T=35
0
C라 

가정하여 맥스웰분포를 계산하 다. 

그림 3.12. PG(002) 반사법에 의한 하나로 중성자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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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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CN 수평공 주요 부분의 위치 및 빔 개구 

3. Au 박막법에 의한 중성자 절대속 측정 

SANS 장치의 시료위치에서의 파장에 따른 중성자 강도 평가 및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CN 수평공 선단에서의 중성자 스펙트럼외에 절대속을 알아

야 한다. 이를 위해서 SANS 장치의 주요부품들이 설치될 다양한 위치에서 Au 

박막 또는 wire을 이용하여 절대속을 측정하 다. 그림 3.13 CN 수평공에 설치

된 주요 빔 개구 및 부품들의 위치를 나나낸 것이며, 절대속은 NVS 박스의 입

구 위치(X4)와 중성자 필터/NVS차폐체 바로 외부(X5)에서 측정하 다. 아울러 

SANS 장치의 감마선 및 중성자 [Bi 단결정-18cm + Be 다결정-25cm]를 설치하

을 때, 즉, 3.96Å이상인 냉중성자들만의 절대속을 측정하 으며, 또한 이를 액

체질소로 냉각하 을 때의 냉중성자속 이득을 측정하 다. 

표 3.3에는 이와 같이 측정된 다양한 조건에서의 절대속과 이로부터 평

가된 CN 수평공 선단에서의 중성자속을 노물리 계산결과를 비교하 다. 감마선 

및 중성자 필터[Bi-18cm + Be-25cm]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에서 언급하는 필

터의 특성 평가를 근거로 필터의 투과율은 0.3로 추정하 고, 공기에 의한 중성

자 흡수는 무시하 다. 또한 SANS 장치에서 액체질소 냉각 필터[Bi-18cm + 

Be-20cm]와 상온에서 Bi-12cm 단결정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한 길이가 4m인 

빔 콜리메타 입구(그림 3.13에서 X5의 위치)에 직경이 24mm(=D1)인 핀 홀을, 출

구에는 직경 8mm(=D2)인 핀 홀을 설치하 을 때 시료위치에서의 Au-wire를 이

용하여 측정된 냉중성자 절대속은 1.0 x 10
5 
neutrons/cm

2
.sec 이었다. 이는 전에 



- 28 -

측정된 중성자 속으로부터 예상된 결과이다. 

표 3.3 CN 수평공 주요 위치에서의 중성자 절대속측정 

Experimental

position

X4 (20MW) X5(20MW) Beam Tube Nose(20MW)

Remark

Capture Flu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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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에는 Au-박막/wire의 특성과 냉중성자속 계산에 대한 자료를 나타

내었다. Be 필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3.96Å의 중성자들만 투과함으로 절대속 평

가시에 에너지가 5.2meV인 Au의 단면적을 사용하 다. 그림 3.14는 이와 같은 

측정 결과를 이용해서 얻어진 CN 수평공 선단에서의 절대속 분포를 나타낸 것

이며, 후일 CNS 수직공에 액체 수소 냉각 반사체를 설치했을 때의 중성자속 변

화를 함께 나타내었다. 냉중성자 역에서도 열중성자 역에서와 같은 중성자속

을 얻기 위해서는 반듯이 냉중성자원의 설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중

성자빔 이용연구분야에서 측정된 하나로 수평 실험공에서 절대속을 측정한 위치

와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 당시의 원자로 출력을 고려하여 계산된 중성자 절대속

을 표 3.5에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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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CN 수평공 Neutron-Flux 분포 계산을 위한 공식

● Initial Activity   
A0 = 

1
ε
1
f sh

Net count
m t count

 e
λ t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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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pi.

=
Ath./Atotal+1/RCd

1/RCd

Ath.
Atotal

 = 1 - 
1
RCd (5)

● Thermal-neutron Flux.  
φ = 

1
Y

A0
σ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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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7×10
18
 number/mg).

σ a : 197
Au(n,γ)

198
Au reaction의 absorption cross section (= 87.87×10

-24
 cm

2
 ) at 1.8Å 

λ : 198
Au → 

198
H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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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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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x10
14

(20MW)
8.45x10

13

(15MW)
3.21x10

13

(22MW)
4.59x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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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x109
a. 3.57x109

b. 2.05x10
9

a. 9.02x106

b. 4.44x10
6 6.55x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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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CN 수평공 선단에서의 평가된 중성자 절대속 분포 



- 31 -

제4장 주요부품 설치 및 성능시험

제1절 중성자 및 감마선 필터 특성 평가[5-8]

SANS 실험에서는 원자로에서 직선으로 나오는 백색중성자(white 

neutron) 중에서 단지 냉중성자만을 단색화시켜 시료에 입사시킨다. 따라서 직선 

중성자 빔에는 상당량의 속중성자와 감마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마선 및 중

성자 필터 사용하거나 또는 중성자 굴곡기(V-bender)를 사용하여 원자로 직선빔

으로부터 시료 위치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속중성자 및 감

마선의 향을 최소화 해야한다. 특히 하나로 SANS 장치와 같이 냉중성자원과 

중성자 유도관을 설치하지 않고 원자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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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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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Å이

므로 다결정을 사용할 때는 λ ≥ 7.9Å에서, 단결정을 사용할 때는 λ ≥ 3Å 

역에서 높은 중성자 투고율을 얻을 수 있으므로 냉중성자(λ ≥ 4Å)를 얻기 위

해서는 감마선 필터로 Bi 단결정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로 SANS 장치의 

중성자 및 감마선 필터로는 액체질소로 냉각하는 [20cm Bi(단결정) + 25cm Be

(다결정)] 필터를 사용한다. 

그림 4.1a는 이 액체 질소 냉각필터의, 그림 4.1b는 액체 질소통의 제작

도면을 보인 것으로 이 냉각 필터관 크기는 내경이 66mmφ x 460mmL이다. 따

라서 이관에는 외경 63mmφ x 50mmL인 5개의 Be 다결정과 외경 63mmφ x 

200mm Bi 단결정을 1.5mm Cd으로 감아서 장전하 다. 중성자속도 선별기 및 

검출기 설치 이후 감마선 백그라운드가 다소 높다는 결과를 발견하고 2000년 말 

10cm 두께의 Bi 필터를 추가로 냉각필터관 밖에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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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a), (b) 액체질소 냉각필터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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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 단결정 중성자 필터 특성평가

앞서 언급한 봐와 같이 SANS 실험에서는 파장이 4Å 이상의 냉중성자

만을 이용하므로, 이를 위해 Bragg 차단 파장이 3.96Å인 Be 다결정을 필터로 

사용하고 있다. 즉, 양질의 냉중성자를 얻기 위해서는 시료 위치에서 필요 없는 

열 중성자 및 열외 중성자를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하며, 냉중성자의 투과율은 반

대로 높여야 한다. 따라서 SANS 장치에서 적절한 Be의 길이의 선정은 양질의 

냉중성자를 얻기 위해서 극히 중요한 장치 변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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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성자 투과율을 측정하 다. 또한 액체 질소 냉각에 따른 필터의 이득을 평가하

다[4-1].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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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는 길이가 다른 Be 다결정을 추가로 

장전할 했을 경우에의 Be 필터 투과 측정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으로 4A이하는 

모두 중성자들은 cutoff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은 위의 측정 결과로부

터 5cm Be필터의 투과율을 평가한 것이며, 4Å ∼ 6Å 이상에서의 5cm-Be 다결

정의 투과율이 상온에서 약 75 ∼ 80%정도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2 Be filter에 의한 neutron cutoff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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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5cm-Be polycrystal의 파장에 따른 투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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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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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한다. 이

는 필터의 열 비탄성 산란에 의한 것이며, 필터를 냉각하면 중성자 투과율이 증

가한다. 특히 Be 다결정 필터의 경우에는 액체 질소로 냉각했을 때 냉중성자 투

과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것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냉중성자 필터로 많이 사용

되는 이유이다. 여기서는 길이 25cm Be 다결정과 20cm Bi 단결정으로 만들어진 

필터를 액체질소 온도로 냉각하 을 때의 중성자 투과율 변화를 측정하 다. 측

정에 사용된 쵸퍼 장치의 전자적, 물리적 계수는 다음과 같다.     

(1) 액체질소 냉각효과 

그림 4.4는 20cm 길이의 Bi 단결정 및 25cm 길이의 Be 다결정을 액체질

소로 냉각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중성자 투과율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액체질소

를 필터에 채운 후 약 8시간정도 지나면 중성자 투과율이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에 보인 것처럼 시간에 지남에 따라 Be이 냉각이 되어서 파장

이 4Å - 5.5Å 역의 중성자들의 최대 투과율이 4배까지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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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20cm-Bi 단결정과 25cm-Be 다결정을 조합한 필터를 액체질소로 

냉각할 때의 중성자 투과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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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그림 4.4에서 측정된 필터로부터 평가된 액체질소 냉각시간에 따른 

투과율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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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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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은 측정한 범위의 

모든 중성자의 수의 합을 시간에 대해 나타낸 것이며, 백그라운드 효과도 포함되

어 있다.  

 
그림 4.6. MCA pulse height mode로 측정한 액체 질소 

냉각 시간에 따른 총 중성자 수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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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체질소 냉각에 따른  4∼6Å 중성자들의 투과율 변화 

그림 4.4의 필터 조건에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현재 하나로 SANS 장치에

서 사용될 중성자 파장 역, 즉 4 ∼6Å 사이의 중성자들에 대해서 액체질소 냉

각 시간에 따른 투과율 이득을  평가하여 그림 4.7에 나타내었다.  

그림 4.7. 중성자 파장 4∼6Å 역에서의 액체질소 냉각에 

따른 투과율 증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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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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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중성자 투

과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보통 4Å 이상의 냉중성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Bi 단

결정을, 냉중성자 원을 설치되어 8Å이상의 파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Bi 다결정

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하나로 SANS 장치에 설치할 Bi 필터의 중성자 및 감마선 감

쇄효과, 단결정 및 다결정에서의 파장에 따른 중성자 투과율을 측정 비교하 다. 

측정은 하나로 CN 수평공에 쵸퍼를 설치하여 수행하 으며, 냉중성자 투과 효과

를 얻기 위해서 Be 필터를 추가로 장전하 으며,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서 3mm Cd 박판을 이용하여 백그라운드를 측정하여 보정하 다. 또한 감마선 

및 중성자의 감쇄율은 MCA의 펄스 파고 측정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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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에 나타내었다. 적분강도 

측정은 MCA 펄스 파고에서 검출기에서 1.0V - 7.0V 사이의 에너지를 발현하는 

펄스들을 모두 측정하 다. 이 경우 감마선 감쇄율은 5cm당 1/10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실제적으로는 neutron screen의 효과 때문에 상당수의 속 및 

열외중성자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8. Bi 길이에 따른 측정된 감마선 감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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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중성자( < 5.2meV) 감쇄율 측정 

Be-20cm 다결정을 Bi 결정전에 설치하고, Bi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중

성자 차단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 즉 냉중성자만의 적분강도 변화율을 

측정하여 그림 4.9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 Be-20cm 필터 효과 때문에 5.2meV 

이하인 냉중성자만 모두 측정된 것으로 생각되며, Bi 단결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Bi 다결정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냉중성자 투과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Bi Bragg 차단 파장이 7.9A인 것에 기인한다.  

그림 4.9. Bi 길이에 따른 냉중성자 감쇄율  

5 10 15 20 25 30
100

1000

 

 

only polycrystal 

12cm single crystal + polycrystal 

 PureN Pure Cold Neutron( < 5.2 meV) Counts

                Inserted Be(20cm) polycrystal filter

                Neutron Screen : Cd(3mmT) + Boron Rubber(5mmT)

                MCA, PHA : Integrated range 100 - 700 channels 

           Data : Integrated intensity(w ithout screen -  with neutron screen) 

In
te

gr
at

ed
(t

ot
al

) 
C

ou
nt

s 
/ s

ec

B i filter thickness(cm)



- 39 -

(3)  Bi 단결정과 Bi 다결정의 투과율 비교

쵸퍼를 이용하여 Bi 단결정 12cm 및 Bi 다결정 5cm의 투과율을 측정 그

림 4.10에 나타내었다. 측정에 사용된 단결정은 결정립의 크기가 큰 block 단결정

이므로, 중성자 투과 위치가 다른 2개 위치에 대해서도 측정 비교하 다. CN 수

평공에 기본적으로 Pb 5cm + Bi 17cm의 금속 괴를 장전하 으며, 백그라운드를 

보정을 위하여 3mm Cd 스크린을 사용하 고 쵸퍼의 투과율과 검출기의 효율을 

보정하여 투과율을 구하 다. 그림 4.11에는 Bi 다결정 및 단결정을 투과율을 비

교하기 위해 동일 길이에 대한 투과율을 나타내었다. 이 측정 결과에 따르면 Bi 

단결정의 경우에 길이가 12cm 인 경우에도 중성자 파장 4 ∼ 5.5Å에서 투과율

이 약 70%정도이며, Bi-5cm 다결정인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투과율을 보

이고 있다. 동일 길이 5cm에서의 중성자 투과율은 단결정의 경우에 약 85%정도

로 다결정 약 75%보다도 투과율이 월등하게 좋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12cm-Bi 단결정, 5cm-Bi 다결정의 중성자 투과율 비교(3mm Cd 

박판에 의한 백그라운드, 검출기 효율, 쵸퍼 투과율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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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12cm-Bi 단결정과 5cm-Bi 다결정의 동일 길이(5cm)에 따른 

중성자 투과율 비교(3mm Cd 박판에 의한 백그라운드, 검출기 효율, 쵸퍼 

투과율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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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성자 단색화 장치 설치 및 성능시험

1. 중성자속도 선별기(Neutron Velocity Selector, NVS)

가.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원리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중성자 필터를 통과한 중성자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단색화 시켜주는 장치이다. 백색중성자를 단색화 시켜주는 것은 백색 중성자빔을 

수 Å의 특정 Bragg cut-off 파장을 가진 Be, BeO등에 투과하는 방법으로도 가

능하나 이 방법은 투과율과 분해능이 낮고 10Å 이상의 파장을 가진 단색화된 

중성자빔을 얻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4-20Å 범위의 파장을 갖

는 단색화된 중성자빔을 만들 수 있는 기계적인 중성자 속도 선별기가 SANS 실

험에서는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림 4.12(a),(b)는 중성속도 선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4.12(a)

와 같이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회전체에 나선형의 넓은 블레이드(blade)가 붙어있

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나선형 블레이드들은 중성자가 투과하지 못하도록 차

폐물질이 도핑 되어있어 중성자속도 선별기가 회전하면 회전속도에 따라 특정한 

속도를 가진 중성자만이 투과할 수 있다. 그림 4.12(b)는 중성자빔에 대해 수직한 



- 41 -

방향으로 중성자속도 선별기를 도시한 것으로 α는 중성자빔의 divergence, β는 

블레이드 사이의 divergence, b는 블레이드 사이의 길이, L는 중성자속도 선별기

의 길이, γ는 블레이드의 나선각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4.12(c)는 v  공간에서 투

과되는 중성자의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φ(V)는 입사되는 중성자의 도분

포, A(V)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에 의해 주어지는 투과함수, 그리고 u는 중성자속

도 선별기의 회전속도를 나타낸다. 그림 4.12(c)에 나타난 바와 같이 φ(V)와 

A(V)  그리고 u에 의해서 투과되는 중성자의 속도분포가 결정되고 속도분포가 

결정되면 투과되는 중성자의 파장범위도 결정된다. 중성자속도 선별기를 투과되

는 중성자의 도분포 φ t(V)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φ t(V)=A(V)⋅φ(V) (4.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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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그림 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성자의 도분포함수, φ(V)가 입사빔의 

divergence 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삼각형 분포를 가질 경우에는 T(V)  는 오직 

V/V0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림 4.12 중성자속도 선별

기의 측정원리; a) 나선형 

블레이드 type의 중성자속

도 선별기 b)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단면도 (c) v  공

간에 표현된 중성자의 속도

분포.



- 42 -

v  공간에서의 중성자빔의 분포가 Gaussian 함수일 경우에는 T(V)를 

유도할 수 있다. 이때 T(V)  역시 Gaussian 함수를 가지며 그 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ΔV(fwhm)=V 0⋅ α
2
+ β0

2
/tgΓ  (4.3)

또한 maximum transmission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m=T(V 0)=Tm̂⋅β0/ α
2
+ β0

2 (4.4)

이 때 Tm̂은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로터축에 평행한 중성자빔에 대한 peak 

transmission을 나타내고, β 0= b/L , 그리고 tgΓ=u/V 0로 정의된다.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resolution, R은 R=ΔV/V 0로 정의되므로 식 (4.3)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V 0⋅R
-1
⋅ α

2
+ β0

2
= u (4.5)

식 (4.5)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에 대한 모든 인자들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성능이 좋으려면 peak transmission값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높

은 peak transmission 값을 i)높은 중성자속도, ii)좋은 resolution, iii) 큰 입사빔

의 divergence 조건에서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림 4.12과 식 (4.3), 

식(4.4)을 고려하면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 u를 높이는 것이 이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 제작시 고려사항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성능

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회전속도는 나선형으로 부착된 블레이드의 인장강

도에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블레이드들의 숫자를 증가시키면 높은 투과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블레이드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중성자속도 선별기 전

면에서의 중성자 흡수, 1-Tm̂  가 커지게 되어 이 요인이 블레이드의 숫자에 대

한 제한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직경이 커질 경우 radial 방

향으로의 transmission deviation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상승하고 설



- 43 -

치면적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4.13는 twist angle 11.9°, 250개의 블레이드 조건에서 α각의변화에 

따른 peak transmission, Tm과 resolution, R을 high speed와 low  speed에서 비

교한 것이다. 그림 4.1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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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ξ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투과중성자의 속도 범위가 줄어들어 resolution이 좋아지고, ξ가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투과중성자의 속도 범위가 증가하고 resolution이 저하된다. 

그러나 ξ값이 증가하면 peak transmission Tm이 감소하므로 적절히 조절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림 4.14은 빔 두가지 height 조건에서 ξ의 변화에 따른 peak 

transmission, Tm,resolution, R, current density(∼
⌠
⌡T(V)dV≈R⋅Tm) 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beam height가 작을 경우 peak transmission과 resolution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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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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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제원

SANS 실험에서 사용될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독일 Dornier사에서 제작

한 것으로 0.4mm 두께의 72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4.15는 Dornier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블레이드 재료로는 가볍고 강도가 

높은 탄소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료를 채용하 고 중성자를 흡수하기 위하여 
10
B

을 코팅하 다. Dornier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길이 296mm인 회전체를 최고 

28,300rpm으로 회전할 수 있으며, 회전수에 따라 0.45-4.3nm 범위의 중성자 파장

이 결정된다. 이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α=30′, ξ=0, 빔 height=20mm 조건에서 

88%의 투과율과 10.5% resolution을 나타낸다. 표 4.1은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자

세한 제원을, 그림 4.16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제작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4 두가지 빔 height 

조건에서 ξ의 변화에 따른 

peak transmission, Tm, 

resolution, R, current 

density(∼R⋅Tm)의 변화의 

변화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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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72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된 

Dornier 중성자속도 선별기 

2. 동작 특성 및 설치

가. 시스템 구성

그림 4.17은 monitoring 시스템이 포함된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전체 시스

템 구성을 보여준다. 전체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으로 중성자속도 선별기, 

converter, monitoring 시스템 포함된 data aquisition unit, 그리고 PC로 구성되

어 있고, 이것들은 그 기능에 따라 선별기, drive 시스템, 작동을 위한 제어 프로

그램, monitoring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다음은 기능에 따라 분류된 구성요소들

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1) 중성자속도 선별기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블레이드 carrier, 블레이드가 포함된 로터와 케이스

로 구성되어있다. 높은 인장강도와 비틀림강성을 갖기 위하여 갖기 위하여 블레

이드내의 탄소섬유들은 90°를 벗어난 각도로 적층되어 있다. 블레이드에는 중성

자를 흡수하기 위하여 
10
B이 코팅되어 있으며 그 함량은 36g/m

2
 이상을 유지하

도록 제작되었다. 케이스 원통형 모양으로 알루미늄 재질로 진공도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었고 냉각수, 진공라인, 전선등이 한쪽면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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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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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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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monitoring 시스템

(2) Drive system

Drive system은 모터와 convert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18는 drive 

system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모터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로터 안에 위

치하며 회전장을 일으키기 위한 코일은 안쪽에 바깥쪽에는 자석이 설치되어 있

다. Converter는 로터의 회전속도를 급격히 감소시키기 위한 braking circuit 과 

로터의 position detection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3) 작동을 위한 제어 프로그램

PC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은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제어와 monitoring을 

기능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중성자속도선별기의 제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Control and display of the selector operating mode

* Speed-controlled norma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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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by operation (idling cycle)

* Braking

그림 4.18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drive system의 

모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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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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itoring 시스템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역할 이

외에 여러 실험인자들을 monitoring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프로그램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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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은 monitoring 시스템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 나타난 

인자들에 대해 하드웨어 시스템은 모두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

프트웨어 시스템은 그림 4.19에 나타난 인자들의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해 주며 

그 값들이 허용범위를 넘을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오거나 장비에 브레이크가 걸

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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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에 있지 않으면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작동을 하지 않거나 멈추게 된다. 표 4.2는 

온도, 진공도, 회전속도, water flow에 대한 작동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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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tion은 속도의 단위로 주어지며 BCU란 bearing의 condition을 나타내는 인

자로 non-dimensional 인자다. BCU값은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가 증가

할수록 증가한다. 그러나 vibration은 지지대의 중량이나 강성에 의존하고 특정한 

속도범위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 제작사에서는 자체 실험한 조건을 근거로 

3600-4200mm/sec 범위와 7300-8600mm/sec 범위에서 높은 vibration을 나타내므

로 이 두 회전속도 범위에서의 작동을 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4.3은 

vibration과 BCU 값의 작동범위를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에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9 Monitoring 시스템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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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온도, 진공도, 회전속도, water flow에 대한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작동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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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작동방법

중성자속도 선별기는 매뉴얼 작동방법과 컴퓨터 작동방법의 두가지 방법

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매뉴얼 작동은 그림 4.20에 나타난 control panel에서의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표 4.4는 control panel의 주요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컴퓨

터 작동은 NGS.exe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control 프로그램과 monitoring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진다. Control 프로그램은 표 

4.2와 표 4.3에 나타난 작동조건들을 범위를 결정하는 setup menu와 start/stop, 

회전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control menu로 구성되어 있다. Setup menu는 안전

을 고려하여 작동조건들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제작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 번호

를 입력하여야만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Control menu는 Controlling, 

Idling, Braking 그리고 Power Loss의 네 가지 m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속

도의 조절은 Controlling mode에서 이루어진다. Monitoring 프로그램은 표 4.2와 

표 4.3에 나타난 작동조건들을 컴퓨터 상에서 표시해 주며 setup menu에서 결정

된 안전작동을 위한 조건을 벗어날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작동을 중단

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 작동실험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작동실험은 CN 수평공에 설치하기 전 제작된 지지

대의 적합성과 구성된 시스템의 작동성능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하 다. 모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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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위에 두께 50mm 길이와 너비가 각 1000mm인 알루미늄 바닥판을 설치하

고 그 위에 중성자속도 선별기를 고정시킨 후 회전속도를 3100rpm에서 

28300rpm까지 증가시키면서 온도, 진공도, 회전속도, water flow, vibration, BCU

를 monitoring 하 다. 1차 실험은 Huber cradle을 장치하지 않고 중성자속도 선

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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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control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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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Vibration, BCU에 대한 회전속도 변화에 따른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작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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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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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1 높이/위치 조절용 알루미늄 판으로 고정된 중성자속도 선별기



- 56 -

그림 4.21는 2차실험시 구성한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설치모습을 보여준

다. 1차 실험결과 상기 6가지 실험조건에서 문제가 없었고 28300 rpm까지 회전

속도가 증가하 다. 그러나 2차 실험결과 다른 조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vibration 값이 9300-10200rpm 범위의 회전속도에서 작동조건 범위를 벗어나 중

성자속도 선별기의 작동이 정지하 다. 2차 실험후 분석결과 지지대는 중성자속

도 선별기의 진동을 감당할 만큼 무게나 강성이 충분히 커야 한다는 사실을 발

견하여 질량이 중성자속도 선별기(약 39kg)와 비슷하게 중성자속도 선별기와 직

접 접촉하는 부분의 지지대를 질량이 각각 약 20kg인 두께58mm의 강재 두 개로 

제작하 다. 그리고 높이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판 사이에 높이와 위치조

절용으로 삽입된 20mm 알루미늄판 3개를 제거하고 장치를 바닥판에 설치한 후 

3차 실험을 실시하 다(그림 4.17). 3차 실험결과 상기 6가지 실험조건에서 문제

가 없었고 28300 rpm까지 회전속도가 증가하 다. 그림 4.22은 1차, 2차, 3차 실

험에서 중성자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 변화에 따른 vibration 값의 변화와 표 4.3

에 제시된 vibration 값의 허용범위를 함께 도시한 것이다. 2차 실험에서는 

9800rpm에서 허용범위를 넘는 vibration 값을 나타내어 장치의 작동이 정지하

으나 1차, 3차 실험에서는 vibration 값이 모두 허용범위를 넘지 않아 작동에 문

제가 없는 것을 보여준다.

2000년 8월 차폐체내 설치 이후에는 큰 문제없이 작동하 고 1년에서 1

년 반 간격으로 BCU 값이 상승할 경우 베어링 교체를 위하여 제조사로 이송하

는 작업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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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로터 회전속도의 변화에 따른 vibration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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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성자 속도 선별기 설치

중성자속도 선별기를 CN 수평공내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Huber cradle과 

지지대가 필요하다. Huber cradle은 tilt angle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고 지지대는 

중성자속도 선별기와 Huber cradle 사이를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지지대는 중성

자속도 선별기의 진동을 감당하기 위하여 질량이 중성자속도 선별기(약 39kg)보

다 비슷하거나 커야 하므로 중성자속도 선별기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무게가 

각각 약 20kg인 두께58mm의 강재 두 개로 제작하 고 Huber cradle과 연결되는 

부위는 두께 20mm의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하 다. 그림 4.23은 중성자속도 선별

기에 지지대로 Huber Cradle을 고정하여 차폐체 내에 설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2000년 최초 설치시에는 그림 4.23에 나타난 것과 같은 선별기와 강재사이의 고

무패드가 없었으나 vibration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작사에서 2002년 

고무패드를 공급하여 그림 4.24과 같이 강재와 선별기 사이에 설치하 다. 그림 

4.24은 Huber cradle과 강재 지지대를 연결하는 알루미늄 판의 도면을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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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CN 수평공 차폐체내에 설치된 중성자 속도선별기

그림 4.24 Huber cradle과 강재 지지대를 연결하는 알루미늄 판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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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성자 빔 콜리메타 제작 및 설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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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현재의 제 1 비행경로는 길이는 고정하고, 입구 및 

출구에 단지 빔 슬릿을 설치하여 빔의 크기만을 변화시킬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시료에 입사되는 주변 열외 중성자 및 감마선의 향에 최소가 되도록 차폐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4.25a와 같이 내경 각각 100mmφ, 170mmφ이고, 관 사이에 중성자 

차폐체인 B4C 분말을 채운 이중 관을 3개 연결하여 그 뒤에 진공 gate(DN100) 

및 길이 선택용 진공관을 연결하는 총길이 3,965mm되는 진공관이며(그림 4.25b), 

진공관의 입구 및 출구에는 3mm Quartz window를 만들어 중성자 투과를 높이

고 내부를 관찰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사용중 진공도는 10
-2 

torr 이하로 유지

한다. 또한 진공 gate와 뒤에서 업급하는 시료대 다목적 챔버사이에는 길이 

200mm, DN63의 주름 진공관(bellows)을 설치하여 공기중의 노출을 최소화하

다. 각 연결된 이중 진공관 사이에는 boron이 함유된 25mm PE와 0.8mm Cd 차

폐체를 겹쳐서 일체형의 차폐체를 만들고, 빔 개구를 5도 각도로 taper지게 가공 

설치하여 시료에 빔을 집속하도록 하 으며, 관 내부 표면에는 Cd 판으로 씌워 

필요 없는 중성자 및 감마선의 내부 차폐체에서의 산란에 의한 혼입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 으며, 1차 비행경로 외부에는 200mmH x 400mmW PE 차폐체

에 반원형 홀을 내어 이중 관을 상하로 덮음으로써 차폐를 보강하 다. 비행경로

의 하부에는 상하, 좌우 조정 및 하부지지 데이블에 고정할 수 있는 조정대를 설

치하여 제 1 비행경로 차폐체의 빔 중심선을 CN  빔 중심선에 설치가 용이하도

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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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제 1 비행경로 차폐체의 개념도.

  

                               (a)                    

                               (b)   

2.  빔 콜리메타 슬릿  

이중 진공관의 입구 및 출구에는 소각산란 실험 목적에 따라 빔 크기를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입구 및 출구에는 좌우, 상하 미세 조정용 키

트를 설치하고, 여기에 감마선 방출체가 아닌 Li함유 PE와 Cd으로 제작된 크기

가 50mm x 50mm x 5mmT인 차폐체에 다양한 빔 크기를 갖는 빔 슬릿을 설치

하도록 함으로써 요구되는 장치 분해능 및 최소 산란벡터 Qmin에 따라 실험 중에

도 슬릿 크기의 교체를 용이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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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료대 및 시료대 다목적 진공 챔버 제작

1.  기본 시료대 

본 장치는 실험 목적에 따라 시료와 다양한 시료환경장치를 설치할  기

본 시료대로서, 그 위에 모터 구동 정  제어 회전체, 직선이송장치 및 진공 챔

버가 설치된다. 또한 2-D PSD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약 6톤에 해당하는 

2-D PSD용 진공 챔버의 회전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다목적 

기능 외에 충분한 강성을 지녀야 하며, CN  수평공의 빔 중심선에 정  설치되

어야 한다. 그림 4.26은 기본 시료대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며, 시료대를 설치할 

CN 수평공 원자로 후면 바닥부터 빔 중심선까지 높이는 약 1,100mm로서 원자

로 바닥부터 시료대의 중요 구성 사양은 다음과 같다. 

- 하나로 바닥에 준비된 철판 위에 높이 조정 및 고정용 바닥 고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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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 레일 위에 외경이 400mm인 원통형 자유 회전체를 설치하여, 시

료대의 적정 위치에 고정한다. 이 회전체는 약 6톤의 2-D PSD용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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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ber 430 회전체 위에는 모터 및 수동으로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삼익 TP 400 규격의 직선 유니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전자석, 저온장치, 고온장

치 등 다양한 시료환경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  또한 대부분의 SANS 실험은 상온과 2000C 아래의 온도에서 수행될 

예정으로 직선 유니트 위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시료대 다목적 진공 챔버를 상

호 간섭이 없도록 원자로 하부 바닥에 지지하여 설치하며, 위에서 언급한 시료환

경장치를 사용시에는 이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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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 홀

더를 설치하고, 이를 모터 구동이나 수동에 의해서 시료 위치를 빔 중심선에 맞

추는 장치이다. 이 다목적 진공 챔버는 위의 목적 외에 시료 바로 앞에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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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홀(D2)을 설치할 수 있는 플랜지를 설치하여, 시료에 입사하는 빔 collimation 

및 실험 목적에 따라 슬릿 계(D2)를 쉽게 바꿀 수 있다. 또한 진공 챔버의 전.후

단부에는 각각 SANS 빔 콜리메이터 와 2D-PSD 용 진공챔버를 ISO-F DN 63 

및 DN250 플란지 bellows를 연결할 수 있도록하여 공기 중에 의한 냉중성자 흡

수를 최소화하 다.

그림 4.27은 시료대 다목적 진공 챔버의 개략도이다. 챔버는 20mm 두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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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스 플레이트를 만들고, 이송거리를 430mm가 되도록 제작하 다. 베이스 플레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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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에서 운전 할 수 있도록 전원, 온도, 물 

등을 공급할 수 있는 feed trough와 view port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이 진공 챔버의 바닥에서부터 챔버의 빔 중심선(전,후단 플란지 중

심선)까지의 높이는 330.3mm이다. 이 중심선을 CN 바닥으로부터 1,100mm에 있

는 빔 중심선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챔버 외부에 높이 조정 및 고정용 

볼트/홀을 준비하여, 시료대 위에서 수평 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4.28은 제작 설치된 시료챔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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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SANS 장치 기본 시료대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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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시료대 다목적 챔버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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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제작 설치된 시료 진공챔버

제5절  2차원위치 민감형 검출기(2-D PSD)용 진공 챔버 제작 

1.  2D-PSD용 진공챔버

본 장치는 SANS장치의 핵심부품인 2차원 위치 민감형 중성자검출기

(2-D PSD, 외경 약 1.2m, 길이502mm)를 진공 중에 유지하면서 중성자를 검출

하고 또한 시료와 검출기까지의 거리를 1.2m에서 5m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장

치이며, 상세 제작 도면은 그림 4.29에 나타내었다. 운전중의 진공 챔버는 공기중

에 산소와 질소에 의한 중성자 흡수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진공도 1 x 

10
-2
torr이하, 즉 로타리 펌프를 사용하고, leak rate는 1×10

-7
 torr ℓ/sec 이하가 

되도록 하 다. 표 4.5은 Leybold DB65 진공 펌프 2대를 이용한 챔버의 측정 데

이터로서 약 3시간만 지나면 운  진공도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치의 

납품 후에 진공시험 대기압에서 시작하여 3.0×10
-3
mbar까지 내린 후, 여기서부터 

펌프를 끄고 gate valve를 잠근 상태에서의 진공의 누설 상태를 약 20일간 체크

하 으나 그림 4.30와 같이 기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진공 챔버는 단단한 외형 지지프레임 위에 설치하고 이 프레임을 필요 

각도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며, 바닥에서 진공 챔버 중심까지의 높이는 1,050mm

가 되도록 제작되었다. 이는 진공 챔버 안으로 2D-PSD의 설치/인출 등의 유지 

보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크레인이 접근되는 방향으로 이 지지프레임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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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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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중한 부하로 인해 모터/수동에 의한 레일의 회전 구동 방식으로 수정 제작 중이

다. 

중성자 및 감마선에 의한 배경산란을 줄이기 위해서 챔버의 내벽에는 

0.5mm 두께의 Cd sheet설치하 으며, 외벽에는 추가로 Borax 와 파라핀이 50:50 

혼합된 차폐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외부에는 1m 간격으로 T자형 브라켓을 준비

하 다. 이 차폐체는 추후에 배경산란의 정도를 측정하여 차폐체 두께 등을 결정

할 예정이다. 

진공챔버 내부에는 2D-PSD의 기계구동을 위해 하단에 LM(Linear 

Module) 가이드 설치용 각형 앵 을 설치하며, 그 위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자동

제어 검출기 이송대 및 beam stop 교환 시스템을 설치한다.  

 

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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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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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2D-PSD 진공챔버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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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제 2차 진공도 시험 결과

0.001

0.01

0.1

1

10

100

1000

10000

0.
01

67

0.
04

2

1.
08

3

1.
5

5.
58

3 24 44

54
.9

16

11
7.

41

15
2.

9

48
3.

92

Time(hour)

Va
cu

um
(m

ba
r)

Vacuum(mbar)

Vacuum-1(mb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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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거리를 

조정해야 한다. 검출기 이송장치는 위에서 언급한 2D-PSD용 진공 챔버 내부의 

각형 앵  위에 설치되어 시료와 검출기의 위치를 변화시키며, 빔 stop 교환장치

는 중성자 입사 빔에 의한 검출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크기가 다른 중성자 

흡수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알루미늄 6061을 

사용하고, 검출기의 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linear roller bearing(Thomson 

bearing)을 사용키로 하 다. 그림 4.31은 검출기 이송장치 및 빔 stop의 교환장

치의 상세 제작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4.32는 제작 완료되어  2-D PSD 

진공 챔버에 설치된 검출기 이송장치 및 빔 stop 교환장치의 모습이다.

가. 검출기 이송 장치(detector carriage) 

검출기 이송장치는 2D-PSD용 진공 챔버 내부의 각형 앵  위의5.3m의 

LM가이드/레일에 설치된 운반체이며, 2상 스탭 모터에 의해서 위치를 정  구동

제어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후일 이송장치의 수정 보완을 위해서 제작에 사용된 

중요 부품들의 기본 사양을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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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or carriage base 및 구동을 위한 레일, 블럭, 모터, 케이블 덕트

  및 베이스 

- liner motion bearing ; RW- 8V 2EA (0.5 " BAR)

        ; RW- 8S 2EA (톰슨사 제품)

- 스톱퍼를 상하, 좌우 이송하기 위한 구동 시스템

L/M (X,Z) ; HSR15TA  4EA, HSR15 - 200L, HSR15 - 640 L

- 스톱퍼 시스템 

- External carriage

이송 장치 위에는 2-D PSD 중성자 검출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송장치

는 2-D PSD의 중심이 하나로 CN 수평실험공 후단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050mm가 되도록 모든 부품들의 제작이 이루어졌다. 특히 진공챔버 내에 설치

되어 있는 각형 앵 에서부터 2-D PSD의 중심까지의 높이가 600mm가 되도록 

모든 이송대의 치수와 높이가 결정되었다. 이송장치의 구동방법으로는 랙, 피니

언 기어와 스탭 모터를 이용하 으며 LM의 설치시 이음부의 주행 및 보전시에 

탈 부착이 원할 하도록 하 다. 또한 이송 중에 장치의 안전을 위해서 LM 가이

드/레일의 전단부와 후단부에는 이중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고, 이송장치에는 

2-D PSD에 공급되는 각종 전원, 전자제어 케이블, 공기공급 파이프 등의 간섭이 

안되도록 cable bear를 설치하고, 이를 진공 챔버의 중심부에 마련되어 있는 플

랜지를 통해 밖으로 유도하도록 하 다. LM의 설치시에 설치 지그를 이용하 으

며 조립 및 검사 시에도 지그로 확인하여 평행도 및 수평도는 0.05mm/1M 이내

로서 주행시 원활하게 구동되도록 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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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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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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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빔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250mm, 상하로 60mm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특

히 좌우 축은 2-D PSD용 진공 챔버 내에서 이송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 다. 

구동장치의 안전을 위하여 구동장치의 양끝 단에 리미트 스위치를 부착하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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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된 

외부구조물을 제작하 다. 이 외부 LM 가이드/레일은 진공 챔버의 경판을 열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LM 가이드/레일에 맞추어 설치, 고정되도록 구조물을 제작

했다. 또한 2-D PSD가 설치된 이송장치가 안전하게 외부 LM 가이드/레일의 구

조물로 이동되어 2-D PSD의 검출기를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

록 했다. 이 외부 LM 가이드/레일 구조물은 좌우 및 높이 조정의 기능이 있어 

진공챔버 내부에 설치되는 LM 가이드/레일과 수평, 수직으로 정 하게 조정 설

치할 수 있도록 했다.

3.  2-D PSD 이송대 및 빔 stopper 특성 시험 결과

용남(주)에서 제작한 이송대 및 빔 stopper의 구동 시험을 하기 위하여 

스테핑 모터 콘트롤러(PK), 콘넥터(MS), 전원 및 신호선 케이블(6 pin), limit 

switch를 준비하 다.

가. 이송대의 구동 시험 

이송대가 진공 쳄버내의 레일 위에서 림(back rush)없이 정확한 위치

의 왕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태핑 모터의 출력 토오크가 충분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구동전류가 4.7A의 스태핑 모터와 감속비가 1/20인 감속기아를 사

용하 다.  쳄버 레일의 전후에 리미트 스위치(normal close)를 달았으며, 스태핑 

모터 콘트롤라는 이송대가 상하 제한점에 도달하 을 때 limit switch가 open된

다.  이 신호를 이용하여 이송대가 제한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모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도록 프로그램하여 1주일 동안 연속하여 구동시험을 하 다. 

구동시험결과 컨트롤러 드라이버의 구동력이 부족하고, 기어에 문제가 발

생하 으나 모터 컨트롤러를 교체하고 기어와의 기계적 연결을 보강하여 문제를 

해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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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검출기 이송장치 및 빔 stop교환장치 제작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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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진공 챔버에 설치된 검출기 이송장치 및 빔 stop 교환장치

나. 빔 스토퍼 구동 시험

빔 스토퍼는 몸체의 좌우 운동, 상하운동과  3개의 빔 스토퍼를 90도 올

리고 내리는 운동을 5개의 스테핑 모터로 조절하고 있다.  준비는 각각의 운동에

는 2개씩 limit switch가 10개가 달려 있어 20개의 신호선과, 한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선이 6개씩 30개의 전원선, 연결 콘넥터(MS, 소켓콘넥터), 4축 스테핑 

모터 콘트롤라를 준비하여 구동 시험을 하 다. 

(1) 빔 스토퍼 의 구동 시험.

(가) 좌우 운동

빔 스토퍼의 좌우 운동은 모터 콘트롤라의 SU(slow up), SD(slow 

down) 기능만 보강된다면 큰 문제점은 없다.

(나) 상하 운동

빔 스토퍼의 상하 운동은 처음에는 1대1의 구동기어로 힘을 전달하는 과

정에서 힘이 모자라 정지점에서 림 현상이 발생되어 1대 2 타이밍 벨트로 교

체하 다.  

(다) 90도 운동

3개의 linear actuator 모터로 빔 스토퍼를 90도 올리고 내리는 운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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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처음 운동 시작점에서 축 가이드에서 떨림 진동이 심하게 발생되었다. 이 현

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터의 속도를 낮추면 빔 스토퍼를 올리고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6절 2차원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설치 및 성능 시험 

1. 상세 제원 및 제작 특성 기술  

가. 상세 제원

Model 2660N 2D-PSD(2 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detector)는 

ORDELA사에서 제작한 것이다. 그림 4.33은 NIST에 SANS 장치에 설치된 같은 

모델의 사진이다. 이 모델은 검출기안에 position decoder electronics와 데이터 

수집장치 그리고 전원과 바이어스 공급장치들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2D-PSD

의 압력관과 electronics를 봉입된 window는 모두 6061-T6 알루미늄으로 제작되

었고 이 장치들은 모두 진공 하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안전을 위하여 

Window는 작동압력의 두 배의 설계압력으로 제작되었고, 압력관들은 모두 50% 

이상의 작동압력에서 안전성을 확인하 다. 
4
He는 buffer gas window의 두께에 

대한 counter-depth를 개선하기 위하여 entrance window에 봉입되었다. Count 

gas 로는 77% 
3
He 와 23% CF4 의 혼합 gas가 260kPa의 압력으로 봉입되었다. 

그림 4.34는 2D-PSD의 제작도를 나타낸 것이다. 

2D-PSD에서는 Amplifier-per-wire법으로 위치측정과 중성자검출이 이루

어진다. 이 방법은 spatial resolution이 우수하고, 중성자 검출능력이 크고, 내구

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2D-PSD에서 측정되는 역은 64.5cm x 64.5 

cm이며 128x128 pixel로 구성되어 있다. 표 4.6은 2D-PSD의 주요사양 및 제원

을 나타낸 것이다. 

2D-PSD의 position encoding electronics는 256개의 output(x축, y축 각

각 128개씩)에 대한 독립적인 amplication과 discrimination을 위하여 cathode 

wire 하나당 한 개씩의 preamplifier/discriminator를 가지고 있다. 모든 cathode 

wire의 signal들은 16개의 set로 구성되어 있고 각 set는 modular preamplifier 

card, discriminator card 그리고 front-end-processing card를 가지고 있다. 인접

한 wire 사이의 Multiple Event Discrimination(MED)은 Programmable Gate 

Array(PGA)회로를 통해 처리되며 이 기술은 검출중에 발생하는 노이즈들도 제

거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256개의 output은 컴퓨터에 장착된 Fast Digital 

Interface(FDI)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wir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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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lification과 discrimination 그리고 high voltage의 setting은 RS-485 시리얼 

버스를 통해 컴퓨터로 제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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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이 가능

하며 100ns/event(10MHz)의 성능으로 data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표 4.6 ORDELA Model 2660N 2D-PSD의 주요사양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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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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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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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33 ORDELA Model 2660N 2D-PSD; (a)옆면, (b)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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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2D-PSD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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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변부품과의 연결과 그 내부구조

(1) 그림 4.35과 2D-PSD와 주변부품간의 cable 연결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6553 

interface box는 data aquisition을 위한 것이고 RS485 시리얼 cable은 2D-PSD

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Preamplifier는 nuclear amplifier을 통해 

oscilloscope로 연결되고 P.G. out은 pulse generator와 연결된다. 이 두 가지는 

실제 중성자 검출과정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2D-PSD 장치내의 electronics를 

점검할 예비실험시 사용된다.

(2) 2D-PSD를 진공챔버에 설치할 때는 그림 4.35에 나타난 cable 연결이외에도 진

공호스를 연결하여야 한다. 그림 4.34의 2D-PSD의 뒷면을 나타낸 그림에서는 

KF NW50, ψ2.0 IN 규격의 진공호스를 연결하는 세 개의 구멍이 나타나 있다. 

이중 1개는 vent를 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개는 그림 4.35에 

나타난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cable들을 관통시켜 진공챔버 밖으로 빼내기 위해

서 이용되는 것이다.

(3) 2D-PSD의 cathode wire와 electronics는 2D-PSD 내부에 연결이 완료된 상태

로 설치되어 있다. 그림 4.36는 검출기 안쪽의 cathode wire 연결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Cathode guard wire는 ground에 연결되어 있고, anode와 그 guard 

wire는 anode bias SHV 커넥터에 연결되어 있다. 그림 4.37는 진공봉입된 

electronics의 연결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두 개의 power supply가 110V/50Hz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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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을 공급하고, 

ASTRODYNE Model AS-100F-5는 ORDELA AIM-310 Module과 2660N 

Back-End Board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 두 전원은 1.5A 퓨즈로 분리되어 있

다.

다. 2D-PSD의 중성자 검출원리

열중성자가 2D-PSD로 입사되면 
3
He 가스와 반응하여 

3
He(n,p)반응에 의

해 proton과 triton이 760keV의 에너지를 갖고 발생한다. 발생한 proton과 triton

은 함께 충진된 CF4 가스에 의해 운동을 멈추는데 이때 이동거리는 약 0.8cm이

다. 검출기의 gas의 ionization potential이 약 30eV이므로 
3
He(n,p)반응에 의해 

여기된 760keV의 에너지로 약 760000/30∼2.5x10
4
 개의 자유전자가 발생한다. 이 

자유전자들은 발생지점으로부터 수직궤도를 타고 바이어스된 anode plan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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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며 이때 수직궤도로 이동하므로 반응지점의 좌표가 그대로 전달된다. 고전

압으로 바이어스된 anode wire에 전자가 충돌하면 avalanche 현상이 일어나 이

동한 전자(drift electron) 하나당 약 40개의 전자-이온쌍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avalanche 현상에 대해 약 150fC의 전하가 발생한다. 이 avalanche 전자

들은 anode에, avalanche 이온들은 cathode에 모아진다. 이때 최초에 발생하는 

avalanche 이온의 빠른 속도로 인하여 두 개의 직교하는 cathode wire에서 

<20ns time duration을 갖은 pulse가 발생하고 이 결과 중성자 입사된 좌표가 정

의된다.

그림 4.35 2D-PSD와 주변부품의 cable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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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2D-PSD의 cathod-plane 연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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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진공 봉입된 electronics의 연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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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n,p)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proton과 triton의 이동거리는 0.8cm로 

anode나 cathode wire의 피치(0.5cm)보다 크다. 그러므로 한 개의 neutron event

로 발생하는 drift electron의 분포가 3개의 anode wire에 향을 주는 경우도 발

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2D-PSD에서는 두 개의 인접한 

discriminator에서는 triggering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조절되고 있다.

2. 전자적 및 중성자 특성 평가 

가. 2D-PSD에 대한 Factory acceptance test

(1) Test의 목적

Factory acceptance test는 ORDELA 2660N 2D-PSD에 대해 장치성능평

가를 위해서 ORDELA 사에서 실험한 것이다. 이 Test 목적은 다음과 같다.

- Multiplication factor, 검출효율, differential linearity,

  안정성에 대한 작동조건 확립

- 확보된 작동조건 하에서의 system 동작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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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일간의 작동조건에서의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 확인

(3) Test 결과

(가) 초기 test 조건

- Model number 266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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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al number 002

- Leak checked 10/13/99

- Gas fill 10/15/99

- Total pressure(torr) 2022

  CF4 464

  3He 1558

(나) Anode monitor circuit

High voltage filter box는 2D-PSD의 response를 얻기 위한 역할을 하며 

calibration pulse를 인가하기 위한 1pF capacitor, anode capacitance CA, anode 

preamplifier CL로 구성된다. 이 Anode circuit에서 1V input signal에 대한 

effective anode charge QIN값은 157fC이다.

(다) Gas multiplication factor

한번에 검출되는 neutron event로 생성되는 proton 및 triton에 의해 발

생되는 charge는 765keV이고, 전자-이온쌍을 생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평균 

ionization loss는 30eV이다. 그러므로 gas multiplication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되는 charge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그 값은 4.1fC/neutron이다.

7.65x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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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된 

output amplitude 결과에서 effective charge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계산된 

effective anode charge를 4.1fC로 나누면 gas multiplication 값이 결정된다. 그림 

4.38은 high voltage 변화에 따른 effective anode charge와 gas multiplication 

factor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검출되는 데이터가 각 bias setting에 대한 

amplifier의 gain에 대해 무관하게 얻어지려면 high voltage 값에 따라 결정되는 

output amplitude와 gas multiplication 값이 1V pulse generator로 얻어지는 

output amplitude와 gas multiplication 값과 근사하여야 하며 이 조건을 만족하

는 high voltage 값이 작동전압으로 결정된다. 2D-PSD에 대해 이 조건을 만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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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igh voltage 값은 그림 4.3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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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8 High voltage 변화에 따른 effective anode 

charge와 gas multiplication factor의 변화

(라) Reference anode spectrum

Anode pulse height spectrum은 2D-PSD가 일정한 high voltage 조건에

서 균일한 중성자선속을 가지고 있을 때 계산된다. 다음은 2.5kV의 조건에서 얻

어진 anode pulse-height spectrum의 측정결과이다.

- Amplitude at peak 133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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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lution (fwhm) 53%

- Noise level (p-p) 12%

Noise는 주로 power supply에 의해서 발생되나 noise의 양은 anode의 전

압에 변화에 대해 큰 향을 받지 않는다.

(마) Cat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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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하면 discrimination level은 0.75x0.3x1∼0.2(V)로 결정된다.

(바) Spatial uniformity adjustment

이 보정은 2D-PSD의 differential linearity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이루어

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channel에서 15% 이하의 differential non-linearity를 확

보되고 평균 differential non-linearity(rms)가 5-7% 범위에 있기 위해서는 5회 

정도 반복하여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D-PSD에서 potentiometer setting은 file로부터 주어지며 0부터 63까지 

변화하고 이때 attenuation 인자 값은 0.5부터 1사이로 변화한다. 실험시 

potentiometer setting은 모든 wire에 대해 32부터 실행되며 이때의 attenuation 

인자값은 0.75이다. 보정실험은 각 wire에 대해 평균 count rate에 대한 deviation

을 측정하고, 평균 count rate 값에 근사하도록 각 potentiometer setting 값을 조

절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표 4.7은 5회 반복하여 보정을 수행할 때의 

differential non-linearity(rms)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반복횟수가 증가함에 따

라 differential non-linearity(rms)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정을 마친 

2D-PSD에 대해 uniformity를 측정한 결과 10%미만의 differential non-linearity

를 나타내었다. 보정실험후 만들어진 uniformity를 만족시키는 potentiometer 

setting값은 CalORD.pot file로 만들어져 실제 측정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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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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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Detection efficiency sensitivity

작동조건(2.5kV, discrimination setting 200mV)에서의 sensitivity는 high 

voltage와 discrimination level의 변화에 따른 count rate의 변화로 평가한다. 

Count rate vs high voltage, count rate vs discrimination level을 각각 plot하여 

작동 조건 하에서의 slope로 sensitivity를 평가한다. 다음은 측정된 efficiency 결

과이다.

- Slope at operating point :

Efficiency vs high voltage 6%/100volts

Efficiency vs discriminator level 0.1%/1%

(아) 안정성

안정성을 40일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같은 조건에서 anode pulse height 

spectrum을 측정하여 평가하 다. 측정결과 2% 미만의 deviation이 나타나 안정

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PC를 통한 2D-PSD의 작동

ORDELA 2660N 2D-PSD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작동하지 않고 PC에서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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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되

어 중성자 검출이 가능해진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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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에 따른 2D-PSD와 부품들간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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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lse generator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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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μ

s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ORDELA 사에서 제공한 장치 manua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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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

램의 firmware version menu을 실행하여 이루어진다. 실행결과 version 번호를 

확인하여 PC와 2D-PSD간의 통신상태가 정상적임을 확인하 다.

라. 2D-PSD 진공챔버내 설치 및 빔 특성 평가

2000년 8월 2D-PSD를 진공챔버내에 설치하 고 중성자빔 특성을 평가

하 다. 그림 4.39는 진공챔버내에 설치된 2D-PSD를 나타낸 것이다. 설치후 특

성 평가결과 제조사에서 제시한 특성에 부합하는 성능을 나타내었다. 그림 4.40

은 2D-PSD moving cart위에 얹어진 2D-PSD를 나타낸 것이다. Moving cart에

는 검출기 진공 챔버 내부와 마찬가지로 LM guide가 설치되어 있기에 moving 

cart와 검출기 진공챔버를 접촉시킨 후 moving cart를 고정하면 2D-PSD를 용이

하게 진공챔버내로 이송할 수 있다.

그림 4.39 진공챔버내에 설치된 2D P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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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Moving cart위에 설치된 2D-PSD

제7절 기타 부품 제작 및 성능시험

1. 검출기 챔버 회전용 레일 및 구동시스템 제작

그림 4.41은 검출기 챔버 회전용 레일 및 구동시스템이다. 검출기 챔버가 

회전하면 한번에 측정할 수 Q 역이 증가하여 측정효율이 2배이상 향상되게 된

다. 회전레일은 10톤 이상을 지지할 수 있도록 고강도 철강소재로 제작되었고, 

회전 카트에 설치된 레일카트는 감속기어를 사용하여 핸들을 손으로 구동하여 

회전이 가능하다. 원자로심에서 원자로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좌로 5˚ 우로 10˚

까지 회전이 가능하며, 2.5˚, 5˚, 위치에 핀을 꽂을 수 있는 핀홀이 위치하여 정해

진 각도로 회전한 후 고정할 수 있도록 하 다.  

2. 검출기 좌우이송장치 제작

검출기 SANS 실험시 측정 Q 역을 쉽게 확장하기 위하여 또는 넓은 

Q 역을 한번에 측정하기 위하여, 2-D PSD 진공 용기 내부에 설치할 검출기 

좌우 이송 장치를 제작, 완료하 다. 그림 1.1.4는 2D PSD 진공 용기 내부에 설

치된 좌우 이송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검출기 좌우이송장치는 스테핑 모터로 구

동되며 이송거리는 최대 294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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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검출기 챔버 회전용 레일 및 구동시스템

그림 4.42 검출기 좌우 이송대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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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터 구동 제어장치 설치 및 성능시험

가.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모터 구성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스테핑 모터가 총 8개 

설치되어 있다. 표 4.8은 중성자 소각산란 장치에서 사용하는 스테핑 모터의 종

류와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스테핑 모터의 제어는 본 연구그룹과 Power Korea 

사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모터 제어기를 사용하고, 2대의 모터 제어기로 총 8대의 

모터를 구동한다. 

표 4.9는 모터, limit 스위치, 케이블, 모터 제어기의 상세 연결을 나타낸 

것이다. 엔코더는 (주) 협성사의 제품으로 모델 MH60-1204VL이다. 모터와 모터 

제어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2개의 Junction Box가 존재하며 하나는 진공 챔버 내

부(표에서 inside chamber의 "JBox2"로 표시)에 설치되어 각 모터 및 엔코더에서 

모아진 케이블을 모아서, 이를 진공 feedthrough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머

지 하나는 진공 챔버 밖(표 에서 outside chamber의 "JBox1"로 표시)에서 설치

되어 있어, feedthrough를 통과한 케이블을 모아서, 각 모터 드라이버에 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터의 케이블들은 모두 MS connector와 JBox2에 연결되

고, 엔코더 케이블은 잡음신호를 피하기 위해서 MS connector를 사용하지 않고 

모터에서 온 케이블이 직접 JBox2의 단자에 연결된다. JBox2와 진공 챔버 

feedthrough와의 연결은 37 pin(cable #1) 및 35 pin(cable #2)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며, JBox1과 모터 드라이버의 연결은 모터는 6 pin 케이블 및 MS connector

로 연결되고, limit 스위치는 9 pin 케이블을 사용한다.  

표 4.8 스테핑 모터의 사양과 주요 기능  

Motor Motor 
Cable Encoder Limit 

Cable PK Controller Function +/-
Direction

Slo-syn 4.7A
(M062LE09) M1 無 L1

Controller 1: 
•M1 2D-Detector 이동 東⊕/西⊖

Oriental 3A
(PK266-03B)

M2 有 L2 Controller 1: 
•M2

Beam stop 좌우 南⊕/北⊖

Oriental 3A
(PK266-03B) M3 有 L3 Controller 1: 

•M3 Beam stop 상하 상⊕/하⊖

Eastern 2A
(LA23GCKJ-200-6) M4 無 L4

Controller 2: 
•M1 Beam stop 35mm up⊕/down⊖

Eastern 2A
(LA23GCKJ-200-6)

M5 無 L5 Controller 2: 
•M2

Beam stop 40mm up⊕/down⊖

Eastern 2A
(LA23GCKJ-200-6) M6 無 L6 Controller 2: 

•M3 Beam stop 55mm up⊕/down⊖

Oriental 3A
(PK266-03B) M7 有 L7

Controller 1: 
•M4

Sample 
exchanger 남⊖/북⊕

Oriental 3A
(PK268-03B)

M8 無 L8 Controller 2: 
•M4

검출기 좌우이송 南⊖/北⊕

* Beam stop은  2-D PSD 검출기에서 가까운 쪽부터  직경 35mm, 40mm, 5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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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모터 및 모터 케이블의 상세 연결

Inside Chamber Outside Chamber

Hardware
개별 

Cable

JBox2 

from 

기기

JBox2 

to Cable
Type

35/37 

pin 

cable

JBox1 

from 

chamber

JBox1 

to Cable
Cable Type

Cable 
I.D. Controller

M1(Motor)
Sample

-Detector
이동

A 1-A 1-A A M1-1 M1-1 A

6pin
MS

Connt.

M1

Controller
#1

•M1/A 1-C 1-C C M1-3 M1-3 /A
B 1-D 1-D D M1-4 M1-4 B
/B 1-F 1-F F M1-6 M1-6 /B

M2(Motor)
Beam
Stop
좌우

A 1-G 1-G G M2-1 M2-1 A

M2 •M2/A 1-J 1-J J M2-3 M2-3 /A
B 1-K 1-K K M2-4 M2-4 B
/B 1-M 1-M M M2-6 M2-6 /B

M3(Motor)
Beam
Stop
상하

A 1-N 1-N N M3-1 M3-1 A

M3 •M3
/A 1-R 1-R 37 pin R M3-3 M3-3 /A
B 1-S 1-S cable S M3-4 M3-4 B
/B 1-U 1-U U M3-6 M3-6 /B

M4(Motor)
35mm
Beam
Stop

A 1-V 1-V V M4-1 M4-1 A

M4

Controller
#2

•M1/A 1-X 1-X X M4-3 M4-3 /A
B 1-Y 1-Y Z M4-4 M4-4 B
/B 1-AA 1-AA b M4-6 M4-6 /B

M5(Motor)
40mm
Beam
Stop

A 1-BB 1-BB c M5-1 M5-1 A

M5 •M2/A 1-DD 1-DD e M5-3 M5-3 /A
B 1-EE 1-EE f M5-4 M5-4 B
/B 1-GG 1-GG h M5-6 M5-6 /B

L1(M1 Limit)
Detector
이동

L- 2-A 2-A A M1-7 M1-7 L-

9pin
female

L1

Controller
#1

•L1
L- 2-B 2-B B M1-8 M1-8 Gnd
L+ 2-C 2-C C M1-9 M1-9 L+
L+ 2-D 2-D D M1-10 M1-10 Gnd

L2(M2 Limit)
Beam
Stop
좌우

L- 2-E 2-E E M2-7 M2-7 L-

L2 •L2L- 2-F 2-F 35 pin F M2-8 M2-8 Gnd
L+ 2-G 2-G cable G M2-9 M2-9 L+
L+ 2-H 2-H H M2-10 M2-10 Gnd

L3(M3 Limit)
Beam
Stop
상하

L- 2-J 2-J J M3-7 M3-7 L-

L3 •L3L- 2-K 2-K K M3-8 M3-8 Gnd
L+ 2-L 2-L L M3-9 M3-9 L+
L+ 2-M 2-M M M3-10 M3-10 Gnd

L4(M4 Limit)
35mm
Beam
Stop

L- 1-Z 1-Z 37 pin a M4-7 M4-7 L-

L4

Controller
#2

•L1
L- 2-P 2-P P M4-8 M4-8 Gnd
L+ 2-R 2-R R M4-9 M4-9 L+
L+ 2-S 2-S 35 pin S M4-10 M4-10 Gnd

L5(M5 Limit)
40mm
Beam
Stop

L- 2-T 2-T cable T M5-7 M5-7 L-

L6 •L2L- 2-U 2-U U M5-8 M5-8 Gnd
L+ 1-CC 1-CC 37 d M5-9 M5-9 L+
L+ 1-FF 1-FF 37 g M5-10 M5-10 Gnd

L6(M6 Limit)
55mm
Beam
Stop

L- 2-X 2-X X M6-7 M6-7 L-

L5 •L3L- 2-Y 2-Y Y M6-8 M6-8 Gnd
L+ 2-Z 2-Z Z M6-9 M6-9 L+
L+ 2-AA 2-AA 35 pin a M6-10 M6-10 Gnd

M6(Motor)
55mm
Beam
Stop

A 2-CC 2-CC cable c M6-1 M6-1 A
6pin
MS
connt

M6 •M3
/A 2-DD 2-DD d M6-3 M6-3 /A
B 2-EE 2-EE e M6-4 M6-4 B
/B 2-GG 2-GG g M6-6 M6-6 /B

M7(Motor)
시료대
좌우이동

A A
6pin
MS
connt

M7 Controller
#1

•M4
/A /A
B B
/B direct connt. /B

L7(M7 limit)
시료대
좌우이동

L- L-
9pin

female L7 •L4
L- Gnd
L+ L+
L+ Gnd

M8(Motor)
Detector
좌우이동

A 1-B 1-B B M1-2 M1-2 A
6pin
MS
connt

M8 Controller
#2 •M4

/A 1-E 1-E E M1-5 M1-5 /A
B 1-H 1-H H M2-2 M2-2 B
/B 1-L 1-L 37 pin L M2-5 M2-5 /B

L8(M8 limit)
Detector
좌우이동

L- 1-P 1-P cable P M3-2 M3-2 L-
9pin

female
L8 •L4L- 1-T 1-T T M3-5 M3-5 Gnd

L+ 1-W 1-W W M4-2 M4-2 L+
L+ 1-T 1-T T M3-5 M3-5 G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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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터 구동 및 위치  제어 실험

다음은 모터 구동 및 위치 제어실험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M1(half mode) : 800 pulse = 10mm 

L+ - L- = 262,252 ( 3,278mm )

 ==> 검출기 전후 이송

pulse = 0 : L+ position(시료-검출기간 거리 : 4,610 mm)

pulse = -263,252 : L- position(시료-검출기간 거리 : 1,332 mm)

◦ M2(half mode) : 800 pulse = 10mm 

 ==> Beam stop 좌우 이송 

: L+ - L- = 27,062 or 27,058 (33.8mm)

: pulse = 0 : beam center 

◦ M3(half mode) : 800 pulse = 10mm 

==> Beam stop 상하 이송 

: L+ - L- = 9,934 ( 61.9mm )

: pulse = 0 : beam center

◦ M4, M5, M6 : 

==>  beam stop On/Off

: pulse = 0 : L- position(빔 스토퍼가 내려간 상태)

: pulse = 50,000 : L+ position(beam stop 설치 상태)

◦ M7(half mode) : 800 pulse = 10mm

==>  시료 자동이송장치

◦ M8(half mode) : 160 pulse = 1mm 

==>  검출기 좌우이동

: L+ - L- = 47,131(294mm )

: pulse = 0 : L+ position

: pulse = -47,131 : L- position

* L+ - L- : Limit switch에 해당하는 pulse 차이 

** (  ) 안의 값은 변환된 이동 거리

**** M2, M3, M7은 엔코더가 설치되어 있고 엔코더 값은 pulse 값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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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사빔 신속 개폐기/감쇄기 설치와 성능시험

SANS 실험 중에 검출기의 안전과 시료의 투과율 측정을 위해서는 빔셔

터 및 다양한 성능의 중성자 감쇄기가 필요하다. 하나로 SANS 장치에도 빔 콜

리메터 전방에 그림 4.43과 같은 신속개폐기/감쇄기를 설치하 다. 이 신속개폐

기/감쇄기는 공압 실린더로 작동되는 4개의 좌우 이송대를 갖고 있으며 원자로 

노심으로부터 첫 번째는 50mm 두께 납/boron PE로 이루어진 빔셔터 기능을 갖

는 신속개폐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10mm, 5mm plexiglass가 장착된 중

성자 감쇄기, 네 번째는 직경 24mm 빔 개구(aperture)로 되어 있다. 공압 실린더

는 솔레노이드 밸브로 작동되어 전기적인 신호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4.43 SANS 차폐체내에 설치된 신속개폐/감쇄기

제8절 시료환경장치 제작 및 성능시험

1. SANS용 고저온 시료환경장치 제작, 시험

중합체 및 마이셀 등에서 측정온도는 보통 -10℃∼60℃이며 측정시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하는 어려움 때문에 다양한 시료를 동일 온도조건에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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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료환경장치와 시료 홀더가 매우 유용하므로 제작, 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4.44은 SANS용 고저온 시료환경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제어장치는 정

한 온도조절을 위하여 순환수조 방식을 채택하 다. 다음은 SANS용 고저온 

시료환경장치의 주요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 Bath volume : 30L

- Temp. range : -10℃ - 80℃

- Control : P.I.D. control with pt-100Ω

- Accuracy : ±0.02℃ without cooling, ±0.05℃ without cooling

- Cooling capacity : 550kcal/Hr

그림 4.44 SANS용 고저온 시료환경장치

- 

그림 4.45는 고저온 시료환경장치에 hoop cell과 closed cell을 설치하 을 때 

각각 설정온도와 cell에서 측정한 측정온도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4.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정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설정온도와 측정온도사이에 차이가 

3도 이상으로 커지므로 실재 실험시 보정이 필요하다. 설정온도와 측정온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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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는 그림 4.45에 나온 3차원 다항식으로 fitting이 가능하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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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Temperature(oC)

 D
 Polynomial Fit of Data1_D

Y = A + B1*X + B2*X^2 + B3*X^3
Parameter Value Error
------------------------------------------------------------
A -7.00123 6.463
B1 1.53509 0.38514
B2 -0.01209 0.00722
B3 6.25467E-5 4.29457E-5

(b)

그림 4.45 SANS 고저온 시료환경장치에서 설정

온도와 측정온도 사이의 관계;(a) 

hoop cell, (b) close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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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Temperature(oC)

 C
 Polynomial Fit of closedcell_C

Y = A + B1*X + B2*X^2 + B3*X^3

Parameter Value Error
------------------------------------------------------------
A -7.00123 6.463
B1 1.53509 0.38514
B2 -0.01209 0.00722
B3 6.25467E-5 4.29457E-5

2. SANS 자기장 시료환경장치 제작, 시험

표 4.10은 전자석과 전원 공급기의 제작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6

은 전자석의 air gap과 인가전류의 변화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95 -

측정된 자기장은 제작사에서 제공한 사양과 ±2% 이내에서 일치하 고, 2.5cm의 

air gap에서 최대 1.8 T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표 4.10 Electro-magnet과 power supply의 제작사양

Electro-magnet

Model 

Company

Type 

Air Gap & Range

Intercoil Spacing 

Input Power(kW)

Max. Inlet Temp.

Max. Inlet Press

Flow Rate 

Weight(magnet only)

Pole Diameter

Pole Face Final 

Diameter

HV-7H

Walker Scientific Inc.

Horizontal Variable

0.165-18.42 cm

18.42 cm 

5.0(recommended),  8.5(maximum)

27°C

30-100 psi 

3 gpm

556 kg

7 inch

4 inch

Power Supply

Model

Company

Main Power

Output Voltage

Output Current

Output Power

PK-130R

Power Korea Co.

3ψ220V/60Hz, 13kVA 이상

0-65VDC

0-130ADC

Max. 8.45kW

그림 4.46 Air gap 및 인가전류 변화에 따른 자기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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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a), (b), (c)는 air gap이 각각 7.5cm, 5.0cm, 2.5cm 일 때의 자

기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ir gap이 2.5cm, 5.0cm 일 때는 pole 중심으로부

터 ψ50 역에서 ±0.5%의 균일도를 나타내었고, air gap이 7.5cm 일 경우 같은 

역에서 ±2.5%의 균일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4.48는 유지 성능 평가를 위해서 

40시간 동안 실험한 결과로 power supply의 전압, 전류 및 전자석의 field 모두 

실험시간내에 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9은 SANS beam line에 설치된 

자기장 시료환경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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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자기장 분포;(a) air gap=7.5cm, (b) air gap=5.0cm,  (c) air gap=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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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SANS 자기장 시료환경장치의 유지성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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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SANS 빔라인에 설치된 자기장 시료환경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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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제어시스템[4-2]

1.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제어기 

가.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제어기구성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제어기는 그림 4.50에 나타낸바와 같이 신속개폐/

감쇄기 제어기, 감시 계수기 제어를 위한 Nim 계측 모듈들, 모터 제어기, 온도 

제어기로 구성된다. 그리고 원자로 벽면에 위치한 메인셔터를 개폐 할 수 있는 

개폐기 및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내부의 온도를 감지하여 40℃ 이상일 때 

자동으로 검출기 인입전원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등이 추가된다. 그림 4.51은 

rack에 설치된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제어기들을 나타낸 것이다. 제어기 rack은 

제어 및 데이터 습득이 쉽도록 원자로 수평공 지역 북쪽에 위치한 중성자 소각

산란장치 제어실에 설치하 다. 

나. 메인셔터 개폐장치 및 검출기 온도감지장치 

그림 4.52은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차폐체 벽면에 위치한 메인셔터의 스

위치 상자를 나타낸 것이다. 메인셔터는 ORIENTAL GEARED 모터

(51K90GU-SMF2)에 의해 구동되는 On/Off 방식이며, 2개의 주 제한스위치(limit 

switch)에 의해서 빔의 개폐 위치가 지정된다[4-3]. 그림 4.52의 OPEN 스위치를 

누르면 모터가 회전하고 회전하는 도중에는 OPENING 램프가 점멸한다. 완전히 

셔터가 열리면 OPENING 램프의 점멸이 멈추고 OPEN 스위치에 녹색불이 들어

온다. 셔터를 닫을 때도 마찬가지 과정으로 작동하여 CLOSE 스위치를 누르면 

모터가 회전하고 회전하는 도중에는 CLOSING 램프가 점멸한다. 완전히 셔터가 

닫히면 CLOSING 램프의 점멸이 멈추고 CLOSE 스위치에 녹색불이 들어온다. 

이 스위치 상자는 안전을 고려하여 차폐체 위에 설치된 경광등과도 연결되어 있

어 OPEN, OPENING, CLOSING 상태에서는 경광등이 점멸한다. 그림 4.53는 그

림 4.52의 스위치 상자 내부의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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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제어시스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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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1 Rack에 설치된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제어기

그림 4.52 차폐체 벽면에 위치한 메인셔터 스위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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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메인셔터 스위치 상자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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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은 제어기 rack에 설치된 메인셔터 스위치 및 온도감지 제어상

자이다. 우상부에 위치한 OPEN/CLOSE 버튼과 OPENING/CLOSING 램프는 

SANS 차폐체 벽면에 위치한 그림 4.52의 스위치 상자와 MS connector로 연결

되어 있어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4.54의 좌측에 있는 진공 게이지는 위치

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챔버의 진공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중앙에 위치한 온도 기

록계는 KONICS사의 model KM-100으로 검출기 계측 전자부분에 설치된 측온

저항체(RTD, Pt100Ω)가 연결되어 있다. 

KM-100 온도기록계는 알람 온도 설정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알람 설정 

온도 이상이면 알람 표시 램프가 점등하고 내장된 회로에서 relay 출력이 발생한

다. 알람 온도는 검출기 계측전자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40℃로 설정되어 계측

제어 부분의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하면 relay 출력이 발생하여 검출기로의 

인입 전원이 차단된다. 그림 4.54의 우하부에 위치한 ON/OFF  누름 버튼 스위

치는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의 고전압 전원 스위치이다. 팬 동작 중지나 외부

온도 상승으로 검출기 내부의 온도가 40℃ 이상으로 상승하여 온도기록계의 알

람기능에 의해 자동으로 relay 출력이 발생하면 우하부의 스위치가 작동하여 검

출기로의 인입 전원이 차단된다.그림 4.55는 그림 4.54의 상자에 대한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54 메인셔터 스위치 및 온도 감지 제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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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 메인셔터 스위치 및 온도 감지 제어 상자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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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는 진공챔버 내에 설치되어 있으나 검출기 계

측전자 부분은 대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그림 4.56은 진공챔버 내에 설치된 위치

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후면부를 나타낸 것으로 3개의 통기구멍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4.56의 A 통기구에는 두 개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선이 통과하고, B 통기구

에는 RS485 직렬 통신선, P.G.(Pulse Generator) 선, 그리고 pre-amplifier 선이 

통과한다. C 통기구에는 측온저항체 라인과 고전압 전선이 통과한다. 검출기 설

치 시 통기구멍을 통한 대기압 유지와 라인 연결을 위하여 그림 4.5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공호스를 설치하여 검출기 진공챔버 외부와 연결되도록 구성하 다. 

그리고 진공분위기에서의 검출기 내부 온도상승을 막기 위하여 진공호스와 연결

된 검출기 챔버 외부 프란지에 팬을 설치하 다. 

그림 4.56 진공 챔버내에 설치된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후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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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시계수기와 NIM 계측 모듈

그림 4.57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와 신속개폐기 사이에 설치된 감시 계수

기를 위한 NIM 계측 모듈을 나타낸 것이다. 감시 계수기에 측정된 중성자계수

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거친 중성자빔의 선속을 상대적으로 평가할 때 이용된

다. 또한 소각산란 측정시 측정 시간동안 누적된 감시 계수는 중성자 소각산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산란강도를 측정시간에 대해 표준화 하는 과정에 이용된다. 

감시 계수기에서 검출된 신호는 전치 증폭기(Pre-amplifier, ORTEC, 

Model:142PC) → 분광 증폭기(Spectroscopic amplifier, ORTEC, Model:451) → 

감별기/파고분별기(Discriminator, Canberra, EDGE/CROSSOVER TIMING 

SCA, Model:2037A)를 거친 후 병렬로 연결되어 하나는 NIM bin에 있는 

timer(ORTEC, Model:776)에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PC에 내장된 timer/counter 

board(Keithley Instruments, model : CTM10)로 연결된다. 

그림 4.57 감시 계수기에 대한 NIM 계측 모듈

라.  신속개폐기/감쇄기 제어기

그림 4.58는 신속계폐기/감쇄기 제어기를 나타낸 것이다. 신속개폐기/감

쇄기 제어기는 신속개폐기, 두 개의 감쇄기, 빔개구(aperture)를 좌우이동 시키는 

4쌍의 누름버튼 스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개의 감쇄기와 빔 개구는 ON 스위치를 누를 경우 빔라인에 위치하고 

신속개폐기의 경우 ON 스위치를 누를 경우 납/boron PE로 이루어진 셔터가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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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벗어나 중성자빔을 투과시키게 된다. OFF 스위치를 누를 경우 감쇄기

와 빔개구는 빔라인을 벗어나고 신속개폐기는 빔라인에 위치하여 중성자빔을 차

단하게 된다. ON/OFF 스위치를 이용한 개폐는 relay를 이용하여 신속개폐기의 

솔레노이드 밸브에 전원을 공급/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원이 차단될 경우 감쇄기와 빔개구는 ON 스위치가 작동하도록, 신속

개폐기는 OFF 스위치가 작동하도록 설계하 다. 제어기의 비상 버튼을 누를 경

우 신속개폐기/감쇄기로의 전원공급이 차단되고 이 때 신속개폐기와 감쇄기 모

두 빔라인에 위치하므로 검출기 보호 및 안전상태가 구현된다. 또한 신속개폐기

는 시료환경장치에 설치한 경광등과도 연결되어 중성자빔이 열릴 때 경광등이 

점멸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4.59는 신속개폐기/감쇄기 제어기의 회로도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4.58 신속개폐기 제어기

신속개폐기/감쇄기를 구동시키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동으로 구동되는 

회로 외에 그림 14의 제어기 왼쪽에 설치된 MP 기반 미니제어기(Miniature 

controller, Z-world, Model: PK2200)와도 연결된다. 미니제어기에서 PC로는 

RS232C 통신으로 연결되어 PC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속개폐기/감쇄기

를 개폐할 수 있다. 신속개폐기/감쇄기로부터 제어기로는 두 개의 MS connector 

cable로 연결되며, 한 조의 수동으로 구동되는 제어기내의 회로로 연결되고 다른 

하나는 미니제어기로 연결된다. 그림 4.60는 MS connector cable의 결선도를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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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9 신속개폐기/감쇄기 제어기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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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 신속개폐기/감쇄기와 제어기간의 MS connector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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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스테핑 모터 제어기

스테핑 모터 제어기는 국내의 Power Korea사와 본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 다[4-4]. 그림 4.61은 스테핑 모터 제어기를 나타낸 것이다. 스테핑 

모터 제어기는 1기 당 4개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다. 스테핑 모터  전체 시스템

은 주 제어기(Main CPU)와 각 축별 독립적으로  모터 제어기능을 구현하기 위

한 부 제어기(CAMC:Sub Controller), 그리고 제어기의 현재상태 및 위치정보 모

드 설정 값 등을 저장하기 위한 NVRAM(Non-Volatile RAM)으로 구성된다. 

또한 수동 작동을 위한 키패드, PC와 모터 제어기간의 멀티드롭 형식의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RS485 통신부를 포함하고 있다. PC를 이용해서 여러 대

의 모터 제어기를 구동할 경우 RS485 통신으로 모터 제어기들간에 연결되고 한 

대의 모터 제어기에서 나오는 RS485 신호는 RS232/RS485 변환기를 거쳐 PC에 

연결된다. 스테핑 모터의 기능은 수동 모드와 원격조정 모드로 나뉘어 진다. 표 

3은 수동 모드와 원격조정 모드의 주요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원격조정 모드에 있는 기능들은 PC에서 명령어들의 실행으로 동작하며, 표 3의 

원격조정 모드 부분의 제어기의 기능들은 원격조정 모드 뿐 아니라 수동 모드에

서도 키패드 조작에 의해서 동작된다.

표 4.11 스테핑 모터 제어기의 기능

모드 명령 기능

Remote

Mode

Velocity 구동   지정된 가속구간과 속도 값으로 구동

Move By   현재위치에서 상대위치로의 구동

Move To   현재위치에서 절대위치로의 구동

Auto Motion   NVRAM에 저장된 절대위치 지점으로 구동

Motor Stop(All)   모든 모터 정지

Motor Stop   지정된 축의 모터 정지

Define Home   현재위치를 점으로 설정

Jog Shuttle   일정속도로 좌우 이동

Current

Position Request
  현재위치 요청

Manual

Mode

Parameter Setting 

Mode
  통신속도 및 엔코더 선택

Constant Velocity

Driving Mode

  지정된 속도 값으로 구동

  : Move by/to 선택, encoder setting 등

Motion Point Driving

Mode
  지정된 절대 위치로 이동

Timer Driving Mode   지정된 시간 동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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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PK 스테핑 모터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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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온도 제어기

그림 4.62 heating block과 circulation bath의 온도 제어를 위한 온도 제

어기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제어는 CHINO사의 PID 온도조절장치(model : 

1230-R00)를 이용하 고, 온도 감지는 Pt100Ω 측온저항체를 사용하 다. 전압계

와, 전류계가 포함된 전체 온도 제어기 상자는 한국 CHINO 사에서 온도조절장

치의 용량에 맞게 제작하 다. Heating block과 circulation bath의 온도조절은 

CHINO 온도조절기를 이용하여 수동으로도 가능하고 RS232C 통신을 이용하여 

PC에서도 가능하다. 

모터 제어기, 온도 제어기, 신속개폐기/감쇄기 제어기 모두 RS232C 통신

으로 PC와 연결되므로 총 8개의 serial port가 있는 multi-port(Moxa 

Technologies Co., Model: Opt8)을 제어 컴퓨터에 설치하 다. 두 대의 온도 제

어기에서 나오는 RS232C 신호들도 각각 multi-port에 연결된다. 

그림 4.62 온도 제어기

2.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제어 프로그램 

가.  데이터 획득 프로그램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로부터의 데이터 획득은 별도의 제어기 없이 

검출기 제작사인 ORDELA에서 제작한 Model DAS-100 데이터 획득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진다. DAS-100은 PC의 Win95/98이나 NT OS에서 구동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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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ns/event(10MHz)의 성능으로 2차원적인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에서 검출된 중성자 신호

들은 PC에 내장된 Fast Digital Interface(FDI)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되며 

DAS-100시스템을 통해서 저장된다. 

DAS-100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2660N Processor Logic Board(FIFO)

2) 6553 Interface Box

3) NI PCI-DIO-32HS Card and NI-DAQ Software for Windows,CD

4) NI 183432A-01(1 meter cable)

5) Two Data Interface Cable

6) ORDELA AIM-310.2 Server and Display Program

DAS-100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다음 과정을 거쳐 설치된다.

- 2D-PSD에서 나오는 두 개의 데이터 cable을 6553 interface box에  연결

- 주변장치로 포함된 NI PCI-DIO-32HS 카드를 PC의 PCI 슬롯에 설치

- NI-DAQ software 설치  

- AIM310.2 server 프로그램 설치 실행

AIM310.2 server는 DAS-100 시스템의 구동 프로그램으로 2차원적인 데이터의 

저장과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그림 19는 AIM310.2 server 프로그

램을 나타낸 것으로, 그림 4.63의 2차원 디스플레이는 AIM310.2 프로그램의 하

위메뉴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디스플레이용 프로그램인 AIMHist를 실행하여 

얻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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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3 AIM 310.2 Server 프로그램

나.  온도제어 프로그램

그림 4.64은 온도제어 장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온도제어 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제어 프로그램은 3대의 온도 제어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

성하 다. 1번은 heating block의 온도 조절을 위한 것이고 2번은 circulation 

bath의 온도 조절을 위한 것이다. 3번은 향후 제작할 고온용 furnace를 위한 것

이다. SV(setting value)는 설정 온도를, PV(present value)는 측정 온도를 나타

낸다. 온도제어 프로그램은 그림 4.6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 변화에 따른 설

정 온도와 측정 온도를 도시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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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4 온도제어 프로그램

다.  모터제어 프로그램

그림 4.65은 스테핑 모터 제어기를 구동 하기 위한 모터제어 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모터제어 프로그램은 모두 4대의 모터 제어기를 제어할 수 있도

록 구성하 다. 모터 제어기 한 기당 4대의 스테핑 모터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총 16대의 스테핑 모터를 모터제어 프로그램으로 구동 할 수 있다. 

그림 4.65에서 “S"는 펄스값으로, ”E"는 엔코더 값으로 표현된 현재 위치

를 나타낸다. "Move To"는 현재위치에서 펄스 값으로 입력된 절대위치로 이동

하는 명령이고, “Move By"는 현재위치에서 펄스 값으로 입력된 상대위치 만큼 

이동하는 명령이다. ”Stop"은 구동중인 스테핑 모터를 멈추는 기능을 수행하고 

“Refresh"는 현재 위치에서의 펄스값과 엔코더 값을 다시 읽어주는 기능을 수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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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 모터제어 프로그램

라.  주 프로그램

그림 4.66는 주 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으로 주 프로그램은 실험 조건의 

기록, AIM 310.2 sever 프로그램의 자동 실행을 통한 데이터 획득 및 저장, 위치

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보호기능 등을 수행한다. 주 프로그램의 각 기능들은 다음

과 같다.

(1)  실험조건의 기록

주 프로그램의 메뉴 중 “Setting” → “Edit Configuration File”을 선택하

면 그림 4.67과 같이 총 20가지의 실험조건들이 기록된 configuration 편집창이 

열린다. 각 설정 변수(parameter)를 더블클릭하면 실험조건에 대한 입력이 가능

하다. 편집된 내용은 그림 4.67의 “Save File”을 실행하면 *.cfg 파일형태로 저장

되며 저장된 configuration file은 그림 4.67의 편집창에서 로드할 수도 있고 주 

프로그램 메뉴에서 Setting → Load Configuration File을 선택하여도 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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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6 SANS 주 프로그램

그림 4.67 Configuration File 편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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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Name”, “User Institute”, “Sample”, “Mode”, “Comment”, 

“Thickness”, “Tran/Run”은 모두 주 프로그램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구성하 으

며, 입력된 모든 조건들은 데이터 파일의 heading에 기록된다. 그림 4.68는 소각

산란 측정 후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의 heading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Configuration 파일과 주 프로그램에서 기록된 실험 조건들은 한번 측정 시 저장

되는 파일마다 heading 부분에 기록된다.

그림 4.68 소각산란 측정 데이터 파일의 heading

(2)  데이터 획득 및 저장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로 측정되는 중성자계수는 AIM 310.2 server 

프로그램으로 획득 및 저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AIM 310.2 server 프로그램으로 

저장되는 파일은 실험조건이나 감시 계수등의 실험정보들을 기록하지 못하므로 

메인 프로그램에서 실험조건과 데이터가 한 파일에 기록되도록 획득 및 저장 기

능을 구성하 다.

그림 4.66의 "Acq. Time"에 측정시간을 입력하고 최하단부의 “Start"를 

클릭하면 데이터 획득이 시작되고, 측정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저장된다. 저

장될 때 파일 이름은 한번 측정시마다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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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기록되어 측정 데이터는 ######.san 형식의 아스키 파일로 저장된다. 하

단부의 ”Stop" 은 데이터 획득을 중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지정된 측정시간 

이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하려면 “Stop" 실행 후 프로그램 창 중간에 위치한 

”Save"를 실행하면 된다.

NIM 계측 모듈을 거쳐 CTM-10 PC 삽입기판(plug-in board)를 통해 

PC로 측정되는 감시 계수는 주 프로그램 창 하단부에 위치한 Counter 부분의 

“Monitor"에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그림 4.6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이 

종료되면 측정시간동안 누적된 감시 계수값이 파일에 기록된다. 기록된 감시 계

수값은 소각산란 데이터 처리시 산란강도를 표준화 할 때 이용된다. 주 프로그램 

창에서 ”Start" 메뉴 옆에 위치한 “Trigger Start"는 초당 감시 계수값이 일정한 

값 이상일 때 자동으로 측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보호 기능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에 과도한 중성자 빔이 장시간 입사될 경우 입

사된 부분이 손상받게 되고 손상받은 곳은 중성자 검출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게된다. 이러한 검출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중성자빔이 검출될 

때 자동적으로 중성자 빔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ORDELA 2660N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에는 검출기 내부의 계측 계

통을 시험하기 위한 전치증폭기 케이블이 있고 전치증폭기 케이블을 Nim 계측

모듈의 증폭기와 감별기/파고분별기에 연결하고 계수기(Counter)를 연결하면 중

성자 계수를 기록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검출되는 중성자의 양이 많아

질수록 중성자 계수가 증가하게 되어  감별기/파고분별기 레벨을 조절하면 

DAS-100 시스템에서 측정되는 중성자 계수율와 비슷한 수준의 계수율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감시 계수를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CTM-10 계수 기판을 통해 

PC에서도 기록할 수 있다. 그림 4.66의 하단부에 있는 Total Count는 위치민감

형 중성자 검출기의 전치증폭기에서 Nim 계측 모듈, CTM-10 계수 기판을 거쳐 

측정되는 중성자 계수이다. 감별기/파고분별기 레벨을 조절하면 측정되는 중성자 

계수는 DAS-100 시스템으로 측정되는 계수율과 거의 일치하게 조절할 수 있다. 

주 프로그램의 "Safety Limit"를 설정하면 Total Count의 초당 계수율이 설정된 

값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신속개폐기가 닫히면서 중성자 빔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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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 기능

측정된 데이터는 제어 컴퓨터의 “SANS-Data" 폴더 내에 측정 연도, 측

정 월, 측정 일을 이름으로 갖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저장된다. 주 프로

그램의 상위 메뉴에서 “Setting" → ”Backup Setting"을 선택하면 그림 4.69와 

같은 데이터를 백업할 디렉토리를 선택하는 창이 나온다. 윈도우의 네트워크 드

라이브 연결을 통해서 백업 컴퓨터의 폴더를 지정한 후(e: 드라이브) 그림 4.69의 

선택창을 띠우고 e: 드라이브 선택하면 백업 컴퓨터에 제어 PC와 같은 측정데이

터가 동시에 저장된다.

주 프로그램의 상위 메뉴에서 "Temperature"를 선택하면 “Heating 

block"과 ”Circulation bath"의 두 가지 메뉴가 나온다. 온도 실험 시 해당하는 가

열장치를 선택하면 주 프로그램창의 “Temp"에 온도가 표시되고 파일 저장시 데

이터 파일의 heading에 파일 저장 시점의 측정 온도가 기록된다. 측정되는 온도

는 온도 제어기에 연결된 측온저항체가 측정하는 온도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상

온 실험시에도 측정되는 실온이 데이터 파일에 기록된다. 

그림 4.69 데이터 백업 폴더 선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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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프로그램의 상위메뉴에서 “Scan Mode"를 선택하면 그림 4.70와 같은 

모터를 스캔하며 측정하는 프로그램 창이 나온다. ”Scan Mode" 프로그램에서는 

모터를 지정하고 모터의 펄스 값으로 측정 범위와 측정 간격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림 4.70에 나타낸 바와 같이 “Scan Range Setting"이 3600에서 20000까지 20 

step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모터는 펄스 값으로 3600인 위치부터 20 펄스 간

격으로 이동하면 20000 펄스까지  총 821회 측정을 수행한다. 측정하는 시간은 

주 프로그램의 ”Acq. time"으로 지정되고 파일은 “Save File"에 지정된 이름 뒤

로 일련번호가 증가하며 기록된다. 최종적으로 측정이 끝나면 모터 위치, 모터 

위치에서 측정된 중성자 계수가 기록된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림 4.70 Motor Scan 프로그램 창

모터 스캔 기능은 시료환경장치나 빔 스토퍼의 정렬에 사용된다. 그림 

4.71은 상온용 시료환경장치를 “Scan Mode" 기능으로 모터를 이동하면서 측정

한 데이터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4.71의 x 축은 모터 펄스 위치이고, y는 중성

자계수이다. 상온용 시료환경장치는 8개의 시료를 설치할 수 있는 시료환경장치

로서 시료가 장착되는 부분은 pin-hole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카드뮴으로 차폐

되어 있다. 이 시료환경장치를 스테핑 모터로 이동하면서 측정하면 그림 4.71과 

같이 pin-hole 부분에서는 중성자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카드뮴으로 차폐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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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성자계수가 낮게 나타난다. 그림 4.71과 같이 중성자계수 높게 나타난 부분

을 가우스 피팅하여 peak position을 구하면 이 지점이 중성자 빔과 정렬된 해당 

pin-hole에서의 시료환경장치의 측정위치가 된다. 8개의 pin-hole을 모두 거치는 

범위로 ”Scan Mode"기능으로 측정하면 시료환경장치에 대한 8개의 정확한 정렬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림 4.71 상온용 시료환경장치에 대한 "Scan Mode" 측정결과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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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RTHOLDERT_D
Model: Gauss 
  
Chi^2/DoF = 15723.35146
R^2 =  0.9471
  
y0 -117.38077 ±76.14879
xc 3480.36667 ±21.14781
w 1485.09174 ±97.58562
A 2866510.77504 ±291726.99369

Data: RTHOLDERT_D
Model: Gauss 
  
Chi^2/DoF = 11649.66886
R^2 =  0.95986
  
y0 -129.75655 ±68.93729
xc 6973.99147 ±18.34566
w 1516.03083 ±87.67421
A 2937435.23168 ±267182.5127

Data: RTHOLDERT_D
Model: Gauss 
  
Chi^2/DoF = 16423.14081
R^2 =  0.94796
  
y0 -159.32849 ±93.87159
xc 10470.5367 ±20.62739
w 1505.66484 ±107.26631
A 3075493.29056 ±355342.54733

Data: RTHOLDERT_D
Model: Gauss 
  
Chi^2/DoF = 20672.59448
R^2 =  0.93773
  
y0 -109.31628 ±81.53365
xc 13966.03993 ±23.04218
w 1455.01646 ±101.01184
A 2925172.79916 ±309033.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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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성자 소각산란 장치 빔특성 평가

제1절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파장 검정

1. 영첨채널 보정을 통한 TOF(Time of Flight)법에 의한 파장교정[5-1]

디스크 쵸퍼에 대해 쵸퍼장치의 점 채널을 보정하면 한번의 TOF 실험

을 통해서 중성자빔의 파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점채널 보정을 통한 TOF법을 

이용한 파장측정의 실험조건과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Chopper to detector distance : 3.22m

- Chopper frequency : 40Hz, 100Hz

- MCA channel width : 10μs

- λ=
h
mv , λ(Å)= 3.9561⋅tm(ms)/D(m)  

표 5.1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 rpm 변화에 따른 중성자빔의 파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VS wavelength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 설계에 따라 계산된 값

이고 measured wavelength는 TOF로 측정된 값이다. 두 값은 ±2% 범위에서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TOF로 측정된 NVS rpm 변화에 따른 measured wavelength

rpm

NVS 

wavelength

(Å)

Channel

Chopper 

Frequency

(Hz)

Zero 

Channel 

Calibrated 

Channel

Measured 

Wavelength

(Å)

28300 4.5 496.64 40.00 138.00 358.64 4.41 

25500 5.0 453.00 100.00 55.00 398.00 4.89 

21300 6.0 539.00 100.00 55.00 484.00 5.95 

15900 8.0 776.00 40.00 138.00 638.00 7.84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설치할 때 중성자빔 방향에 대해 선별기를 tilting

할 경우 중성자빔의 파장을 조절할 수 있다. Tilting angle, ξ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선별기는 중성자빔에 평행할 때에 비해 큰 파장의 중성자빔을 선별하

고, ξ가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작은 파장의 중성자빔을 선별한다.  그림 5.1은 

28300 rpm에서 선별된 중성자빔을 -3°∼ +3°범위에서 tilting 하고 파장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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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5.2는 -3°tilting한 조건에서 13100, 17100, 21300, 

25500 rpm에서 중성자빔의 파장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2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rpm의 역수와 측정되는 중성자빔의 파장과는 1차 

비례 관계식을 만족하고 그 관계식은 λ(Å) = 0.03717+105924/U[rpm]로 표현된

다.

그림 5.1. Tilting angle 변화에 따른 중성자빔의 파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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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중성자 속도 선별기 rpm 변화에 따른 중성자빔의 

파장변화( 점채널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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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은 tilting angle 변화에 따른 FWHM과 area rate percent를 나타

낸 것이다. 입사중성자빔의 intensity가 파장변화에 무관하게 균일하다면 area 

ratio는 tilting angle 0°에서 peak를 갖고 양이나 음의 방향으로 tilting시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감소폭을 살펴보면 tilting에 따라서 intensity 변화가 크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제작사에서 제시된 자료에서는 -3°∼ 3° 범위에서는 

intensity의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므로 실제 중

성자빔의 intensity는 tilting 각의 변화보다 입사빔의 intensity 분포와 더 접한 

관계가 있다. CN 수평공에서 Be/Bi filter를 통과한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거치

기 전의 중성자빔은 4.2Å 부근에서 intensity가 가장 높고 4Å 파장보다 작은 파

장에서는 intensity가 급격히 감소하고 높은 파장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분포

를 가지므로 중성자빔은 -1° tilting각에서 가장 높은 area ratio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실제 실험시 -1° tilting한 상태로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설치할 경우 가

장 높은 intensity를 갖는 중성자빔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운전할 경우 최대 rpm을 가능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

하는 것이 장치의 수명과 보수주기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음의 방향으로 

tilting각을 증가시키면 같은 rpm에서 낮은 파장의 중성자빔을 얻을 수 있고 4.2

Å 정도의 파장이 가장 입사빔의 intensity가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tilting

한 상태에서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고정하 다. 이 조건에서는 그림 5.2에 나타

난 바와 같이 25500rpm에서 4.2Å의 중성자빔을 얻을 수 있다.

그림 5.3.  Tilting 각도에 따른 중성자빔의 FWHM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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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출위치 변화에 따른 TOF법에 의한 파장교정 및 파장분포

점채널을 보정해서 TOF 측정을 수행하는 것은 쵸퍼장치의 성능을 평

가할 수 있고 한 조건에서 한번의 측정만으로 파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점채널 측정에 따른 오차와 쵸퍼-검출기간의 거리측정에 따른 오차

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조건에 대해 거리가 다른 두가지 TOF 측

정을 수행하여 그 거리차에 따라 측정된 피크채널 위치 차이로부터 파장을 측정

하는 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검출위치 변화에 따른 TOF 측정의 실험조건은 다

음과 같다.

- 쵸퍼-검출기 거리 : 1.4m, 4.4m

- 쵸퍼 주파수 : 100Hz

- MCA channel width : 10μs

- 중성자 속도 선별기 tilting : tilting angle = 3°

- λ=
h
mv , λ(Å)= 3.9561⋅tm(ms)/D(m)  

검출위치 변화에 따른 TOF 측정에서 윗식의 D(m)는 두 검출위치의 거

리차이로 주어지며 t m은 두 측정위치에서 각각 측정된 채널위치의 차이로부터 

얻어진다. 그림 5.4와 5.5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 17100, 21300 rpm에서 쵸퍼-검출

기간 거리 1.4m와 4.4m에서 얻어진 TOF 측정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5.4. TOF 측정결과(NVS rpm=1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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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N171LD1_START
Model: Gauss
Chi^2 = 170.42092
y0 47.64402 ±1.42775
xc 268.34198 ±0.29202
w 42.67299 ±0.7037
A 11731.35389 ±213.44881

                NVS 17100rpm 
 Sample to Detector Distance : 1.4m
 Sample to Detector Distance : 4.4m

Data: N171LD3_START
Model: Gauss
Chi^2 = 159.02628
y0 87.55409 ±1.62011
xc 756.50889 ±0.4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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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TOF 측정결과(NVS rpm=21300)

0 200 400 600 800 100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Data: N213LD1_START
Model: Gauss
Chi^2 = 243.532
y0 20.83965 ±1.94253
xc 219.04699 ±0.22155
w 41.20784 ±0.55422
A 17540.52075 ±268.20397

                NVS 21300rpm 
 Sample to Detector Distance : 1.4m
 Sample to Detector Distance : 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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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은 13100, 17100, 21300, 25500 rpm에서 검출위치를 변화시킨 

TOF법으로 측정한 중성자빔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6에서도 중성자 속

도 선별기의 rpm의 역수와 측정되는 중성자빔의 파장과는 1차비례관계식을 만족

하고 그 관계식은 λ(Å) = 0.11077+107171/U[rpm]로 표현된다. 

표 5.2는 점채널 보정으로 단일한 검출위치에서 측정한 중성자빔의 파

장과 검출위치를 변화시킨 조건에서 측정한 파장을 비교한 것이다. 표 5.2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단일 검출위치에서 측정한 중성자빔의 파장과 검출위치를 변화

시킨 조건에서 측정한 파장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단일검출위치에서 측정한 

점채널을 보정해서 TOF 측정을 수행하는 것은 오차와 쵸퍼-검출기간의 거리

측정에 따른 오차가 수반된다. 검출위치 변화실험에서는 10m 이동시 ±0.1mm의 

정확도를 갖는 스테핑 모터가 장착된 검출기이송대에 검출기를 위치하고 검출 

위치를 변화시켰으므로 쵸퍼-검출기간의 거리측정에 따른 오차가 발생하여도 두 

검출위치간의 거리차이(4.4m-1.4m=3m)는 오차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실은 검출위치변화로 측정한 파장이 더 신뢰성이 높은 결과임을 뒷받침해 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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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중성자속도선별기 rpm 변화에 따른 중성자빔의 파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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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TOF 법으로 측정한 중성자빔의 파장

NVS rpm 검출위치변화로 측정한 파장(Å) 단일 검출위치에서 측정한 파장(Å)

25500 4.31355 4.22009

21300 5.14227 4.94275

17100 6.37808 6.28216

13100 8.29176 8.11079

그림 5.7은 측정된 파장의 함수로 MCA에 기록된 channel number를 

1.4m와 4.4m의 검출위치에서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5.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직선의 기울기는 다르지만 y-절편 값은 34.0 channel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y-절편값은 다음절의 파장분포계산에서 이용되는 window-offset 

channel, N0 값을 나타낸다.



- 128 -

그림 5.7. 파장의 함수로 나타낸 MCA에서 측정된 channel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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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F 측정결과 나타난 spectrum은 gaussian 분포함수로 fitting 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 I max⋅exp (-(N-N max )
2
/σ
2
) (5.1)

쵸퍼-검출기간의 거리 L에서 FWHM은 gaussian 분포의 bell with인 σ로 정의되

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FWHML=ΔN
+
0.5=2⋅σ⋅(- ln(0.5))

0.5
=2⋅σ⋅(+ ln(2))

0.5 (5.2)

쵸퍼 slot의 넓이가 무한대로 작아서 쵸퍼에 의한 파장 분해능을 무시할 수 있다

면 파장 분해능(FWHM) Δλ/λ는 TOF spectrum의 gaussian fitting으로부터 바

로 구할 수 있다. 식 (5.3)은 쵸퍼의 분해능을 무시할 때의 파장 분해능을 나타낸 

것이다.

Δλ/λ = (FWHML2-FWHML1)/(N maxL2-N maxL1)

= 2⋅( ln (2))
0.5
⋅(σ L2-σ L1)/(N max L2-N max L1)

= 2⋅( ln (2))
0.5
⋅ΔσL2,L1/ΔNmaxL2,L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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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실험에서 쵸퍼 window는 유한한 넓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쵸

퍼에 의한 파장 분해능 함수가 존재한다. 쵸퍼에 의한 파장 분해능 함수는 쵸퍼 

window shape 함수를 시공간에서 Fourier 변환하여 얻어지며, 쵸퍼 window 

shape function은 slit 모양의 쵸퍼 window 모양과 입사빔 모양과의 convolution

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쵸퍼 분해능 함수는 gaussian 분포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TOF 측정에 대한 파장분포 σTOF는 gaussian 분포함수의 

bell width σ를 이용하여 중성자 속도 선별기에 의한 σ neutron과 쵸퍼에 의한 

σ chopper로 표현할 수 있다. 

σ
2
TOF= σ

2
chopper+σ

2
neutron (5.4)

식 (5.2)과 (5.4)로부터 다음의 식 (5.5)에 나타난 FWHMneutron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식 (5.5)에 나온 σ chopper은 실제 복잡한 window shape function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FWHMneutron=2⋅[ ln (2)⋅(σ
2
TOF-σ

2
chopper)]

0.5 (5.5)

그러나 두가지 검출거리에서 TOF 실험을 실시할 경우 평균 σ chopper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쵸퍼장치에서는 광소자와 투과빔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주요원인

으로 하여 시간차가 존재하며 이때의 시간차를 window offset channel, N0로 정

의한다. N0는 그림 5.7의 파장-channel 그래프에서 y-절편값으로 정의되며 파장 

분해능,쵸퍼-검출기간 거리, L에 대한 Δλ/λ는 다음의 식 (5.6)로 주어진다. 

Δλ/λ =FWHMneutron/(N max ,L-N 0)

= 2⋅[ ln (2)⋅(σ
2
TOF,L-σ

2
chopper)]

0.5
/(N max ,L-N 0) (5.6)

두 가지의 쵸퍼-검출기간거리 L1, L2에 대하여 식 (5.6)을 나타내면 그 관계로부

터 σ chopper를 구할수 있으며 그것은 식 (5.7)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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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chopper= [σ
2
TOF,L2 (N max ,L1-N 0)

2
- σ

2
TOF,L1 (N max ,L2-N 0)

2
]

/( (N max ,L2-N 0)
2
- (N max ,L1-N 0)

2
]
0.5 (5.7)

식 (5.7)에서 구한 σ chopper를 식 (5.6)에 대입하면 쵸퍼장치가 보정된 파장 분해능

을 구할 수 있다. 표 5.3은 쵸퍼 분해능을 고려한 것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중성자빔의 파장 분해능, Δλ/λ을 나타낸 것이다. 

표 5.3. 중성자빔의 파장 분해능, Δλ/λ

Wavelength(Å)
파장 분해능(%)

(쵸퍼분해능 고려)

파장 분해능(%)

(쵸퍼분해능 고려안함)

4.31355 13.114 6.944

5.14227 11.800 6.570

6.37808 12.559 10.07

8.29176 11.618 10.82

3. 표준시료를 이용한 파장교정

Silver Behenate(CH3(CH2)20COOAg)는 다결정 분말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료로 X-선 및 중성자빔의 소각산란 실험에서 파장교정을 위한 표준시료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Silver Behenate는 격자상수가 큰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

각 역에서 규칙적으로 분포된 (001) peak를 나타낸다. Silver Behenate의 (001)

면의 면간거리는 d001은 synchrotron 실험결과 58.380Å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001)면에 대한 Q값은 Q001=2π/d001=0.107626Å
-1
으로 주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Silver Behenate의 회절 결과를 이용하여 시료-검출기간

의 거리를 보정하 다. 그림 5.8(a)는 2차원 검출기에 검출된 Silver Behenate의 

소각산란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5.8(a)은 128x128의 2차원 데이터로 표

현한 것이다. 그림 5.8(b)는 그림 5.8(a)의 측정결과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x=63과 

x=64의 두열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1차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8은 중성

자파장 4.31Å에서 얻어진 결과로 그림 5.8(b)에서 빔 중심과 회절 peak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Silver Behenate의 면간거리(d001=58.380Å)를 이용하면 Bragg 관

계식에 의해 시료-검출기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표 5.4는 3가지 조건에서 

측정한 거리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거리 L-1000은 1m 이송시 오차가 

0.1mm인 검출기에 장착된 stepping motor를 이용하여 시료-검출기간의 거리를 

거리 L에 대해 1000mm 감소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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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8. Silver Behenate에 대한 소각산란 실험결과; (a)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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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Silver Behenate 측정결과를 이용한 시료-검출기간 거리측정

시료-검출기간 

거리(mm)
중성자 파장(Å)

빔중심과 회절 

peak간의 

거리(mm)

측정된 

시료-검출기간 

거리(mm)

L 4.31 210.9 2851.8

L-1000 4.31 137.8 1862.4

L-1000 6.38 203.5 1854.0

그림 5.9는 시료-검출기간 거리 2.85m인 조건에서 Silver Behenate에 대

한 소각산란결과를 I vs. Q로 나타낸 것으로 Q값은 중성자빔의 파장을 TOF 측

정으로 얻어진 값인 4.3136Å로 계산한 것이다. 측정결과 (001)면에 대한 peak Q 

값은 0.10775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 중성자빔의 파장은 4.3150Å로 계산되었다. 

이 결과는 TOF법으로 측정된 중성자빔의 파장(4.3136Å)과 비교하여 표준시료를 

이용한 측정이 0.05%이내에서 일치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9. Radially average한 Silver Behenate의 소각산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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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1차 빔 특성 평가

1차 빔 특성평가는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외부이용자

들에게 소각산란장치를 오픈하기 전까지 이루진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배경 산란(background) 측정

표 5.5은 SANS 장치 주요 변경에 따라 2-D PSD로 측정된 배경 산란

(background)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5.5. SANS 장치 주변환경변화에 따른 배경산란 변화

측정일
시료-검출기간 

거리(mm)
조건 CN Counts/sec

2000. 09.20 4,500
No vacuum in 

chamber
Closed, 24MW 12.3

2001. 03.03 4,610
Vacuum in 

chamber
Closed, 24MW 8.0

2001. 03.30 4,610 Al pluging Closed, 24MW 35.0

2001. 05.09 4,610
CN / PNS 주변 

차폐체 보강
Closed, 24MW 6.3

2001. 10.25 4,610 Closed, 24MW 6.5

2003. 05.06 4,610 Boron PE 차폐 Closed, 24MW 2.6

2. 빔 stop 크기 결정

빔 stop이 없이 직사빔을 평가하여 빔 stop 크기를 최종 결정하 으며, 

콜리메타 핀홀은 입구 직경 D1=24mm, 출구 직경 D2=12mm를 사용하여 위치에 

따라 표 5.6와 같은 빔 stop 크기를 결정하 다.

표 5.6. 시료 검출기간 거리에 따른 빔 stop 크기

시료-검출기간 

거리(mm)
1,700 2,000 2,700 3,000 4,610

빔 stop 크기 

(직경, mm) 
55 55 40 40 35

3. 빔 감쇄기 특성 평가

SANS 장치에는 2개의 감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쇄기의 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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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xiglass이고 각각 5mm와 10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표 5.7은 시료-검출기

간 거리 4,610mm, 빔 콜리메터의 입구 직경 D1=24mm, 출구 직경 D2=12mm 인 

조건에서 빔 stop을 설치하지 않고 감쇄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표 5.7. 감쇄기의 중성자 감쇄율 평가결과

NVS
(rpm)

Attenuator 
number 

Measuring
time(sec)

Monitor 
counts/10sec

Total 
counts

Counts/sec file_name

13100 1 600 449,622 68,214 102.1 H000077.SAN

13100 2 10,800 8,053,383 162,338 3.4 H000078.SAN

17100 1 300 486,601 153,642 500.5 H000069.SAN

17100 2 600 966,752 20,751 23.0 H000070.SAN

17100 2 1,800 2,873,462 62,420 23.1 H000076.SAN

17100 1 + 2 7,200 11,498,818 97,687 2.0 H000074.SAN

21300 2 300 700,455 29,097 85.4 H000071.SAN

21300 1 + 2 3,600 8,401,106 64,111 6.2 H000075.SAN

25500 2 300 1,175,490 78,073 248.6 H000072.SAN

25500 1 + 2 1,200 4,729,404 37,228 19.4 H000073.SAN

그림 5.10은 plexiglass 두께 변화에 따른 중성자계수율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 5.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선의 기울기로 평가되는 plexiglass의 중성자 감

쇄계수는 2.398 counts/cm으로 나타났다.

그림 5.10. Plexiglass 두께 변화에 따른 중성자 계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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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성자 입사 파장 및 핀홀 변화에 따른 중성자 강도 측정 

표 5.8는 10mm plexiglass를 감쇄기로 사용하고 시료-검출기간 거리가 

4,610mm일 때 중성자 입사 파장 및 핀홀 변화에 따른 중성자 monitor counter 

및 2D 검출기에서 측정되는 중성자 계수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5.8. 파장 및 핀홀 변화에 따른 중성자 계수율

NVS
 (rpm)

Wavelength
(Å)

Measuring
time(sec)

Monitor 
counts

Total 
counts

Counts/sec file_name

Pin-hole system : D1=24mm, D2=12mm

25500 4.31 300 1,175,490 78,073 248.6 H000072.SAN

23300 4.71 300 1,113,471 57,575 180.3 H000081.SAN

21300 5.14 300 700,455 29,097 85.4 H000071.SAN

19100 5.72 600 939,277 26,082 31.9 H000080.SAN

17100 6.38 1,800 2,873,462 62,420 23.1 H000076.SAN

15100 7.21 1,800 2,237,331 41,778 11.6 H000079.SAN

13100 8.29 10,800 8,053,383 162,338 3.4 H000078.SAN

Pin-hole system : D1=24mm, D2=8mm

25500 4.31 300 1,162,455 35,331 106.2 H000082.SAN

23300 4.71 300 1,110,682 26,877 78.0 H000083.SAN

21300 5.14 600 1,381,966 29,539 37.6 H000084.SAN

19100 5.72 600 930,824 15,667 14.5 H000085.SAN

17100 6.38 1,200 1,902,470 25,721 9.8 H000086.SAN

15100 7.21 1,800 2,209,278 31,148 5.7 H000087.SAN

13100 8.29 3,600 2,649,577 51,058 2.6 H000088.SAN

Pin-hole system : D1=30mm, D2=12mm

25500 4.31 300 1164549 99051 318.6 H000098.SAN

21300 5.14 300 692865 35781 107.7 H000097.SAN

17100 6.38 1,200 1909669 50366 30.4 H000096.SAN

13100 8.29 3,600 2661800 54620 3.6 H000095.SAN

Pin-hole system : D1=30mm, D2=8mm

25500 4.31 300 1168685 44982 138.3 H000092.SAN

21300 5.14 600 1394946 34851 46.5 H000091.SAN

17100 6.38 1,200 1921202 31523 14.7 H000093.SAN

13100 8.29 3,600 2655343 48423 1.9 H000094.SAN

그림 5.11는 표 5.8의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 중성자 빔 투과도는 빔 콜리

메터의 출구에 설치된 두 번째 핀홀의 단면적(직경 : D2)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

타나 빔 콜리메터의 출구에 설치된 첫 번째 핀홀의 크기(직경 : D1)가 같을 경우 

두 번째 슬릿의 크기가 12mm인 것이 8mm인 것에 비해 약 2배정도의 중성자 

계수가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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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중성자 파장 및 핀홀 변화에 따른 빔 투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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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NS 장치 배치 및 파장에 따른 Q range 검정 

SANS 실험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불균일성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SANS 장치 측정 배치를 선정해야된다. 이러한 사전 모의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한 측정 시료에 대해서 두가지 배치에서 측정하는 오류를 방지하는 등, 측정 시

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넓은 Q 역에서 실험이 이루어지는 경

우에는 필연적으로 2 ∼3 배치에서 측정하여야 하나, 검출기를 회전(tilting)하거

나 또는 좌우로 이송하여 측정 Q 역을 확장함으로써 측정 배치 수를 최소화하

여 전반적인 측정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표 5.9는 검출기를 회전하지 않았을 때의 시료-검출기간 거리에 따른 측

정 Q 역을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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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검출기 챔버를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측정 Q 역 평가

Sample to 

Detector

Distance(L2, m)

NVS rpm (Qmin/Qmax, 1/A)

13100 17100 21300 25500

1.7 0.0099/0.1603 0.0128/0.2083 0.0161/0.2616 0.0190/0.3083

2.0 0.0084/0.1372 0.0109/0.1783 0.0137/0.2239 0.0162/0.2639

2.7 0.0071/0.1022 0.0092/0.1328 0.0115/0.1668 0.0136/0.1966

3.0 0.0063/0.0921 0.0083/0.1198 0.0104/0.1503 0.0122/0.1772

4.61 0.0054/0.0600 0.0069/0.0779 0.0086/0.0978 0.0102/0.1153

표 5.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검출기를 회전(tilting)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얻을 수 있는 측정 Q 역은 파장과 시료-검출기간 거리를 바꾸어 줌으로서 

0.0055 ∼ 0.3Å
-1
 범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SANS 실험에서 

수행되는 측정 Q 역 범위는 대략 0.006 ∼ 0.15Å
-1
 및 0.01 ∼ 0.3Å

-1
의 역

이다. 그러므로 검출기 회전이나 좌우이송 장치가 없을 경우 한 시료을 측정하기 

위해서 파장을 바꾸거나 시료와 검출기간 거리를 바꾸어 2  또는 3 배치에서 측

정해야 되며, 배경 산란, 빔 셀, 표준시료 측정 등 추가로 측정해야되는 시간적인 

부담이 증가된다.

표 5.10은 검출기 챔버를 회전한 상태와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가

능한 q 역을 비교한 것이다. 

표 5.10. 검출기 회전 유무에 따른 측정 Q 역 비교

NVS 

rpm

S-D 

distance(mm)

Tilting 

Angle(。)
Filename

Qmin/Qmax, 

1/A

Qmin/Qmax, 

(1/A, No tilt)

21300 4610 2.5 H000122.SAN 0.0081/0.1201 0.0086/0.0978

21300 2000 5.0 H000127.SAN 0.0201/0.2768 0.0137/0.2239

21300 1700 5.0 H000131.SAN 0.022/0.3256 0.0161/0.2616

그림 5.12은 silica 표준시료에 대해 실험 조건을 변화하여 측정한 SANS 측정결

과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5.12은 같은 시료-검출기간 거리에 대해 검출기 회전

에 의해 측정 Q 역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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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검출기 회전 조건에 따른 silica 표준시료의 SANS 데이터 비교

 122: L2=4610mm, tilting angle=2.5°/ 131: L2=1700mm, tilting angle=5.0°

  382: L2=4610mm, tilting angle=0°/ 196: L2=1700mm, tilting angle=0°

검출기 회전장치를 이용한 SANS 측정시 회전장치의 유용성 및 데이터 해석 신

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silica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Guinier fitting에 따른 

Radius of Gyration, Rg 평가하 다. 표 5.11은 여러 측정조건에 대해 Rg 값을 

비교한 것으로 ±1.5% 이내로 측정결과가 수렴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5.11. Silica 표준시료에 대한 Radius of Gyration 측정결과

NVS rpm
S-D distance

(mm)

Tilting Angle

(。)
Filename

Radius of

Gyration(Å)

21300 4610 2.5 H000122.SAN 30.19

21300 2000 5.0 H000127.SAN 29.82

21300 1700 5.0 H000131.SAN 30.41

21300 4610 0 H000382.SAN 30.62

21300 3000 0 H000262.SAN 29.87

21300 1700 0 H000196.SAN 30.57

검출기 챔버 회전 시스템을 이용할 때 시료-검출기간 거리가 작은 경우, 즉 Q가 

큰 역에서 회전에 대한 효과가 크며, 작은 Q 역에서 측정 Q 역을 확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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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검출기의 회전과 더불어 장파장 사용 및 L2의 거리를 짧게 하는 것

이 더욱 효율적이다. 또한 측정할 수 있는 최대 Q 값은 검출기를 5도 정도 회전

할 때 0.4Å
-1
 정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검출기를 최대 10도 회전하는 경우에 최

대 Q값은 0.54Å
-1
 정도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전에 따른 SANS 장치의 축 

부하 등을 고려하여 최대 회전각을 5도로 결정하 다.

6. CN 수직공에 Al을 설치함으로써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 속 증대

SANS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CN 수평공 선단에는 다음 단계 연구에서 

CNS(cold neutron source)를 설치할 수 있도록 CNS 수직공이 준비되어 있으며, 

수직공내에는 H2O가 흐르고 있다. H2O에 의한 냉중성자 속의 손실을 낮추기 위

해 CNS 수직공에 Al 공기관을 설치하 으며, 파장이 6.38Å 경우에 Al plug 설

치 전 모니터 계수율은 초당 600이었으나 설치 후에는 초당 1,500으로 증가하여 

약 2.5배로 중성자 속 증대를 얻었고, 냉중성자 스펙트럼 전체적으로는 2배 정도

로 증가하여 50% 이득 목표보다 높은 100% 이득을 실현하 다. 

제3절 2차 빔특성 평가

2차 빔특성 평가는 2002년 3월 검출기 좌우이송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차 빔특성 평가에서는 검출기 챔버 회전장치와 

검출기 좌우이송 장치를 조합하여 여러 조건에서 silica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측

정가능한 Q 역을 결정하 고, silica 표준시료의 SANS data를 이용하여 데이

터 해석 신뢰도를 평가하 다

표 5.12은 기하학적으로 계산된 측정 가능한 Q 역을 여러 조건에서 나

타낸 것이다. 표 5.13는 silica 표준시료의 측정조건을 나타낸 것이고 표 5.14은 

SANS 장치 배치에 따라 측정된 beam center position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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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2. 이론적으로 계산한 측정가능 Q 역

Q min

        파장(Å)
S-D 
Distance(mm)

Q min(1/Å) Beam Stop
(mm)4.31 5.08 6.38 8.29

1700 0.0150 0.0127 0.0101 0.0078 35

2000 0.0127 0.0108 0.0086 0.0066 35

3000 0.0097 0.0082 0.0066 0.0051 40

4610 0.0087 0.0074 0.0059 0.0045 55

Q max : No tilt, no detector x move

        파장(Å)
S-D 
Distance(mm)

Q max(1/Å) Ideal
Q max(1/Å)4.31 5.08 6.38 8.29

1278 0.4179 0.3545 0.2823 0.2173 0.6749 

1500 0.3678 0.3121 0.2485 0.1912 0.5877 

1700 0.3333 0.2828 0.2252 0.1733 0.5255 

2000 0.2940 0.2494 0.1986 0.1528 0.4527 

3000 0.2184 0.1853 0.1475 0.1135 0.3080 

4610 0.1648 0.1398 0.1113 0.0857 0.2024 

Q max : 2.5° tilt, detector 150mm move

        파장(Å)
S-D 
Distance(mm)

Q max(1/Å) Ideal
Q max(1/Å)4.31 5.08 6.38 8.29

1278 0.5675 0.4815 0.3834 0.2950 0.6749 

1500 0.4993 0.4236 0.3373 0.2596 0.5877 

1700 0.4516 0.3831 0.3050 0.2348 0.5255 

2000 0.3964 0.3364 0.2678 0.2061 0.4527 

3000 0.2888 0.2450 0.1951 0.1501 0.3080 

4610 0.2113 0.1793 0.1427 0.1098 0.2024 

Q max : 5° tilt, detector 150mm move

        파장(Å)
S-D 
Distance(mm)

Q max(1/Å) Ideal
Q max(1/Å)4.31 5.08 6.38 8.29

1278 0.6201 0.5261 0.4189 0.3224 0.6749 

1500 0.5542 0.4702 0.3744 0.2881 0.5877 

1700 0.5079 0.4309 0.3431 0.2641 0.5255 

2000 0.4543 0.3855 0.3069 0.2362 0.4527 

3000 0.3492 0.2963 0.2359 0.1816 0.3080 

4610 0.2732 0.2318 0.1845 0.1420 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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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Silica 표준시료의 SANS 측정조건

NVS 

rpm

S-D 

distance

(mm)

Tilting 

Angle

(。)

Motor M8

position

(pluse)

(좌우이동)

Motor M2  

position

(pulse)

Motor M3  

position

(pulse)

Beam 

Stop(mm)
Filename

21300 1278 2.5 L+ 3600 600 40 1617

21300 1700 2.5 L+ 5000 600 40 1593

21300 1700 5.0 -4000 10400 600 40 1627

25500 2000 2.5 L+ 5950 550 40 1654

21300 3000 2.5 L+ 9300 400 40 1609

21300 4610 0 L+ 150 0 55 1590

21300 4610 2.5 -10000 14400 0 55 1603

표 5.14. SANS 장치 배치에 따라 측정된 beam center position

NVS rpm

S-D 

distance

(mm)

Tilting 

Angle

(。)

Motor M8

position(pluse)

(좌우이동)

Center Position 

in 2D-Detector
Filename

21300 1278 2.5 L+ x:23.3, y:63.6 1615

21300 1700 2.5 L+ x:19.9, y:63.5 1596

21300 1700 5.0 -4000 x:9.0, y:63.5 -

25500 2000 2.5 L+ x:17.3, y:63.5 1650

21300 3000 2.5 L+ x:9.1, y:63.5 1607

21300 4610 0 L+ x:33.8, y:63.3 1589

21300 4610 2.5 -10000 x:8.1, y:63.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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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는 표 5.13의 실험 조건에서 측정한 silica 표준시료의 SANS 데이터를 

도시한 것이다. 표 5.15은 이론적으로 계산한 결과와 측정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계산한 결과와 측정결과가 ±1% 수준에서 일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 

5.15에 주석을 붙인대로 Qmax 값이 0.38 이상인 조건에서 간섭효과가 검출기 챔

버 프란지에 의한 간섭효과가 나타났다. 이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간섭성 산

란이 주도적인 water 시료에 대해 표 5.16의 측정조건으로 소각산란 실험을 실시

하 다.  그림 5.14는 표 5.16의 측정 조건에서의 2D SANS 패턴을 보여준다. 그

림 5.14는 2D 패턴의 바깥부분에 프란지에 의한 간섭으로 중성자가 검출되지 않

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15은 그림 5.14의 2D 데이터를 I vs Q의 1차원 데이

터로 변환한 것으로 Q 값 0.3-0.4 Å
-1
 사이에서 급격히 산란강도가 감소하는 것

을 보여준다. 표 5.17은 검출기 챔버 프란지에 의해 측정 가능한 Q 역이 감소

하는 것을 계산값과 실험값을 비교하여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표 5.18는 간섭효

과를 고려한 측정가능한 최대 Q 범위를 계산한 것이다. 표 5.19는 silica 표준시

료를 이용하여 Radius of Gyration, Rg 값을 비교한 것으로 ±1.5% 이내로 측정

결과가 수렴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13. 검출기 회전 및 이동 조건에 따른 silica 표준시료의 SANS

  데이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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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이론적으로 계산된 Q 역과 측정 Q 역비교

NVS 

rpm

S-D 

distance

(mm)

Tilting 

Angle

(。)

Motor M8

position

(pluse)

(좌우이동)

Filename
Calculated

Qmax (1/Å)

Measured

Qmax (1/Å)

21300 1278 2.5 L+ 1617 0.4815 0.4928*

21300 1700 2.5 L+ 1593 0.3831 0.3920*

21300 1700 5.0 -4000 1627 0.4309 0.4249*

21300 3000 2.5 L+ 1609 0.2450 0.2488

21300 4610 0 L+ 1590 0.1262 0.1327

21300 4610 2.5 -10000 1603 0.1793 0.1646

* 검출기 챔버 입구에 대한 간섭효과 평가 필요

표 5.16. Water 시료에 대한 SANS 측정조건

NVS rpm
S-D distance

(mm)

Tilting Angle

(。)

Motor M8

position 

(pluse)(좌우이동)

Filename

21300 1278 2.5 L+ 1620

21300 1700 5.0 -400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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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14. Water 시료의 2D SANS 패턴. (a) file 1620, 

  (b) file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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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Water 시료에 대한 SANS 측정 결과(1차원)

표 5.17. 검출기 챔버 프란지에 의한 측정 Q 역 감소 비교

NVS 

rpm

S-D 

distance

(mm)

Tilting 

Angle

(。)

Motor M8

position

(pluse)

(좌우이동)

Filename

Measured

Qmax 

(1/Å)

Valid

Qmax 

(1/Å)

21300 1278 2.5 L+ 1620 0.4928 0.37

21300 1700 5.0 -4000 1630 0.4249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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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검출기 챔버에 의한 간섭효과를 고려한 측정가능 최대 Q 범위계산

NVS

(rpm)

현재 설치조건

시료위치- 챔버입구 : 

700mm

시료위치- 챔버입구 : 

550mm

Tilting angle(°) Tilting angle(°)

2.5 5 7 2.5 5 7

25500 0.3728 0.4348 0.4843 0.4553 0.5166 0.5653

21300 0.3163 0.3689 0.4109 0.3863 0.4383 0.4797

표 5.19. SANS data의 Guinier fitting에 따른 Radius of Gyration, Rg 평가

NVS rpm

S-D 

distance

(mm)

Tilting 

Angle

(。)

Motor M8

position(pluse)

(좌우이동)

Filename
Radius of

Gyration(Å)

21300 1700 2.5 L+ 1593 30.41

21300 1700 5.0 -4000 1627 30.16

21300 3000 2.5 L+ 1609 31.19

21300 4610 0 L+ 1590 30.85

21300 4610 2.5 -10000 1603 31.31

제4절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성능 검증

1. 표준시료를 이용한 장치 성능 검증

Glassy carbon, CTAB, porous silica등의 표준시료에 대한 SANS 측정을 

수행하 고 이를 HMI(독일), ANL IPNS(미국), NIST(미국) 등에서 측정한 데이

터와 비교하여 하나로 SANS 장치에 대한 1차 종합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그림 5.16은 glassy carbon에 대해 하나로 SANS 데이터와 독일의 HMI SANS 

장치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며, 그림 5.17는 CTAB 마이셀에 대해 하

나로 장치와 미국 ANL의 IPNS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두 결과에

서 모두 동일 Q 역에서 동일한 절대산란강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나로 SANS 장치가 선진국의 장치와 비견되는 성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이러한 성능평가는 IAEA 전문가로 초청된 A. Wiedenmann/ 

HMI(Germany)박사와 P.S. Goyal/BARC(India) 박사와 공동으로 수행, 신뢰성을 

확보하 다. 

2000.11.20-24 동안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연구소, 일본과학기술청 및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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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자력연구소 주관으로 연구로 이용에 관한 아시아지역 웍샵(FNCA)이 본소에

서 개최되었다. 웍샵 소분야로 고분자 시료의 SANS 응용에 대한 sub-workshop

이 열려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8개국에

서 11종류의 SANS 측정용 시료를 준비하여 웍샵 기간동안 SANS 실험을 수행

하 다. 특히 일본측 참석자가 준비한 polystyrene-h/polystyrene-d (PSH/PSD) 

시료에 대한 SANS 측정 결과는 일본원자력연구소에서 동일시료에 대해 측정한 

SANS 데이터와 비교하 고, 그 결과 하나로 SANS장치의 성능이 우수한 것으

로 평가되었다. 

               (a)                                   (b)

그림 5.16. Glassy carbon의 SANS 측정결과비교;  (a) 2-D scattering image, 

(b) 절대산란강도가 보정된 radially averaged 1-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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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CTAB 마이셀의 SANS 측정결과비교; (a) 2-D scattering 

image, (b) 절대산란강도가 보정된 radially averaged 1-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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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성자 소각산란 장치 교정 연구

가. CTAB 마이셀의 SANS 측정 및 해석 기술 개발

용액상태에서 친수성기와 소수성기를 가지는 물질로 구성된 마이셀은 세

탁제나 약물 운반체, 부유 선광 및 석유 회수물질 등에 쓰이고 있다. 대개 크기

가 50Å, 마이셀간 거리는 150Å 정도이기 때문에 타분석장치로는 어렵지만 

SANS를 이용하면 마이셀의 구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용액에 D2O를 첨

가하여 용매의 산란강도를 조절하면 단시간의 측정으로도 마이셀에 대한 높은 

산란강도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TAB 마이셀에 대한 SANS 측정을 

실시하여 CTAB 마이셀의 장,단축의 길이, aggregation number, charge등을 분

석하 고, KBr과 알코올첨가효과를 분석하 다. 

표 5.20은 octanol을 첨가한 경우 마이셀 구조인자의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5.18은 propanol 첨가 함량 변화에 따른 SANS 데이터를 도시한 것

이다. Octanol을 첨가한 경우는 마이셀의 단반경은 변화가 없고 장반경만이 커진 

긴 타원체 마이셀을 형성한다. Propanol을 첨가한 경우에는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가 높은 Q값으로 이동하고 낮은 Q 역에서 새로운 피크가 생기는 것

을 보여주며, 높은 Q 역 데이터의 기울기는 동일함을 나타낸다. propanol 첨가

에 따라 마이셀이 단일 입도를 갖는 상태에서 큰 것과 작은 크기를 갖는 이중 

입도를 갖는 마이셀 들로 바뀌며, 작은 크기의 마이셀 크기는 변하지 않고 거리

가 멀어져 상호 간섭이 줄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5.20 SANS 측정결과를 이용한 CTAB 마이셀의 구조인자분석

Semimajor Semininor Aggregation # Charge

0.01M CTAB 36.76 24.55 16 1.957

0.01M CTAB/0.015M 

KBr
45.27 24.55 19 1.544

0.01M CTAB/0.015M 

KBr/0.03M Octanol
74.28 24.55 50 0.791

0.01M CTAB/0.015M 

KBr/0.06M Octanol
92.81 24.55 62 0.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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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10R0237_A 0.1M CTAB/0.015KBr
 PR12R0239_A 0.1M CTAB/0.015KBr/0.1M Propanol
 PR14R0241_A 0.1M CTAB/0.015KBr/0.2M Propanol
 PR15R0242_A 0.1M CTAB/0.015KBr/0.5M Propanol
 PR18R0245_A 0.1M CTAB/0.015KBr/1M Propanol
 PR21R0248_A 0.1M CTAB/0.015KBr/1.5M Propanol
 PR20R0247_A 0.1M CTAB/0.015KBr/2M Propanol

(b)

그림 5.18. CTAB 마이셀의 SANS 측정

 결과; (a) CTAB/KBr/Propanol

 (b) CTAB/Prop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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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08R0232_A 0.1M CTAB/1M Propanol
 PR24R0251_A 0.1M CTAB/2M Propanol

나. 시료 절대 산란강도 측정 및 보정 기술 개발

SANS 측정 데이터는 표준시료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 절대산란강도로 

보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대교정은 데이터에서 물리적인 인자를 추출하

고자 할 때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H2O와 미국 NIST에서 입수한 silica를 

표준시료로 이용하여 절대 교정을 위탁과제(과제책임자 차국헌) “중성자 산란장

치 교정연구”와 협력으로 수행하 다. 

Silica는 0.02Å
-1
< Q <0.04Å

-1
 범위에서 사용되고, H2O는 Q > 0.02Å-1 

범위의 절대교정에 사용된다. 절대교정에는 Q=0에서의 강도 Is(0)값과 절대 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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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적 dΣs(0)/dΩ 값이 이용되며, Is(0)값은 Guinier fitting에서 외삽으로 얻는

다. SANS 측정시 측정조건(시료-검출기 간의 거리, 중성자파장, pin-hole 크기)

이 달라지면 Is(0)값이 변화하고 측정조건에 따른 Is(0)값을 대입하여 절대산란강

도를 보정한다. 보정 신뢰성은 Guinier fitting 기울기로 얻어지는 gyration 반경 

Rg값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미국 NIST에서 측정된 Rg값은 29.30Å, 하나로에서 

측정된 Rg값은 29.24Å로 나타나 silica sample을 이용한 절대 산란강도 보정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폴리머 시료를 이용한 SANS 장치 교정연구

폴리머, 마이셀, 표준시료를 이용하여 SANS 기기 특성 파악 및 교정, 측

정 및 데이터 처리/분석 기술을 습득하 다. 특히 하나로 SANS 장치 및 시료 

환경 장치의 특성 파악을 위해 PEO-PLGA-PEO Triblock Copolymer 

(550-3.4K-550) 시료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구조 변화를 측정하 으며, 

동일 시료에 대해서 미국 NIST의 SANS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묽은 농도, 낮은 온도에서 생성되는 마이셀의 크기와 구조를 알아보기 위

한 실험에서는 그림 5.19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spherical 

single particle의 산란 경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높

은 농도와 온도에서 생성된 젤의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 높은 농도에서 온도를 

달리 해가며 변화하는 산란 곡선을 관측한 결과 묽은 농도에서와 달리 마이셀 

입자간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온도를 올릴수록 qmax가 작은 q쪽으로 이동하므로 젤 입자의 크기

가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aggregation되려는 힘이 다른 삼중 블

록공중합체에 비해 상당해 크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NIST 8m-SANS 장치와 하나로 SANS 장치를 이용하여, 블

록 조성과 혼합물 조성에 따른 V4113/dPS 혼합물의 벌크 미세 구조 연구를 수

행하 다. NIST 장치와 하나로 장치의 기학학적 장치 분해능이 다른, 즉 시료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를 달리하고, 또한 파장을 달리하여 측정하여 V4113/dPS 시

료에서 관찰되는 판형 구조의 1차, 2차 및 3차 피크들을 관찰하 다. 그 결과 시

료와 검출기 사이의 거리가 4.46m이고 파장이 5.14Å인 하나로 SANS 장치에서 

수행한 실험데이터에서는 4차 피크도 뚜렷하게 감지되어 하나로 SANS 장치의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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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SANS Profiles for PEO-PLGA-PEO Triblock Copolymer 

(550-3.4K-550); (a) Concentration variation, (b) Temperature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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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하나로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제원

하나로 중성자 소각산란장치는 2001년 중반 개발이 완료되어 2001년 7월

부터 외부 이용자들의 장치 이용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하나로 중성자 소각산란

장치의 주요 제원을 기술한 것이다.

- Neutron source : CN beam tube without cold neutron source

- γ-ray/fast-neutron filter : Liquid-nitrogen-cooled Bi/Be filter

- Monochromator : Neutron velocity selector with variable speed

- Wavelength range : 4.3-8.5 Å

- Wavelength resolution(FWHM) ∼ 10%

- Transmission :  > 80%

- Beam divergence : 0.003 rad (circular pinhole type)

- Typical sample size : 5-15 mm in diameter

- Q-range : 0.006-0.6 Å
-1

- Detector : 3He gas detector (Ordela 2660N)

Active area 64.5 cm×64.5 cm with 128×128 

- Sample-to-detector distance:1.5-4.6m

- Estimated neutron current (n/㎠․s) at the sample, 

Qmin(Å
-1
) = 0.006 5×10

3

Qmin(Å
-1
) = 0.01 1×10

4

Qmin(Å
-1
) = 0.1 1×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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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중성자 소각산란 측정법

제1절 중성자 소각산란 데이터 correction

SANS 측정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시료에 대한 측정뿐 아니라 시료 

cell(sample background or empty cell), 잡음신호(cd blocked run), 시료 투과율

(transmission), 시료 cell 투과율, 직선빔의 투과율등 모두 6가지의 측정을 수행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료의 중성자 절대산란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표준시료, 표

준시료 cell, 표준시료에 대한 투과율, 표준시료 cell에 대한 투과율등 4가지 측정

이 추가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측정을 해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료에 대해 SANS 

측정을 할 경우 그 측정 데이터는 시료와 시료 cell에 대한 산란정보를 함께 담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료 cell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고 시료+시료 cell 및 

시료 cell에 대한 투과율을 고려해야만 정확히 시료만의 산란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중성자검출기에는 산란된 중성자빔 이외에 원자로 내부의 다른 

장치에서 발생한 중성자나 electronics에 의한 noise에 의해 중성자가 검출될 수 

있다(잡음신호). 그러므로 산란되지 않은 중성자 counts(하나로 SANS 장치의 경

우 일반적으로 약 6-7 counts/sec)를 보정하기 위하여 시료위치에 중성자를 차폐

하는 cd을 놓고 측정하여 이 향을 보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료만의 중성

자 산란 강도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I S=( I S+ SB-C)-
TS+ SB
TSB

⋅( I SB-C) (6.1)

I S  : 시료만에 의해 산란된 중성자 intensity

I S+ SB  : 시료+시료 cell에 의해 산란된 중성자 intensity

I SB  : 시료 cell에 의해 산란된 중성자 intensity

TS+ SB  : 시료+시료 cell에 대한 투과율

TSB  : 시료 cell에 대한 투과율

 C : Cd blocked된 상태에서의 중성자 intensity

시료의 투과율( TS+SB)은 시료를 넣지 않고 측정한 중성자 intensity( I 0)

에 대한 시료를 넣고 측정한 중성자 intensity( I S+ SB)의 비, I S+ SB/ I 0로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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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료 cell에 대한 투과율( TSB)은 시료를 넣지 않고 측정한 중성자 intensity

( I 0)에 대한 시료 cell의 중성자 intensity( I SB)의 비 I SB/ I 0로 표현된다. 시료 

holder에 직접 시료를 장착하는 고체시료의 경우에는 시료 cell에 대한 향이 없

으므로 TSB=1이 된다. Cell type이 아닌 얇은 고분자 필름이나 금속박판으로 된 

용기에 시료가 담겨 있을 경우에는 시료가 없는 용기상태에서 I SB를 측정하여 

TSB를 얻는다. 

시료나 시료 cell에 대한 SANS 측정을 할 경우에는 직선빔으로부터 검

출기를 보호하기 위해 빔 스토퍼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고, 투과율을 측

정할 경우에는 attenuator를 설치한 상태에서 빔 스토퍼를 내리고 짧은 시간(2-3

분)동안 측정한다.

제2절 절대산란강도 보정

식 (6.1)의 중성자 산란강도 I S는 시료의 절대산란단면적(absolute 

scattering cross section, (dΣ/dΩ) S가 포함된 다음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식 (6.2)의 (dΣ/dΩ) S는 일반적으로 단위 부피당 산란단면적으로 표현되어 

[1/cm]의 단위를 갖는다. 

I S=ΦAdTS+SB(dΣ/dΩ)SΔΩεt (6.2)

I S  : Scattered intensity

Φ  : Neutron flux on the sample [n cm
-2
sec

-1
]

A  : Sample area [cm
2
]

d  : Sample thickness [cm]

TS+ SB  : 시료+시료 cell에 대한 투과율

(dΣ/dΩ) S  : 시료의 절대산란단면적 [cm
-1
]

ΔΩ : Solid angle subtended by one pixel of the detector

ε : Detector efficiency

t  : Effective counting time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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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회절 실험의 경우 절대 산란강도를 얻기위한 보정방법이 매우 복

잡하여 산란강도는 arbitrary unit로 표현되지만 중성자 산란을 이용한 SANS 실

험에서의 산란강도는 대부분 물리적인 단위를 갖는 시료의 산란단면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점이 SANS 실험의 주요한 장점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산란벡터 Q에 대한 중성자 산란강도 I S로 표시된 데이터를 (dΣ/dΩ) S  

vs Q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시료의 산란강도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시료의 절대

산란강도를 얻기위해 보정하는 방법은 크게 직사빔의 중성자선속을 평가하여 산

란강도를 보정하는 direct beam flux method와 절대산란강도 값을 아는 표준시

료를 이용하여 보정하는 표준시료 보정법이 있다. 하나로 SANS 장치에서는 주

로 표준시료를 이용한 절대산란강도 보정법을 이용하고 있다.

표준시료로는 주로 미국 NIST의 NCNR(NIST Center for Neutron 

Research)에서 공급받은 Silica 표준시료를 이용한다. Silica 표준시료는  측정데

이터가 0.02<Q<0.04(1/Å) 범위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로 

SANS 장치의 경우 표 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료-검출기간의 거리가 

2000mm(Qmin>0.02)일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silica 표준시료를 사용할 수 있

다. Silica 표준시료의 절대산란단면적 값은 Q=0에서 26.5cm
-1
 로 주어진다. 

Silica 표준시료를 이용해서 시료의 절대산란강도를 보정할 때는 silica 표준시료

에 대해 0.02<Q<0.04(1/Å) 범위에서 Guinier fitting 한 후 외삽하여 

I(Q=0) STD을 구한 후 식 (6.2)의 시료에 대한 산란강도에 대해 나누어 주면 

된다. 식 (6.3)은 표준시료에 대한 Q=0에서의 산란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I(Q=0) STD=ΦAd STDTSTD+Cell[dΣ(Q=0)/dΩ]STDΔΩεt (6.3)

식 (6.4)는 표준시료의 식 (6.3)을 이용해서 식(6.2)에서의 시료의 산란단

면적을 구하는 수학적인 표현을 나타낸 것이다.

(
dΣ(Q)
dΩ

) S=(
I(Q) S

I(Q=0) STD
)(
dSTD
dS

)(
TSTD+Cell
TS+ SB

)(
dΣ(Q=0)
dΩ

) STD (6.4)

Guinier fit을 통해서 I(Q=0) STD을 구하고, 시료와 표준시료의 두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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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율을 대입하면 식 (6.4)을 통해서 (dΣ/dΩ) S  vs Q를 구할 수 있다.

측정 Q 역이 큰 실험조건에서는(Qmin>0.02) silica 표준시료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측정시간이 길지만 이럴 경우는 표준시료로 water를 이

용한다. Water를 사용할 경우에도 식 (6.4)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Water는 

주로 비간섭성 산란으로 산란되므로 측정 Q 역에서 Q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산란강도를 가지므로 쉽게 I(Q) STD,Water를 구할 수 있다. Water에 대한 산란단

면적, [dΣ(Q)/dΩ] STD,Water는 다음 식 (6.5)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dΣ(Q)
dΩ

)water=
(1-T water+ cell )G

(4πdwaterT water+ cell) (6.5)

식 (6.5)에서 dwater는 측정하는 water의 두께이고, Twater는 water의 투

과율이다. 그리고, G는 단위를 갖지 않는 파장에 관계된 상수로 중성자 파장에 

대해 식(6.6)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G- 1= 1-exp (-0.6λ 0.5) (6.6)

식(6.5)에서 단위를 갖는 것은 dwater  뿐이므로 cm 단위로 dwater를 대입

하여 계산하면 [1/cm]의 단위를 water의 산란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제3절 하나로 SANS 장치 setup

1. 하나로 SANS 장치의 중성자 파장

표 6.1은 하나로 SANS 장치의 NVS(Neutron Velocity Selector) rpm에 

따른 중성자 파장과 monitor count로 표현된 상대적인 중성자선속을 나타낸 것

이다. 중성자 파장은 표 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NVS의 rpm에 따라 결정된다. 

표 6.1 NVS rpm에 따른 중성자 파장

NVS(rpm) Wavelength(Å)
Wavelength

Resolution(fwhm, %)

Monitor 

Count/10sec

25500 4.31 13.1 30000

21300 5.08 11.8 18000

17100 6.38 12.6 13000

13100 8.29 11.6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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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로 SANS 장치의 측정 조건

SANS 측정에 있어서 주요 측정조건은 중성자 파장과 시료-검출기간 거

리이다. 또한 하나로 SANS 장치는 주어진 파장, 시료-검출기간 거리에서 측정 

Q 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검출기 챔버 회전 시스템과 검출기 좌우이동 시스템

이 설치되어 있어 주어진 파장, 시료 검출기간 거리, 챔버 회전각도(tilting angle) 

및 검출기 좌우이동에 따라 측정 Q 역이 결정된다. 다음의 표 6.2는 주요 측정 

조건과 각 조건에서의 측정 Q 역을 나타낸 것이다.

표 6.2 SANS 장치 setup에 따른 측정 Q 역

S-D 

distance

(mm)

NVS

rpm

Tilting 

Angle

(。)

검출기 

좌우이동(pluse)
Qmin(1/Å) Qmax(1/Å)

2000 17100 5 -8000 0.016 0.2668

2000 21300 5 -8000 0.020 0.3351

2000 25500 5 -8000 0.024 0.3950

3000 17100 2.5 L+ 0.008 0.1981

3000 21300 2.5 L+ 0.010 0.2488

3000 25500 2.5 L+ 0.012 0.2932

4610 17100 2.5 -10000 0.007 0.1311

4610 21300 2.5 -10000 0.009 0.1646

4610 25500 2.5 -10000 0.011 0.1940

제4절 하나로 SANS 실험

1. 시료준비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의 시료는 액체나 gel, 분말 혹은 bulk 형태를 갖는

다. 액체 시료의 경우 그림 6.1과 같은 quartz로 제작된 액체 시료용 cell에 담겨

서 측정이 이루어진다. Gel 이나 분말형태의 그림 6.2와 같은 cell에 담겨서 측정

이 이루어진다. 고체시료의 경우 그림 6.3과 같은 cd sheet에 부착하여 측정한다. 

액체 및 고체 시료의 경우 그림 6.4와 같은 말굽모양의 시료홀더에 장착되어 상

온 및 고저온 시료환경장치에 설치되어 측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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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액체시료용 cell

 

그림 6.2 Gel 및 분말용 cell

 

그림 6.3 고체시료용 Cd sheet

  

그림 6.4 말굽형 시료 홀더

     

 

2.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 조건 결정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을 하고자 하면 먼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측정 

Q 역을 결정해야 한다. 측정 Q 역의 결정은 기존의 실험결과나 문헌조사, 

자신의 시료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측정 Q 역이 결정되는 6장 3

절의 표 6.2에 나온 하나로 SANS 장치 setup을 기초로 측정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측정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가능한 1가지 setup에서 측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그리고 표 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 파장에 따라 중성자선속의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Q 역이 결정되면 될 수 있는 한 짧은 파장

에서 측정하는 것이 산란빔의 강도를 높여서 측정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측정하고자 하는 최대 Q 역에서 시료-검출기간 거리가 짧고 파장이 긴 setup 

보다는 시료-검출기간 거리가 길고 파장이 짧은 setup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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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 setup

실험조건이 결정되면 중성자 속도선별기 rpm 조절, 검출기 챔버 회전각 

조절, 시료검출기간 거리 설정, 검출기 좌우이동 거리설정, 빔 스토퍼 조절, 시료

설치의 순으로 실험 setup이 이루어진다.

가. 중성자 속도 선별기 rpm 조절

그림 6.5는 중성자 속도선별기 제어 컴퓨터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5장 1

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파장이 검정된 13100 rpm(8.31Å), 17100 rpm(6.38Å), 

21300 rpm(5.08Å), 25500 rpm(4.31Å)의 네가지 조건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 키

보드의 “c"를 누르면 그림 6.5의 화면에서 "rated speed"가 점멸하고 rpm을 입력

하면 입력된 rpm 값으로 조절된다.

그림 6.5 중성자 속도 선별기 제어화면

나. 검출기 챔버 tilting angle 조절

그림 6.6에서 아래쪽에 표시된 화살표의 고정핀을 들어올린 후 위쪽에 

표시된 레버를 돌려서 tilting angle을 조절한다. 그림 6.6의 핀홀 위치는 0°로 

setting 된 것이고 옆의 두 개의 핀홀은 각각 2.5°와 5°의 tilting angle에 해당하

는 핀홀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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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검출기 챔버 tilting angle 조절

다. 시료 검출기간 거리 설정

시료 검출기간 거리 설정은 SANS 제어 컴퓨터의 모터 컨트롤 프로그램

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그림 6.7의 모터 컨트롤 프로그램에서 적색 box로 표시

된 "motor=1"이 시료-검출기간 거리제어 모터를 조절한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이 현재 모터의 위치를 나타낸다. "Move To"는 현재위치에서 펄스 값으로 입력

된 절대위치로 이동하는 명령이고, “Move By"는 현재위치에서 펄스 값으로 입

력된 상대위치 만큼 이동하는 명령이다. 시료 검출기간 거리 설정은 ”Move By" 

명령으로 이루어지며 시료 검출기간 거리에 따른 모터 펄스 값이 표 6.3에 나타

난 바와 같다.

그림 6.7 시료-검출기간 거리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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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시료검출기간-거리, 검출기 좌우이동에 대한 모터 펄스 값

시료-

검출기간 

거리

(mm)

시료-

검출기간 

거리

(pulse)

검출기 

좌우이동

(pluse)

Tilting 

Angle

(。)

빔 스토퍼

(mm)

M2

빔 스토퍼

X축

M3

빔 스토퍼

Y축

2000 -208800 -8000 5 40 12500 600

2000 -208800 -8000 2.5 40 5800 800

2000 -208800 -23500 0 40 0 600

3000 -128800 L+ 2.5 40 9300 1000

4610 0 -10000 2.5 55 15110 -300

4610 0 -23500 0 55 650 -300

라. 검출기 좌우이동

검출기 좌우이동에 대한 모터제어는 제어기 rack에 있는 두 대의 모터 

제어기 중 위쪽에 위치한 모터 제어기를 이용하며 그림 6.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살표로 표시된 M4 모터를 이용한다. 모터제어기의 수동제어는 다음 순서로 이

루어진다.

- “M4”를 버튼을 누른 후 “ENT”를 눌러 모터 선택

- 우측의 노란색 “MENU" 버튼을 누른 후 첫 번째 컬럼을 ”B/S“를 눌러

  서 삭제

- Display 창에 나타난 pulse 값으로부터 이동할 목표 pulse 값 차이를 

  입력(“Moveby" 기능을 수행)

- “ENT"를 눌러서 pulse 값 지정

- “ESC"를 눌러서 빠져 나온뒤 ”MOVE" 버튼을 누름

표 6.3은 setup 별로 지정할 좌우이동 모터 pulse 값을 보여주며 L+ 값은 pulse 

값 0에 해당한다.

그림 6.8 검출기 좌우이동 모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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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빔 스토퍼 조절

빔 스토퍼는 표 6.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료-검출기간 거리에 따라 결

정되며 시료-검출기간 거리가 2000mm와 3000mm일 경우에는 40mm 크기의 빔 

스토퍼를, 4610mm일 경우에는 55mm 크기의 빔 스토퍼를 사용한다. 빔 스토퍼

의 조절은 좌우이동 모터제어와 같은 모터 제어기를 사용한다. 그림 6.9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모터 제어기의 M1 모터는 40mm 빔 스토퍼를 M3 모터는 55mm 

빔 스토퍼를 제어한다. 빔 스토퍼는 L+ 값을 가질 때 지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위치하고 빔라인 상에 위치하여 직사빔을 가리고, L- 값을 가질 때 지면에 수평

한 방향으로 위치하여 검출기의 검출 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빔 스토퍼의 모터

제어는 수동제어로 이루어지며 조작 방법은 앞 페이지에 전술한 바와 같다.

실제로는 40mm 빔 스토퍼는 항상 빔라인 상에 위치하고 55mm 빔 스토

퍼만 조작하여 실험이 이루어진다. 두 빔 스토퍼가 평행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시

료-검출기간의 거리가 4610mm 일 경우에만 55mm 빔 스토퍼를 빔라인에 위치

시켜 실험이 이루어지고, 시료-검출기간 거리가 2000mm와 3000mm일 경우에는 

55mm 빔 스토퍼를 L- 방향으로 이동시켜 실험을 수행한다.

빔 스토퍼의 종류가 결정되고 빔라인에 위치시킨 이후에는 빔 스토퍼의 

공간상의 위치를 조절해야 한다. 빔 스토퍼의 공간상의 위치는 빔 스토퍼 지지대

의 x축과 y축 이동으로 결정되며 그림 6.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SANS 제어 컴

퓨터의 모터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터제어 프로그램에서 M2 모터

는 빔 스토퍼의 x축을 M3 모터는 빔 스토퍼의 y축의 이동을 제어하며 setup에 

따른 pulse 값들은 표 6.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6.3에 나타난 M2, M3에 대한 

pulse 값들은 여러 구성 부품들의 정렬정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

로 작은 Q 역에서 산란강도가 큰 시료를 장착한 후 측정하여 수정하게 된다. 

최신 값들은 장치제어실에 기록 비치된다.

그림 6.9 빔 스토퍼 모터제어

40mm

55mm

40mm

5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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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빔 스토퍼 x축 y축 조절

바. 시료설치

본 장 “4절 1. 시료준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료 홀더에 시료가 장착되

면 그림 6.11과 같은 시료환경장치에 시료를 장착하면 실험 준비가 끝나게 된다. 

그림 6.11은 상온용 시료환경장치에 시료가 장착되어 시료 챔버내에 설치된 모습

을 보여준다. 온도 실험을 수행할 경우 그림 4.44와 같은 고저온 시료환경장치에 

시료를 장착하게 된다. 시료 장착이후 측정을 수행하기 전에 시료의 위치가 빔라

인의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 시료의 위치는 그림 6.10의 모터 프로그램에서 

M4(motor=4) 모터에 의해 제어되며 상온용 시료환경장치의 각 홀더 위치별 

pulse 값은 표 6.4와 같다.

그림 6.11 상온

용 시료환경장치

에 시료가 장착

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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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상온용 시료환경장치의 홀더위치별 모터 pulse 값

Position #1 #2 #3 #4 #5 #6 #7 #8

Pulse 0 3490 7000 10500 14000 17490 21000 24490

4. 중성자 소각산란 측정

하나로 중성자 소각산란 측정은 제어 컴퓨터의 측정 프로그램(주 프로그

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4장 “9절 2. 중성자 소각산

란장치 제어 프로그램”에 나온바와 같이 측정 프로그램의 메뉴 중 “Setting” → 

“Edit Configuration File”을 선택하여 실험 조건들을 기록한다. 실험조건이 설정

된 내용은 *.cfg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Setting → Load Configuration 

File을 선택하여 로드할 수 있다.

가. 단일 측정

시료 장착 후 한 시료에 대해서 1회 측정을 할 경우에는 먼저 모터프로

그램에서 M4 모터를 제어하여 시료를 빔라인에 위치 시킨다. 그리고 그림 6.12

의 측정 프로그램에서 “User name", "User Institute", "Sample", "Mode", 

"Comment"를 입력한 후 "Acq. Time"에 측정시간을 입력한다. 그리고 메인셔터 

스위치를 “open"하고 신속개폐기 제어기의 ”Quick Shutter"를 “on"하면 중성자빔

이 시료에 입사하게 된다. 그 후 최하단부의 “Start"를 클릭하면 데이터 획득이 

시작되고, 측정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저장된다. 저장될 때 파일 이름은 한번 

측정시마다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측정 데

이터는 ######.san 형식의 아스키 파일로 저장된다. 하단부의 ”Stop" 은 데이터 

획득을 중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지정된 측정시간 이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 하려면 “Stop" 실행 후 프로그램 창 중간에 위치한 ”Save"를 실행하면 된다.

통상 메인셔터 스위치는 항상 “open" 상태에 있고 측정시에는 ”Quick 

Shutter"만을 조작하여 중성자빔을 개폐하게 된다.

나. 투과율 측정

시료나 시료 cell에 대한 산란 측정을 할 경우에는 직선빔으로부터 검출

기를 보호하기 위해 빔 스토퍼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하고, 투과율을 측정

할 경우에는 attenuator를 설치한 상태에서 빔 스토퍼를 내리고 짧은 시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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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동안 측정한다. 투과율을 측정할 때는 그림 6.13의 신속개폐기 제어기로 제어

되는 #2(10mm), #1(5mm) plexi glass attenuator를 사용한다. 위쪽의 버튼을 누

르면 녹색등이 점등되어 attenuator가 빔 중심에 위치하고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적색등이 점등되어 attenuator가 빔 중심에서 밖으로 이동한다. 4.31Å, 5.08Å(중

성자 속도선별기 25500rpm, 21300rpm)의 중성자빔을 사용할 경우 #2 attenuator

를 사용하고 6.38Å, 8.31Å의 중성자빔을 사용할 경우 #1 attenuator를 사용한다.

투과율 측정시에 빔 스토퍼는 빔중심에서 밖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그림 

6.11의 모터 프로그램에서 M2 모터를 제어하여 빔중심 위치에서 x축으로 4000 

pulse 만큼 빔 스토퍼를 이동시켜야 한다. 즉 시료-검출기간 거리 3000mm, 

tiling angle 2.5°인 setup에서 빔 스토퍼가 빔 중심에서 위치하면 빔 스토퍼의 위

치가 pulse 값으로 표 6.3에 나타난 바와 같이 M2=9300, M3=1000이나 투과율 

측정시에는 M2 값을 M2=5300으로 조정하 후 측정하면 된다.

그림 6.12 SANS 제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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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신속개폐기 제어기를 이용한 attenuator 작동

#2    #1
10mm 5mm

#2    #1
10mm 5mm

다. 연속 측정

스크립트 프로그램은 연속적인 명령어들의 집합으로서 제어 프로그램들

을 실행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화된 연속측

정 모드를 구현할 수 있다. 그림 6.14은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림 6.14과 같이 명령어들을 순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편집창이 뜬다. 명령어들을 입력한 후 상위메뉴에서 “▶”를 클릭

하면 입력된 명령어대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한 번 작성된 명령어

들의 조합은 *.srf의 형태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표 

6.5는 스크립트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명령어들과 그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6.14 스크립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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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스크립트 프로그램의 명령어와 기능

Command Function Description Examples

UserInfo
Information of User Name & Institute 

in main program
UserInfo 　"HYS", "KAERI"

SampleMode
Information of Sample & Mode in 

main program
SampleMode 　"IF Steel", 　"S"

Comment Comment in main program
Comment 　"Cold rolled by 

50%"

PSD.time {integer} Setting SANS measuring time(sec) PSD.time 1800

Dosleep {integer} Holding time(sec) without any action Dosleep 1800

PSD.start Start data aquisition PSD.start

Motor. moveto {i},{j},{k}

Motor move to absolute position{k}

{i} : Motor controller number

{j} : Motor number

{k} : Motor position described by 

pulse

Motor.Moveto 1,4,9000

Motor. moveby {i},{j},{k} Motor. Move by some amount{k} Motor.Moveby 1,4,200

Temp.SetSV {i},{k}

Temperature Setting

{i} : Heating Stage number

{k} : Setting temperature

Temp.SetSV 1,120

Temp.Settle Time{i}
Setting the time(minute) for stabilizing 

the temperature
Temp. Settle Time 5

Shutter. CloseQS Close the quick shutter Shutter. CloseQS

Shutter. OpenQS Open the quick shutter Shutter. OpenQS

Msgbox Display the message Msgbox 　"finish!!"

다음은 스크립트 프로그램의 작성 예를 나타낸 것이다.

1. 여러 개의 시료의 연속 측정 

◦ 측정 조건

Sample : IF steel1, IF steel2, IF steel3

　 Comment : Supplied by POSCO

　 Measuring time : 3600 sec

◦ Scripts for SANS measurement

UserInfo "GDHong" "KAERI"

Comment 　"Supplied by POSCO"

PSD.time 3600

　

SampleMode 　"IF Steel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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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moveto 1,4,0

PSD.start

SampleMode 　“IF Steel 2", 　”s"

Motor.moveto 1,4,3490

PSD.start

SampleMode 　“IF Steel 3", 　”s"

Motor.moveto 1,4,7000

PSD.start

Close.QS

msgbox "finish!!!!"

2. 측정시간 및 조건이 다른 여러시료 연속측정

◦ 측정 조건

Sample : Al compact, Iron compact, Cu compact

　 Measuring time : 1800 sec, 3600 sec, 7200 sec

◦ Scripts for SANS measurement

UserInfo "GDHong" "KAERI"

SampleMode 　"Al compact", 　“s”　

Comment 　"Made by KAERI"

PSD.time 1800

Motor.moveto 1,4,0

PSD.start

SampleMode "Iron compact", 　“s”　

Comment 　"Supplied by POSCO"

PSD.time 3600

Motor.moveto 1,4,3490

PSD.start

SampleMode 　"Cu compac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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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As received"

PSD.time 7200

Motor.moveto 1,4,7000

PSD.start

Close.QS

msgbox "finish!!!!"

3. 온도 조절 측정

◦ 측정 조건

Sample : CTAB Micelle

Comment : Temperature variation

Measuring temperature : 15℃, 30℃, 45℃

Measuring Time : 1800 sec

◦ Scripts for SANS measurement

PSD.time 1800

SampleMode 　"CTAB Micelle", "s　"

Comment 　"Temperature variation"

Temp. Settle Time 5

Temp.SetSV 2,15

PSD.start

Temp.SetSV 2,30

PSD.start

Temp.SetSV 2,45

PSD.start

Close.QS

msgbox "finish!!!!"

이와 같이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 개의 시료에 대해 시료환

경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면서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투과율 측정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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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uator를 빔중심에 위치시키고 빔 스토퍼를 이동한 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상온용 시료환경장치를 이용하면 상온에

서 최대 8개까지의 시료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heating block이나 

circulation bath를 이용할 경우 온도를 조절하면서 최대 4개의 시료를 측정할 수 

있다.

5. 위험요소와 안전수칙

방사선에 대한 위험은 퀵셔터가 열려 있을 때 시료대, 특히 시료위치에 

신체가 노출될 때 발생하는 것이 유일하므로 이점에 주의해야 된다. 그림 6.15와 

같이 시료대 바로 앞에 있는 경광등이 점멸할 경우 퀵셔터가 열려있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시료대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SANS 장치에서 

검출기 챔버 후방에는 퀵셔터가 열려 있을 경우 접근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검출기 챔버내부에 카드뮴으로 차폐가 되어 있고 대면적 검출기가 위치하기는 

하지만 빔셔터가 열려있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장치관련 위험요소는 직사빔이 2D PSD에 직접 노출될 때에 발생한다. 

과도한 직사빔이 일정기간 이상 2D PSD에 노출되면 2D PSD가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측정시 빔 스토퍼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실험에 임해야 하며 가급

적 setup 이후 처음 측정을 수행할 때는 빔 스토퍼 위치 확인을 위해서 

attenuator를 빔중심에 위치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거친 후 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6.15 점멸등과 시료대 주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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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SANS 데이터 처리

중성자 소각산란 측정은 시료에 대한 측정뿐 아니라 시료 cell, 잡음신호, 

시료 투과율, 시료 cell 투과율, 직선빔의 투과율등 모두 6가지의 측정을 수행하

여야 한다. 그리고 시료의 중성자 절대산란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표준시료, 표준

시료 cell, 표준시료에 대한 투과율, 표준시료 cell에 대한 투과율등 4가지 측정이 

추가된다. 또한 2D 검출기를 통해서 획득되는 중성자 소각산란 데이터는 

128x128 배열로 된 2차원데이터이다. 실험결과 얻어진 2차원데이터를 실제 분석

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차원 데이터를 산란벡터 Q에 대한 1차원 산

란강도 데이터, 즉 I vs Q로 변환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물리적 의미가 있는 데

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절대 산란강도 보정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확히 변

환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실험에서의 여러 변수들을 고려한 데이터 처

리방법이 확립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성자 소각산란 측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하나로 

SANS 장치 setup에 따른 측정방법을 기술하 다. 그리고 하나로 SANS 장치에

서 얻어진 2차원 데이터 1차원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절

대산란 강도 보정법에 대해 기술하 다.

제1절 Raw data 처리

- 새로운 directory는 C:/user 아래에 만든다.

- 측정된 data(h00****.san)를 복사하여 새로 만든 directory에 옮겨 놓는다.

- 측정된 data는 시작메뉴→찾기→컴퓨터에서 147.43.89.110 이나 147.43.89.111을 

입력하여 찾는다. 147.43.89.110은 SANS 제어 컴퓨터로써 더블 클릭하면 

sans_data 폴더가 뜨고 연도, 월, 날짜가 표시된 폴더가 뜬다. 날짜로 표시된 폴

더 안으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복사할 수 있다. 147.43.89.111은 SANS 백업 컴퓨

터로 더블 클릭하면 sans-backup 폴더가 뜨고 run# 순으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

다.

- 바탕화면의 KR_NewRawV2.exe 실행파일을 새로 생성한 directory 안에다 copy한다.

- KR_NewRawV2.exe 를 실행하면 다음의 물음이 나온다.

Give name of input file(first,last or c/r to finish):

first run# last r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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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파일들의 첫 번째 run #를 치고 space, 마지막 run#를 치고 Enter,

처리할 파일이 하나이면 같은 run #를 두 번 입력하면 된다.) 

- finish? 가 나오면 enter를 친다. 이러면 도스창에서 빠져나온다.

- 폴더를 보면 run#에 따라 측정된 데이터 이외에 h00****.txt와 00****(확장자 

없음)가 생성된 것이 확인된다. 00**** 파일들을 선택하여 C:/Sans_pc/Lowq 

directory 안으로 복사한다.

- 이상의 과정은 하나로 SANS 장치에서 측정한 raw 데이터를 ILL format(확장

자가 없는 파일들)으로 변경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Sans_pc/gosh 폴

더안에 있는 여러 실행파일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 h00****.txt로 저장된 파일은 AIMHist.exe에서 읽을 수 있다. AIMHist.exe는 

데이터 aquisition 프로그램의 하부메뉴로써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SANS 측정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제2절 ILL(Institut Laue Langevin) 프로그램[7-1]

1. ILL 프로그램의 설치

- 원자력연구소의 User-room에 있는 PC를 사용할 경우에는 ILL 프로그램들이 

모두 PC에 설치되어 있다. ILL 프로그램들은 모두 도스 프로그램들로 

C:/Sans_pc안에 있다. 이중에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에 이용되는 프로그램들인 

windet.exe, rnils.exe, spolly.exe, rguim.exe와 처리된 데이터를 도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mplot.exe, splot.exe는 바탕화면에 띄워져 있다.

- ILL 프로그램을 각 개인의 PC에 설치하려면 C:/Sans_pc 폴더를 만든 후 폴더

안에 vf6.zip 파일을 unzip하고 파일들을 C:/Sans_pc 폴더 안으로 이동시키면 된

다. 그리고 ILL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한 파일들을 저장하기 위한

C:/Sans_pc/Lowq 폴더도 만들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 ILL 프로그램은 도스용 프로그램이므로 이용자들이 각자의 연구실의 PC에서 

실행하고자 하려면 개인 PC의 C: root 폴더 밑의 autoexec.bat 파일의 내용을 수

정해야 한다. ILL 가이드 북(A Computing Guide for Small-Angle Scattering 

Experiments, p.131)의 내용을 참고하거나 본 연구실에서 제공한 sample 

autoexec.bat를 본인의 PC에 overwrite 하면 된다. ILL 가이드북은 

sas_manual.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다.

- ILL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autoexec.bat 파일에 추가해야할 것은 다음의 6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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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command이다.

SET PGPLOT_ILL_DEV_1=0/W9

SET PGPLOT_ILL_DEV_2=/VCPS

SET PGPLOT_ILL_PAGE=2

SET PGPLOT_DIR=c:\sans_PC\PGPLOT

SET SAS_INSTRUMENT=D11

SET SAS_DATA_PATH=c:\sans_PC\LOWQ\

SET SAS_ERROR=none

SET SAS_DEBUG=true

2. ILL 프로그램의 실행

-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1절의 방법대로 ILL format으로 변환하

여 C:/Sans_pc/Lowq 폴더에 옮기면 C:/Sans_pc 폴더에 있는 ILL 프로그램들

(*.exe)을 실행할 수 있다.

- C:/Sans_pc 폴더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약 40여개에 달한다. 본고에서 설명

할 프로그램들은 하나로 SANS 데이터 처리 및 도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

램들로 다음과 같다.

windet.exe : 시료의 투과율 계산(3절)

rnils.exe : 데이터 regrouping, 2D data를 1D data로 변환(4절)

spolly : Regrouping 된 데이터에 대한 절대산란강도 보정(5절)

rguim : Guinier fitting(5절)

mplot : 1D 데이터 도시(7절)

splot : 2D 데이터 도시(7절)

- ILL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때는 기본적으로 run# 만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h001234.san으로 저장된 raw data는 1.1의 데이

터 처리과정을 거치면  Lowq 폴더에 001234 파일로 저장되며 이 데이터에 대한 

run#는 “1234”가 된다. 일반적으로 ILL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run number를 입력

하라는 명령어가 나오며 이 경우 1234만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 ILL 프로그램의 특징은 주로 여러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

을 가지고 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주로 나오며

Give first and last run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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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첫 번째 run#, space, 마지막 run#를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1234번 

파일부터 1240번 파일까지 동시에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름과 같이 입력하면 된

다.(Italic 체는 직접 입력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Give first and last run numbers : 1234 1240 □□

제3절 windet

1. windet 프로그램의 기능

windet 프로그램은 transmission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windet 프로그램에서는 시료를 놓지 않고 측정한 데이터(empty hole data)의 

run#를 지정하고 시료에 대해 측정한 transmission의 run# set을 입력하면 자동

으로 모든 시료의 transmission 값이 기록된다.

2. windet의 실행

- windet를 실행하면 아래와 메시지가 나온다.

 windet - shows raw data in preset windows

 version 1.8  June 1998  (R.E. Ghosh)

 Help for WINDET

 Command line

         windet [first_run]  [last_run]

  displays data using current window settings

  The sequence may be interrupted, returning to Options:

 Type W   to set window limits

      R   to set run number(s)

      T   to set a transmission run/beam centre

      L   to list window contents

      E   to exit

      H   to show this text

 Option W,R,L,T,E or He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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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w"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중성자계수를 계산하는 x 및 y 

범위를 정하는 “Current window.../Give cell numbers.../RETURN retains .../ 

xmin...xmax...ymin...ymax :” 메시지가 나온다. windet 프로그램에서는 128x128

로 주어진 raw data에서 정해진 범위의 중성자 count를 모두 더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57<= x <=68, 57<= y <=68 로 범위를 지정하면 전체 0<= x <=127, 

0<= y <=127의 데이터 중 해당범위의 데이터 값만을 계산하게 된다. 투과율을 

계산할 때는 이처럼 투과빔의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범위의 역에 대한 중성자

계수만을 고려하여 intensity를 구한다.

 Option W,R,L,T,E or Help : w□□

 Current window is  10 <= x <= 40     50 <= y <= 80

 Give cell numbers 0<=x<=63 or 127, 0<=y<=15,63,127

 RETURN retains present values

 xmin...xmax...ymin...ymax :

- 현재 설정된 범위가 맞으면 enter,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xmin...xmax...ymin...ymax을 차례로 다음과 같이 스페이스로 띄어서 입력한다.

 xmin...xmax...ymin...ymax : 57 70 57 70□□
 Window has been modified.

 There is no valid transmission data now.

 Option W,R,L,T,E or Help :

- “w"로 지정하는 범위는 장치의 setup에 따라 달라진다. 검출기를 tilting이나 

좌우이동하지 않으면 빔중심은 x=63.5, y=63.5에 위치하므로 범위를 57<= x 

<=70, 57<= y <=70 정도로 설정하면 된다. 그러나 tilting이나 좌우이동을 하면 

y 범위는 변하지 않으나 빔중심의 x 값이 변하므로 설정되는 x 범위도 바꾸어 

주어야 한다. 표 7.1은 장치 setup에 따른 측정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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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windet에서 계산범위의 설정

S-D 

distance

(mm)

Tilting 

Angle

(。)

Motor M8

position(pluse)

(좌우이동)

Center Position 

in 2D-Detector

Trans.

Xmin, Xmax

Trans.

Ymin, Ymax

1700 2.5 L+ x:19.9, y:63.5 5 40 50 80

1700 5.0 -4000 x:9.0, y:63.5 0 25 50 80

2000 2.5 L+ x:17.3, y:63.5 5 40 50 80

2000 5 -8000 x:9.0, y:63.5 5 40 50 80

3000 2.5 L+ x:9.1, y:63.5 0 25 50 80

4610 0 L+ x:33.8, y:63.3 20 50 50 80

4610 2.5 -10000 x:8.1, y:63.4 0 25 50 80

- "t" 명령은 empty hole 데이터(시료를 넣지 않고 transmission을 측정한 것)를 

입력하는 것이다. “t"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Give run number of 

transmission run"이란 메시지가 뜨고 empty hole 측정에 대한 run#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Option W,R,L,T,E or Help : t□□
 Give run number of transmission run : 1549□□

 

--------------------------------------------------------------------

-

 058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1   0  

 1

  0   1   1   0   0   0   1   0   0   0   1   0   0

 057 0|   0   1   0   0   0   0   1   0   0   0   2   0   0   0   0   0  

 1

  0   1   0   1   0   0   0   0   0   0   0   0   0

 Average 0   0   0   0   0   0   0   1   1   5 122 426 558 309  37   2  

 1

  1   2   1   1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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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counts 20554 for 20 <= x <= 50  57 <= y <= 70 Monitor     

285175.

 Centroid of window  Xbar = 31.8  Ybar = 63.6

 Peak average:

 Xav(col) Maximum  558. at 32.0  FWHM  2.6  X0 centre 31.8    COFG  

31.8

 Yav(row) Maximum  239. at 64.0  FWHM  2.6  Y0 centre 63.6    COFG  

63.6

 Transmission Run   1549    TR, Direct beam         t beam     Direct 

be

 Option W,R,L,T,E or Help :

- “r"은 transmission을 계산할 측정 데이터의 run#를 입력하는 명령이다. ”r"을 

입력하면 “Give first and last run number"란 메시지가 나오며 계산할 데이터들

의 첫 번째와 마지막 run#을 쳐주고 enter를 누르면 다시 ”option W,R,L,T,E or 

Help"란 메시지가 나온다. 이 때 "l"을 치고 enter 누르면 데이터의 transmission

이 입력한 첫 번째 run#부터 계산되고 “Type return to continue or q to quit 

sequence"란 메시지가 나온다. 계속 enter를 쳐주면 같은 메시지가 나오며 차례

로 다음 데이터가 계산되고 전부 계산되면 최종적으로 ”Option W,R,L,T,E or 

Help"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Option W,R,L,T,E or Help : r□□
Give first and last run numbers : 1545 1549□□
Option W,R,L,T,E or Help : l□□

-----------------------------------------------------------------

--

 057 0|   0   0   0   0   0   0   1   0   0   2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Average 0   0   0   0   1   0   0   0   0   2  35 119 163  91  1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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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0   0   0   0   0   0   0   0   0   0   0

 Total counts 5938 for 20 <= x <= 50  57 <= y <= 70  Monitor     284536.

 Centroid of window  Xbar = 31.8  Ybar = 63.6

 Transmission: 0.28955 compared to run 1549,saved in summary file 

"sans.trm"

 Run   1545    LG-H2O                       LG-H2O,D2 Monitor   284536.

 Type return to continue or q to quit sequence :□□
-----------------------------------------------------------------

--

 Type return to continue or q to quit sequence :□□
-----------------------------------------------------------------

--

 Type return to continue or q to quit sequence :□□
-----------------------------------------------------------------

--

 Type return to continue or q to quit sequence :□□
-----------------------------------------------------------------

--

 057 0|   0   0   0   0   0   0   1   0   0   2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Average 0   0   0   0   1   0   0   0   0   2  35 119 163  91  1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Total counts 20554 for 20 <= x <= 50  57 <= y <= 70 Monitor     285175.

 Centroid of window  Xbar = 31.8  Ybar = 63.6

 Transmission: 1.00000 compared to run 1549,saved in summary file 

"sans.trm"

Run   1549    TR, Direct beam         t beam     Direct be Monitor   285175.

Option W,R,L,T,E or Hel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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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된 결과는 C:/Sans_pc 폴더내의 sans.trm 파일에 기록된다. 다음은 

sans.trm 파일에 기록된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sans.trm 파일에는 지금까

지 windet로 처리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저장된다. 파일의 끝에 가면 처리한 데

이터들을 볼 수 있다. Empty hole 데이터가 기록된 행부터가 현재 처리된 데이

터가 기록된 부분이다. 첫째열의 "Run"은 run#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열의 

"Trans."은 계산된 transmission값을 나타낸 것이다. Xbar, Ybar은 transmission 

측정으로 얻어진 빔중심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Ref."은 transmission 계산에 

reference로 사용된 empty hole 데이터의 run#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된 

transmission 값은 절대산란강도를 보정할 때 이용되고, Xbar, Ybar 값은 데이터

를 regrouping 할 때 빔중심 값으로 이용된다.

 Run    Trans.  Pos Title           Xbar  Ybar   Ref. x-pixels  y-pixels

1549  1.00000    1  TR, Direct beam     31.8  63.6  1549  20  50  57  70  

1545  0.28955    1  LG-H2O              31.8  63.6   1549

1546  0.29568    1  LG-D2O              31.8  63.5   1549

1547  0.95011    1  Empty Cell,2mm      31.8  63.6   1549

1548  0.29515    1  H2O 2mm             31.8  63.6   1549

1549  1.00000    1  TR, Direct beam     31.8  63.6   1549

- windet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 할 때마다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계산 결과와 

과정들은 C:/Sans_pc 폴더내의 wndt***.lis 파일에 기록된다. wndt***.lis 파일을 

확인하면 현재 windet를 실행한 계산조건들과 계산과정 및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rnils

1. rnils 프로그램의 기능

하나로 SANS 장치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이다. 2차원 위

치민감형검출기를 이용해서 2차원 데이터를 얻는 목적은 짧은 시간에 높은 중성

자계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각산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1차원 I vs Q

로 나타내어지고 Q 값은 빔중심과 검출되는 위치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 그러

므로 1차원 검출기의 경우에는 한 개의 pixel에서 누적되는 중성자계수만이 중성

자 intensity값으로 나타나지만 2차원 검출기의 경우에는 빔 중심에서 같은 거리

에 있는 모든 pixel의 데이터를 합산한 것이 중성자 intensity로 나타난다. 

- rnils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regrouping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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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ouping이란 2차원 데이터를 1차원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것이다. 빔 중심에 

대해 radial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같은 q 값을 갖는 데이

터들이므로 2차원 데이터에 대해 radially averaging을 해주면 1차원 I vs q 데이

터를 얻을 수 있다.

2. rnils 프로그램의 실행

- 바탕화면의 rnils.exe (rnils)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뜬다.

 RNILS - version 6.4  September '97 (R.E. Ghosh)

  1  Detector0   deg.    0.0000 2  x0  address        63.5000

  3  y0  address        63.5000 4  Radial step cms.    0.5000

  5  Sample-detect m.    3.0000       6  Wavelength a        4.7700

  7  Collimation   m.    4.5000       8  Concentration       1.0000

  9  isum  dx    cms.    0.5000      10  isum  dy    cms.    0.5000

 11  4 or 16k           16.0000

 To modify give parameter number  and value

 to relist type -1    to continue type return

 Parameter... value :

주어진 11개의 parameter중 고딕체로 표현한 1(Detector0 deg.   0.0000), 

7(Collimation m.  4.5000), 8(Concentration  1.0000), 9(isum dx cms.  0.5000), 

10(isum dy cms.  0.5000), 11(4 or 16k  16.0000)등 6개 parameter와 주어진 값

들은 하나로 SANS 장치에 대해 정해진 값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 때 주

의할 점은 각 개인의 PC에서 vf6.zip을 풀어서 처음 ILL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

우 하나로 SANS 장치에 대해 고정된 이 parameter들이 다른 값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처음 개인 PC에 ILL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6

개 parameter들도 위에 주어진 값으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측정조건에 따라 수정해야 되는 parameter들과 그 설명은 다음 표 7.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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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rnils parameter의 입력

Parameter 설명

2 x0 address

빔 중심의 x 값, y값, Sans.trm 파일에서 empty hole run

에 대한 X bar, Y bar 값을 입력하면 된다. 그러나, 같은 

장치 setup일 경우 빔 중심값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표 1

에 주어진 장치 setup에 따른 빔중심 값을 입력하여도 문

제는 없다.

3 y0 address

4 radial step cms

데이터를 regrouping 하는 radial 방향으로의 step을 의미

한다. Tilting을 하거나 검출기를 좌우이동 할 경우 0.5, 

tilting이나 검출기 이동이 없을 경우 0.25를 입력한다.

5 Sample-detect. m m 단위로 sample-detect 거리를 입력한다.

6 Wavelength a Å 단위로 중성자빔 파장을 입력한다.

- 장치 parameter의 변경은 “parameter #" "space" "변경된 값” 순으로 입력하면 

된다. 다음은 3가지 parameter를 변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변경이 끝나면 

"Parameter... value:" 다음에 enter를 쳐주면 된다.

 Parameter... value : 2 63.5□□
 Parameter... value : 4 0.25□□
 Parameter... value : 5 4.61□□
 Parameter... value :□□

 Delete cells listed in mask file ? (Y/N) [N] :

- "Delete cell listed in mask file? (Y/N) [N] :" 메시지가 나오면 다음 setup으

로 측정한 경우 아래와 같이 y를 누르고 masking file(til5d2)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시료-검출기간 거리 : 2m

Tilting angle :  5degree

Delete cells listed in mask file ? (Y/N) [N]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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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 filename (e.g. grund or mask) : til5d2□□

Mask information: tilt5deg,l2=1700    14-Dec-2001 20:23:

for spectrum size 128 x 128

Type:

        S to stop

        A to read another mask file

        carriage return to continue

  Option :□□

  5 experimental parameters are set for printing

Select experimental parameters for listing output

Type A,D,S,Help, or RETURN when selection is complete :

- 다른 setup의 경우 enter나 n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Delete cells listed in mask file ? (Y/N) [N] :

   5 experimental parameters are set for printing

 Select experimental parameters for listing output

 Type A,D,S,Help, or RETURN when selection is complete :

- “Type A,D,S,Help, or RETURN when selection is complete :”가 나오고 

enter를 누르면 “FIRST RUN...LAST RUN...EXTENSION :" 나온다. 이 때 

regrouping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처음과 마지막 run#를 입력하면 된다.

 Type A,D,S,Help, or RETURN when selection is complete :□□
    5 parameters selected for printing

 FIRST RUN...LAST RUN...EXTENSION : 1349 1351□□

RUN  1349 FOUND

recorded  g0013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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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1350 FOUND

recorded  g001350.000

RUN  1351 FOUND

recorded  g001351.000

ANOTHER SET OF DATA (Y/N)[N] :

- 이 때 처리할 데이터가 더 있으면 "ANOTHER SET OF DATA (Y/N) [N]:"

에서 y를 입력한다. y를 입력하면 “ CHANGE GROUPING PARAMETERS 

(Y/N)[N] :" 메시지가 나오며 parameter를 변경해서 데이터 regrouping을 진행할 

경우 y를 입력하여 parameter를 변경하면 된다. 

- Regrouping된 데이터는 g00****.000(****는 run#)이라는 파일이름과 확장자로 

C:/Sans_pc 폴더내에 저장된다. *.000 파일은 아스키 파일로 아래와 같이 긴 헤

딩 다음에 다음과 같은 세열의 숫자조합이 나타난다. 첫째 열은 Q 값이고 둘째

열은 I 이고 셋째열은 error이다.

-----------------------------------------------------------------

    0.0000 ! reserved                      

    0.0000 ! reserved                      

    0.0000 ! reserved                      

    0.0000 ! reserved                      

    0.0000 ! reserved                      

   122         0         0         0         0         0         0         6

  0.100000E+01  0.300000E+03  0.000000E+00  0.100000E+01   0.508000E+0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0.000000E+00

  1.888093E-03   2.500000E+00   6.454972E-01

-----------------------------------------------------------------

- rnils 프로그램을 한 번 실행하면 계산조건 및 결과들을 C:/Sans_pc 폴더내의 

rnls***.lis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5절 spolly

1. spolly의 기능

- spolly는 측정된 데이터를 측정시간 동안의 모니터 count 값으로 normalize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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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sample background, cd, transmission 측정값들을 보정하여 식(6.1)에 나타난 

I S  값을 구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표준시료에 대한 측정데이터를 이용하면 Q

에 대한 시료의 절대산란단면적 (dΣ/dΩ) S  값을 구할 수 있다.

2. spolly 실행이전의 데이터 처리

- spolly를 실행하여 시료의 절대산란단면적을 구하려면 6장 1절에 언급한데로 

표 7.3과 같은 10가지 조건들에 대해 측정하여야 한다. 절대산란단면적을 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시료에 대한 4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측정할 필요가 없다.

- spolly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1차원 데이터로 regrouping된 데이터가 있어야

만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spolly를 실행하기 전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모두 

rnils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000 으로 생성된 regrouping된 데이터로 변경시켜야 

한다. 그리고 spolly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투과율 값을 입력해야 하므로  

windet 프로그램으로 계산된 투과율 값이 있어야 한다.

표 7.3 SANS 실험시 필요한 측정과 그 설명

명칭 설명

Sample 시료에 대한 SANS 측정

Sample

background

시료 cell에 대한 SANS 측정, 액체시료의 경우 quartz cell에 

담겨있으므로 “empty cell" run 으로 부르며, 고체시료의 경우 

cell에 담기지 않고 장착되므로 "sample background"나 ”empty 

hole"로도 표현된다.

Cd Cd blocked run

TR empty 

hole

시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투과율 측정, 시료 및 시료 cell의 투과

율 계산시 이용된다. “TR direct beam"으로도 표현된다.

TR sample 시료에 대한 투과율 측정

TR Sample

background

시료 cell에 대한 투과율 측정, 액체시료의 경우 대부분의 시료

가 중수에 녹아 있으므로 “empty cell in D2O"로 표현되며, 고

체시료의 경우 빔 path를 가리는 cell에 담겨있지 않을 경우 

”TR empty hole"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

STD sample 표준시료(주로 Silica A4)에 대한 SANS 측정

TR STD 표준시료에 대한 투과율 측정

STD sample

background

표준시료 cell에 SANS 측정. Silica나 water 표준시료의 경우 

1mm quartz cell에 담겨있으므로 “empty cell 1mm"로도 표현

된다.

TR STD 

sample 

background

표준시료 cell에 대한 투과율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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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시료에 대한 spolly의 실행

spolly의 실행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원래 spolly 프로그램은 측정 시

료에 대한 데이터와 표준 시료에 대한 데이터를 같은 Q값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

서 모두 보정해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간섭산란

이 큰 표준시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I(Q=0) STD  을 이용하

는 silica 표준시료에는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silica 표준시료에 대해 spolly

를 한 번 실행하여 parameter를 구하고 측정시료에 대해 spolly를 실행하여 표준

시료에서 얻어진 parameter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절대산란강

도 보정이 이루어진다.

- 표 7.4은 spolly 실행을 설명하기 위한 example 데이터 set이다. 

표 7.4 SANS 측정 example

Run number  측정조건 명칭

1196  graft 30wt%-40C Sample

1197  TR graft 30wt%-40C TR Sample

1205  PLA750 24wt-55C Sample

1206  TR PLGA750 24wt-55C TR Sample

1211  PLGA750 1wt-10C Sample

1207  TR PLGA750 1wt-10C TR Sample

1221  empty cell D2O 5mm Sample bacground

1218  TR empty cell D2O 5mm Tr sample bacground

1198  Cd run Cd

1216  TR direct beam Tr empty hole

1208  silica standard A4 STD sample

1209  TR silica standard A4 Tr STD sample

1220  empty cell for silica 1mm STD sample background

1217  TR empty cell for silica 1mm TR STD sample background

- 바탕화면의 spolly.exe (spolly)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 “Table 

output.../spol>"이 나오면 “2”를 누르고 enter를 누르고, 

“Prescale....../else..../spol>"이 나오면 다시 enter를 누른다.” “CADMIUM.../Run 

number...Ext/ spol>”가 나오면 Cd 측정의 run#(1198)를 누르고 enter를 누른다. 

"Using scaled monitor preset 53.367"이란 메시지는 Cd 측정에 대해 기록된 



- 186 -

monitor count가 0.53367E+07 인데 이것을 100000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측정시간동안 누적된 monitor count값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normalize하

는 것이다. 

- 그 다음의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spol>“ 에서는 enter를 누

르고 ”Run number...Ext/spol>"에서도 enter, "VANADIUM SAMPLE runs:/ 

Run number...Ext/ spol>"에서도 enter를 누른다. “SAMPLE-BACKGROUND 

runs/Run number...Ext/spol>” 메시지가 나오면 silica 표준시료에 대한 sample 

background(emtpy cell for silica 1mm)의 run#(1220)을 치고 enter를 누른다. Cd 

run# 입력한 후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의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spol>“ 에서는 enter를 누르고 ”Run number...Ext/spol>"에서도 enter를 

누른다.

- “SAMPLE run numbers/Run number...Ext/spol>”메시지가 나오면 silica 표준

시료에 대한 run#(1208)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Cd run, sample background

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의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spol>“ 에서

는 enter를 누르고 ”Run number...Ext/spol>"에서도 enter를 누른다.

- “Background correction factor for sample absorption (A2)/spol>” 메시지가 

나오면 
T STD+Cell

T Cell
 값을 입력한다. windet로 계산된 투과율 값을 sans.trm 파

일에서 확인하여 계산하면 silica에 대한 A2 값은 

T STD+ Cell(=0.90828 )

T Cell(=0.92996 )
= 0.9767  로 나오고 이 값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른

다. 

- “Sample total crossection (A4)...Concentration...Flat background (A5)/spol>” 

가 나오면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enter를 누른다. “Default title..../Type 

return.../spol>” 메시지가 나오면 default title로 주어진 “silica standard A4"라는 

title 이외의 다른 title을 입력하고자 하면 20자 이내로 입력하고 default title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면 enter를 누른다. 그러면 “Saved as file g001208.001  

run   1208 ext.  1”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SPOLLY - Version 6.6 June 2000 (R Ghosh)

 Table output  0:none  1:Local terminal  2:Printer file

 spol>2□□
 Prescale stored monitor by 100000: give new di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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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 give <RETURN> :

 spol>□□

 CADMIUM/ELECTRONIC BACKGROUND runs:

 Run number...Ext

 spol>1198

 Title :  Cd run              stored monitor  0.53367E+07

 Using scaled monitor preset   53.367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VANADIUM SAMPLE runs:

 Run number...Ext

 spol>□□
 SAMPLE-BACKGROUND runs

 Run number...Ext

 spol>1220□□
 Title :  empty cell for sili stored monitor  0.58120E+07

 Using scaled monitor preset   58.120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SAMPLE run numbers

 Run number...Ext

 spol>1208□□
 Title :  silica standard A4  stored monitor  0.53391E+07

 Using scaled monitor preset   53.391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Background correction factor for sample absorption (A2)

 spol>0.9767

 Sample total crossection (A4)...Concentration...Flat background (A5)

 spol>□□
 Default title is :  silica standard A4

 Type return to use this or give new title (20 characters) :

 s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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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d as file g001208.001  run   1208 ext.  1

- C:/Sans_pc 폴더를 확인하면 g001208.001 파일이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파일은 silica standard sample의 SANS 측정 데이터에 대해 monitor count를 

normalize하고 식 (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sample background, cd run, 투과율

을 보정한 결과이다. 즉 g001208.000 파일은 식 (6.1)에서 I S+ SB를 g001208.001 

파일은 식 (6.1)에서 I S를 나타낸다.

- ILL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를 한번 처리할 때마다 확장자가 1씩 증가하여 파

일로 기록된다. *.001은 이미 *.000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001로 기

록된 것이다. 만약 run#=1208인 silica 표준시료의 데이터에 대해 한번 더 rnils 

프로그램이나 spolly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g001208.000 파일과 g001208.001 파

일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g001208.002 파일이 생성된다. 일반적으로는 초기에 

rnils를 이용해서 *.000 파일을 만들고, spolly를 이용해서 *.001 파일을 만드는 

것이 데이터를 관리하기에 편하다. ILL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Run number...Ext”

란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run#와 extension #를 의미한다. *.000 파일에

서 extension #는 0이고 *.001 파일에서 extension #는 1이다. 0일 경우에는 생략

이 가능하며 spolly 프로그램에서도 특별히 *.001 파일을 처리하고자 하면 "run# 

[space] 1"로 입력해 주어야 한다.

- 그림 7.1은 g001208.000 데이터와 g001208.001 데이터를 함께 도시한 것이다. 

Monitor count를 normalize 해주고 background를 보정해 주었으므로 

g001208.001 데이터는 intensity가 g001208.000 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attern의 양상도 high Q region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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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Silica 표준시료 측정 데이터에 대한 spolly 실행결과 비

교

4. I(Q=0) STD의 계산(rguim.exe의 실행)

- 6장 식 (6.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준시료를 이용해서 절대산란강도 보정을 

수행하려면  I(Q=0) STD  값을 구해야 한다. 앞에서 처리한 g001208.001 데이터

를 0.02<Q<0.04(1/Å) 범위에서 Guinier fit하면 I(Q=0) STD를 구할 수 있다. 바

탕화면의 rguim.exe (rguim) 프로그램은 쉽게 Guinier fitting과 I(Q=0) STD를 구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 rguim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 Option 3번이 Guinier fit을 

가리킨다. 메시지에 나온대로 run#, ext.no., option 차례로 “1208 1 3”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Concentration =  1.00/New value :/guim>” 메시지가 나온다. 

여기에서 다시 enter를 누르면 “Fit: rmin..rmax  Plot: rmin..rmax :/guim>” 메시

지가 나온다.

- “Fit: rmin..rmax  Plot: rmin..rmax :/guim>” 에서는 fitting 하고자 하는 범위

와 도시하고자 하는 범위를 입력한다. rguim 프로그램에서는 프랑스 ILL의 

SANS 장치를 기준으로 ILL SANS 장치의 검출기 중심에서의 거리(c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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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ting 범위와 그래프 범위를 결정한다. Silica 표준시료의 경우 fitting 하고자 하

는 범위가 0.02<Q<0.04(1/Å)이므로 fitting 범위가 이 역에 맞도록 하나로 SANS 

장치에 적합한 Fit: rmin..rmax  Plot: rmin..rmax 범위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Plot 

범위는 Fit 범위보다 다소 넓은 범위로 설정한다. Fit: rmin..rmax  Plot: 

rmin..rmax 범위는 시료-검출기간의 거리 및 파장에 따라 결정된다. 표 7.5은 하

나로 SANS 장치 setup에 따른 Fit: rmin..rmax와  Plot: rmin..rmax를 나타낸 것

이다. 표 7.5에 나타나 있지 않은 setup 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Q 값이 

rmin..rmax 값에 비례하므로 그래프 도시 후 rmin..rmax 값을 적절히 변경하여 

입력한 후 그래프를 도시한다.

- “7.5 15 0 20”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그림 7.2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난다. 

그래프 위의 heading의 둘째줄을 보면 fitting 한 Q 범위가 “0.20E-01 < Q < 

0.40E-01"로 표시되어 있고 세째 줄에는 Radius of Gyration, RG=30.71(Å)로 표

시된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줄에는 "Intensity/Conc.(Q=0) = 1.138"로 표시되

어 있다. 이 값이 구하고자 하는 I(Q=0) STD  값이다. 

- 그래프를 얻은 다음 heading에 나타난 fitting Q 역이 정해진 범위

(0.02<Q<0.04(1/Å))와 일치하지 않거나 plot 범위를 바꾸고 싶을 경우 그래프가 나타

난 상태에서 enter를 한 번 누른다. “Fit: rmin..rmax  Plot: rmin..rmax :/guim>” 메

시지가 나오면 여기서 다시 Fit: rmin..rmax, Plot: rmin..rmax 값들을 입력한 후 

enter를 누른면 다시 변경된 fitting 역으로 fitting되어 그래프가 그려진다. 

  RGUIM - Version 5.9  June 1998 (R.E. Ghosh)

 Zero run number stops program

 rmin=-1 returns for another spectrum

 rmin=-2 stops program

 rmin=-3 allows scales to be fixed

 Options:

  1  C/I          versus Q**2   Zimm

  2  C/I**0.5     versus Q**2   Debye

  3  Log10(I/C)   versus Q**2   Guinier

  4  Log10(I*Q)   versus Q**2   Thin rods

  5  Log10(IQ**2) versus Q**2   Sheets

  6  I(Q)         versus Q      Incoherent

 Run number...Ext.no...Option : 

 guim>120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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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ntration =  1.00

 New value : 

 guim>□□
 Fit: rmin..rmax  Plot: rmin..rmax : 

 guim>7.5 15 0 20□□

표 7.5 rguim 프로그램에서 Fit: rmin..rmax  Plot: rmin..rmax : 값의 설정

시료-검출기간거리(mm) 중성자파장(Å) Fit: rmin..rmax  Plot: rmin..rmax :

4610 5.08 7.5  15 0  20

4610 6.38 9.5  19 0  25

4610 8.29 12  24.5 0  30

3000 4.31 4  8.3 0  15

3000 5.08 5  10 0  15

3000 6.38 6  12.5 0  20

그림 7.2 rguim 실행으로 도시한 silica 표준시료의 Guinier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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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료의 절대산란단면적 계산

- 시료의 절대산란단면적을 계산하고자 하면 다시 spolly를 실행한다.

- "SAMPLE-BACKGROUND runs/Run number...Ext/spol>" 나오기 전 까지는 

7장 5절 3의 silica에서 실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cd run#를 입력하고 

"SAMPLE-BACKGROUND runs/Run number...Ext/spol>" 메시지가 나올 때까

지 enter를 누른다. "SAMPLE-BACKGROUND runs/Run number...Ext/spol>" 

메시지가 나오면 시료에 대한 sample background(empty cell D2O 5mm)의 

run#(1221)를 치고 enter를 누른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의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spol>“ 에서는 enter를 누르고 ”Run 

number...Ext/spol>"에서도 enter를 누른다.

- “SAMPLE run numbers/Run number...Ext/spol>” 메시지가 나오면 처리하고

자 하는 첫 번째 sample(graft 30wt%-40C)의 run#(1196)를 치고 enter를 누른다. 

그 다음의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spol>“ 에서는 enter를 누르

고 ”Run number...Ext/spol>"에서도 enter를 누른다.

- “Background correction factor for sample absorption (A2)/spol>” 메시지가 

나오면  
T Sample+Cell

T Cell
 값을 입력한다. windet로 계산된 transmission 값을 

sans.trm 파일에서 확인하면 run# 1197(1196번 sample의 투과율 측정 데이터)의 

투과율은 0.27990로, 시료 cell의 투과율(1218번)은 0.65426으로 나온다.  A2 값은 

T Sample+ Cell(=0.27990 )

T Cell(=0.65426 )
= 0.4278  로 나오고 이 값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른

다. 즉 A2값은 시료에 대해 계산할 경우 A2=
T Sample+Cell

T Cell
 로 나타낼 수 있

다.

- 시료의 절대산란단면적, ( dΣ(Q) / dΩ) S은 다음의 식(6.4)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계산하고 있는 시료에 대한 각 parameter 값들과 설명은 표 7.6과 같다. 

(
dΣ(Q)
dΩ

) S=(
I(Q) S

I(Q=0) STD
)(
dSTD
dS

)(
TSTD+Cell
TS+ SB

)(
dΣ(Q=0)
dΩ

) STD

(6.4)

- A2값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Sample total cro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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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Concentration...Flat background (A5)/spol>"란 메시지가 나온다. 여기서는 

A4값을 계산하여 입력하면 된다. 이 때 Concentratin과 Flat background(A5)을 

입력하는 것은 무시한다. A4 값은 식 (6.4)에서 ( dΣ(Q)/ dΩ) S와 I(Q) S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로 다음 식 (7.1)로 표현할 수 있다.

(
dΣ(Q)
dΩ

) S=
I(Q) S
A4 (7.1)

그러므로 A4값은 다음 식 (7.2)로 표현된다.

A4= I(Q=0) STD⋅

(
dS
dSTD

)(
TS+ SB
TSTD+Cell

)

(
dΣ(Q=0)
dΩ

) STD (7.2)

표 7.6 식(6.4)의 parameter들에 대한 설명 및 example에 대한 parameter 값

Parameter 설명

표7.4의 

데이터에 대한 

계산값

I(Q=0) STD

표준시료에 대한 Q=0에서의 intensity. silica 

표준시료를 사용할 경우 rguim으로 Guinier 

plot을 실행하면 얻어진다.

1.138

dSTD 표준시료의 두께, silica 표준시료의 경우 1mm 1mm

dS 시료의 두께 5mm

TSTD+Cell 표준시료+cell의 투과율 0.90828

T Sample+Cell
시료+cell의 투과율 0.2799

(
dΣ(Q=0)
dΩ

) STD
표준시료의 Q=0에서의 산란단면적 26.5cm-1

- 첫 번째 sample(graft 30wt%-40C)에 대한 A4 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

산된다. 



- 194 -

A4(run1196)= I(Q=0) STD⋅

(
dS
d STD

)(
TS+ SB
TSTD+ Cell

)

(
dΣ(Q=0)
dΩ

) STD

             

= 1.138⋅
(5mm/1mm) ( 0.2799/0.90828)

26.5(cm
- 1
)

= 0.06617

(7.3)

계산된 0.06617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Default title..../Type return.../spol>” 

메시지가 나오고 default title로 주어진 “graft 30wt%-40C"라는 title 이외의 다

른 title을 입력하고자 하면 20자 이내로 입력하고 default title을 그대로 사용하

고자 하면 enter를 누른다. 그러면 ”Saved as file g001196.001  run   1196 ext.  

1“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 C:/Sans_pc 폴더에서 확인하면 g001196.001 파일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g001196.001 파일은 *.000 파일과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고 긴 heading 다음의 

데이터는 3열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열은 Q, 두 번째 열은, intensity, 세 번째 열

은 error이다. 식 (7.1)에 나타난 바와 g001196.001 파일의 intensity는 시료의 산

란단면적 ( dΣ(Q)/ dΩ) S로 [1/cm]의 단위를 갖는다.

 SPOLLY - Version 6.6 June 2000 (R Ghosh)

 Table output  0:none  1:Local terminal  2:Printer file

 spol>2□□
 Prescale stored monitor by 100000: give new divider

 else give <RETURN> :

 spol>□□

 CADMIUM/ELECTRONIC BACKGROUND runs:

 Run number...Ext

 spol>1198□□
 Title :  Cd run              stored monitor  0.53367E+07

 Using scaled monitor preset   53.367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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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number...Ext

 spol>□□
 VANADIUM SAMPLE runs:

 Run number...Ext

 spol>□□
 SAMPLE-BACKGROUND runs

 Run number...Ext

 spol>1221□□
 Title :  empty cell D2O 5mm  stored monitor  0.17438E+08

 Using scaled monitor preset   174.38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SAMPLE run numbers

 Run number...Ext

 spol>1196□□
 Title :  graft 30wt%-40C     stored monitor  0.17715E+07

Using scaled monitor preset   17.715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Background correction factor for sample absorption (A2)

spol>0.4278□□
Sample total crossection (A4)...Concentration...Flat background (A5)

spol>0.06617□□
Default title is :  graft 30wt%-40C

Type return to use this or give new title (20 characters) :

spol>□□

Saved as file g001196.001  run   1196 ext.  1

SAMPLE run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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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number...Ext

spol>

- spolly를 한번 실행하면 다시 “SAMPLE run numbers/Run 

number...Ext/spol>" 메시지가 나온다. Cd run이나 sample background 측정조건

이 같은 여러시 료들에 대해 spolly로 절대산란강도 보정을 할 경우 이 때 아래

와 같이 두번째 시료(PLA750 24wt-55C)의 run#(1205)를 입력하면 된다.

- 첫 번째 시료와 마찬가지로 A2 값과 A4 값을 계산하여 입력하고 처리하면 두 

번째 시료에 대한 보정 데이터가 g001205.001 파일에 저장된다. 세 번째 시료

(PLGA750 1wt-10C)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Cd run이나 sample background 측정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이처럼 수

십개의 데이터에 대한 산란강도 보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SAMPLE run numbers

 Run number...Ext

 spol>1205□□
 Title :  PLA750 24wt-55C     stored monitor  0.17692E+07

 Using scaled monitor preset   17.691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Background correction factor for sample absorption (A2)

 spol>0.4313□□
 Sample total crossection (A4)...Concentration...Flat background (A5)

 spol>0.06671□□
 Default title is :  PLA750 24wt-55C

 Type return to use this or give new title (20 characters) :

 spol>□□

 Saved as file g001205.001  run   1205 ext.  1

 SAMPLE run numbers

 Run number...Ext

 spol>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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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PLA750 24wt-55C     stored monitor  0.17671E+06

 Using scaled monitor preset   1.7671

 Type <RETURN> or give new value:

 spol>□□
 Run number...Ext

 spol>□□
 Background correction factor for sample absorption (A2)

 spol>0.9763□□
 Sample total crossection (A4)...Concentration...Flat background (A5)

 spol>0.151□□
 Default title is :  PLA750 24wt-55C

 Type return to use this or give new title (20 characters) :

 spol>□□

 Saved as file g001206.001  run   1206 ext.  1

 SAMPLE run numbers

 Run number...Ext

 spol>

- spolly로 시료의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엑셀등의 spread sheet 프로그램을 이

용해서 미리 투과율과 A2, A4 값등을 계산한 후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

다. 표 7.7은 기 처리한 3개의 데이터에 대한 계산 sheet를 나타낸다. 

표 7.7 spolly 계산을 위한 parameter

Run# Sample name
TS+ SB TSB

A2= TS+SB/ TSB
A4

1196  graft 30wt%-40C 0.27990 0.65426 0.42781 0.06617 

1205  PLA750 24wt-55C 0.28218 0.65426 0.43130 0.06671 

1211  PLGA750 1wt-10C 0.63875 0.65426 0.97629 0.15100 

- spolly 프로그램을 한 번 실행하면 계산조건 및 결과들을 C:/Sans_pc 폴더내의 

spol***.lis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6절 Water 표준시료를 이용한 절대산란강도 보정

- 시료-검출기간 거리가 2000mm 이하일 경우 표 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Q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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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0.02(1/Å) 이상이므로 silica 표준시료를 산란강도 보정에 사용할 경우 

Guinier fitting시 error가 커져서 정확하게 산란강도를 보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시료와 같은 측정조건에서 Water를 측정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Water 시료

의 경우 1mm quartz cell에 담긴 것을 이용한다. Silica 표준시료는 산란강도가 

큰 간섭성 산란을 이용한 표준시료이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1-2시간)을 측정하여

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water 시료의 경우 비간섭성 산란을 이용하므로 산

란강도가 높지 않고, 데이터 quality가 높은 flat한 pattern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

적 장시간 측정하여야 한다.

- Water 데이터도 7장 5절 3절에 나온 방법대로 spolly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Water에 대한 *.001 파일을 얻고 나면 plot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도

시한다. Water에 대한 SANS pattern은 Q 값과 무관하게 flat한 양상을 가지므로 

linear fitting으로 I(Q=0) Water  값을 얻을 수 있다. 

- 시료에 대해 spolly를 실행하고 A4값은 다음 식 (7.4)에 의해서 계산된다. 식 

(7.4)에서 (
dΣ(Q=0)
dΩ

)Water  값은 식 (6.6)의 관계식에서 중성자 파장에 대해 계산된

다.

A4= I(Q=0)Water⋅

(
dS
dWater

)(
TS+ SB
T Water+Cell

)

(
dΣ(Q=0)
dΩ

)Water (7.4)

제7절 데이터 ploting 프로그램

1. mplot

- mplot.exe는 1차원 데이터를 도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mplot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이 "Option R,S,X,Y,P,W,A,B,C,D,HELP or EXIT :" 메시지가 나온다. 

“r"을 누르고 enter를 누르면 ”Read in data,.../Run number...ext...divider :“ 메시

지가 나오고 도시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run#, ext.#를 입력하고(*.000 파일일 경

우 ext.# 생략가능) enter를 누르면 다시 ”Run number...ext...divider :“ 메시지가 

나온다. 이 때 추가해서 도시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입력하고 도시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입력이 모두 끝나면 enter를 친다. 그리고 ”p"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read한 데이터들이 그려진다. mplot은 총 10개까지의 데이터를 읽고서 동

시에 도시할 수 있다.

- mplot 프로그램은 실행하면 여러 option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며 그래프가 그

려진 상태에서 명령들을 실행하면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mplo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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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실행하면 “s" 1번 option인 I(Q) vs Q로 지정되어 있다. “s"를 입력 enter하

고 1-13까지의 다양한 option을 실행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

다.

- 상단 메뉴에서 File→Save를 선택하면 현재 그래진 그래프가 *.bmp 형태의 그

림파일로 저장된다.

-----------------------------------------------------------------

 Option R,S,X,Y,P,W,A,B,C,D,HELP or EXIT : r□□
 Read in data, a zero run number ends sequence, -1 to stop

 Run number...ext...divider : 1196 1□□
 Spectrum  graft 30wt%-40C     read in

 Run number...ext...divider : 1205 1□□
 Spectrum  PLA750 24wt-55C     read in

 Run number...ext...divider : 1206 1□□
 Spectrum  PLA750 24wt-55C     read in

 Run number...ext...divider : □□
 Option R,S,X,Y,P,W,A,B,C,D,HELP or EXIT : p□□

2. splot

- splot은 데이터를 2차원으로 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type new run numbers 

#first, #ext #last:” 메시지가 나오면 도시하고자 하는 첫 번째 run#, 0, 마지막 

run#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첫 번째 데이터의 그래프가 도시된다. 첫 번째 

그래프가 도시된 후 “n"이나 ”na"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르면 다음 run#에 대한 

그래프가 도시된다.

- splot을 실행하면 여러 option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며 option들을 실행하여 다

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mplot과 마찬가지로 splot 프로그램도 상단 

메뉴에서 File→Save를 선택하면 현재 그래진 그래프가 *.bmp 형태의 그림파일

로 저장된다.

-----------------------------------------------------------------

  type new run numbers #first, #ext #last: 1196 0 1208□□

제8절 기타 프로그램

- C:/Sans_pc 폴더에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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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한 windet, rnils, spolly 등의 프로그램들과 기본적으로 명령어 입

력 및 실행방식은 거의 유사하다. 각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sas_manual.pdf 파일로 있는 ILL 가이드북(A Compting Guide for Small-Angle 

Scatterng Experiments"을 참조하면 된다.

- 바탕화면의 LogFileMaker.exe (LogFileMaker.exe)는 raw data(h00****.san) 

heading에 있는 측정조건들을 Excel에서 읽을 수 있는 text file 형태의 logfile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LogFileMaker를 실행하면 그림 3과 같은 창이 뜨고 

raw data가 있는 폴더를 지정하고 logfile을 만들고자 하는 파일들의 첫 번째 

run#와 마지막 run#를 입력하고 “Generate and Save!"를 클릭하면 지정하는 폴

더에 logfile이 저장된다. 

- Excel을 실행하고 탭 분할 형식으로 logfile을 읽으면 각 항목별로 column이 

분할된 spread sheet를 얻을 수 있다. 

그림 7.3 LogFileMaker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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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하나로 CN 수평공에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개발, 설치를 완료하 고 2001년 7

월부터 외부이용자들의 장치이용이 시작되었다. 중성자 소각 산란장치의 주요 

부품들인 2차원 위치민감형 검출기, 중성자 속도선별기, 검출기 챔버 회전장치, 

검출기 좌우이송장치, 스테핑 모터, 빔 셔터 및 감쇄기등의 설치를 마쳤고, 모든 

구성부품들에 대한 성능평가도 완료하 다. 중성자 속도선별기를 거친 중성자빔

의 파장과 분해능을 time of flight 법과 silver behenate 표준시료을 이용한 회

절법으로 검정하 고 실험결과로부터 중성자 속도선별기의 rpm과 중성자 파장

과의 관계식(λ[Å]=A+B/U[rpm], with A=0.11077 and B=107171)을 도출하 다. 

시료환경장치, 빔셔터, 스테핑 모터에 대한 제어기를 제작하 고 각각의 제어기

들을 PC에서 운용하는 제어 프로그램을 제작하 다.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빔 

테스트를 실시하여 빔 특성을 평가하 다. 이와 함께 중성자 소각산란 측정법과 

데이터 처리방법을 확립하 다. 하나로 중성자 소각산란 장치와 외국의 장치로 

측정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 고 성능평가 결과 하나로 중성자 

소각산란장치는 외국의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와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중성자소각산란장치, 하나로, 2차원 위치민감형 검출기, 

중성자 속도 선별기, 파장, 분해능, 제어기, 제어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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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ruction of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SANS) at the CN 

beam port in HANARO was completed and has been opened to users in July 

2001. the 2-D PSD (two 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detector), the NVS 

(neutron velocity selector), the detector chamber rotation system, the detector 

horizontal moving system, the stepping motors, the beam shutter and the 

attenuator were fully tested and installed. The performance test of all the 

components was also completed. Wavelengths and resolutions of the neutron 

beam monochromatized by the NVS were calibrated using both the 

time-of-flight method and the diffraction measurement on standard material, 

the silver behe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ector speed U[rpm] and 

the neutron wavelength λ[Å] was obtained as λ[Å]=0.11077+107171/U[rpm]. 

The controllers for the sample environments, the beam shutter and the 

stepping motors were constructed and its control programs for those 

controllers were also developed. The Beam test for the SANS has been 

finish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neutron beam was analyzed. The 

experimental methods of SANS and its data treatment method were 

established. The performance test of the HANARO SANS compared with 

that of foreign SANS's. shows that the HANARO SANS is quite well 

comparable with foreign SANS facilities.

Subject Keywords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2D-PSD, Neutron velocity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서론
	2. 소각산란중성자 분광장치(SANS)의 기본 개념
	2.1. SANS 장치의 기하학적 최적구조 평가
	2.2. 분해능 및 중성자속  평가
	2.3. SANS 실험에서의 중성자 산란강도 및 최적실험 선택

	3. CN 수평공 작업 및 빔특성 평가
	3.1. CN 수평공(Cold Neutron Beam Tube) 주변 작업
	3.2. CN Inpile Plug/콜리메타 제작 설치
	3.3. SANS전면 바닥공사

	4. 주요부품 설치 및 성능시험
	4.1. 중성자 및 감마선 필터 특성 평가
	4.2. 중성자 단색화 장치 설치 및 성능시험
	4.3. 중성자 빔 콜리메타 제작 및 설치
	4.4. 시료대 및 시료대 다목적 진공 챔버 제작
	4.5. 2차원위치 민감형 검출기(2-D PSD)용 진공 챔버 제작
	4.6. 2차원 위치민감형 중성자 검출기 설치 및 성능 시험
	4.7. 기타 부품 제작 및 성능시험
	4.8. 시료환경장치 제작 및 성능시험
	4.9.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제어시스템

	5. 중성자 소각산란 장치 빔특성 평가
	5.1.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파장 검정
	5.2. 1차 빔 특성 평가
	5.3. 2차 빔특성 평가
	5.4.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성능 검증
	5.5. 하나로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제원

	6. 중성자 소각산란 측정법
	6.1. 중성자 소각산란 데이터 correction
	6.2. 절대산란강도 보정
	6.3. 하나로 SANS 장치 setup
	6.4. 하나로 SANS 실험

	7. SANS 데이터 처리
	7.1. Raw data 처리
	7.2. ILL(Institut Laue Langevin) 프로그램
	7.3. windet
	7.4. rnils
	7.5. spolly
	7.6. Water 표준시료를 이용한 절대산란강도 보정
	7.7. 데이터 ploting 프로그램
	7.8. 기타 프로그램

	8.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