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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0-001

8964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0.5.1.~
2012.3.31.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 KAERI 연구로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냉중성자연구기반시설구축

세부과제명 냉중성자 산란장치 개발

연구책임자 이창희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8 명
내부 : 8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35억원
기업:   억원
 계 : 35억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8 명
내부 : 8 명
외부 :   명

총연구비
정부: 35억원
기업:   천원
 계 : 35억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성자과학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212

‘냉중성자 산란장치 개발’은 2003.7-2010.4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의 세부과제로서 당해연도는 단위과제로 후속 잔여업무를 
수행하여 3축형 냉중성자 산란장치(Cold-TAS), 디스크초퍼 비행시간 분광장
치(DC-TOF)의 개발과 설치, 시험을 수행하였다. Cold-TAS에서는 고차필터, 
단색기, 해석기, 시료대/해석대/검출기부의 제작과 설치, 제어계측 계통의 제작
과 설치 및 시험, 실제 이용조건에서의 차폐능 시험과 보강, 중성자속 측정 및 
장치전반의 초기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DC-TOF에서는 chopper 제작과 설
치, 시험 및 중성자 광학 부품 설치, 집속형 유도관 설치 및 시험, 계측신호 처
리부 개발과 시험 및 개선, 중성자속의 측정, 초기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비행시간분광장치, 비탄성 산란, 
동역학, 디스크 쵸퍼

영어
cold neutron, triple-axis spectrometer, time-of-flight 
spectrometer, inelastic scattering, dynamics, 
disk-ch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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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중성자 산란장치 개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에 걸친 냉중성자 여구기반시설 구축 및 이용기술 
개발 사업은 냉중성자동 건설, 냉중성자원 개발, 냉중성자 시설계통 개발, 냉중성자 
유도관 개발 및 총 6기의 산란장치 개발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말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사
업 전체적으로 환차손이 급증하여 막대한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연구개발
비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이 전체적으로 운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 과제를 제외한 타 3개 세부과제는 종료되어야 하였기에, 타 
3개 세부과제에서 발생한 모든 외화 환차손과 비용증가를 본 과제에서 흡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냉중성자 산란장치 개발 과제의 범위를 조정하여 3축형 중성자 분
광장치(Cold-TAS)와 디스크 초퍼 비행시간 분광장치(DC-TOF)의 장치 건설을 1
년 연장하여 2011년 4월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미국 및 일본에서는 핵파쇄파쇄중성자원에 설치된 중성자 산란장치들이 본격 가
동에 들어갔다. 미국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핵파쇄중성자원 
SNS에서는 총 9기의 장치가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이중 3기가 비행시
간 분광법 비탄성 중성자 산란장치이다. 일본 J-PARC에는 총 12기의 장치가 건설
이 완료되었으며 이중 7개의 장치가 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고 이중 하나의 장치가 
비행시간 분광법 비탄성 산란장치이다. 그러나 2011.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시설 
가동이 중지되었으나 2012.3월부터 재가동 예정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새로운 장치
의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과 호주에 새롭게 건설된 연구용 원자로
(독일-FRM II, 호주-OPAL)에도 다수의 중성자 산란장치들이 건설되어 이용 중이
다. 
  2001년 독일 Muenchen ICNS에서 공식 제기되어 추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성자 산란분야 이용자 회의(2008년에 AONSA로 결성, Asia-Oceania Neutron 
Science Association)의 첫 모임이 2008년 8월에 KAIST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은 
첫 의장국으로서 AONSA를 주도하였으며, 이후 여러 활동과 함께 제1회 AO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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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가 2011.11 일본 쓰쿠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
성자 산란 분야 연구의 국제협력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AONSA를 통해 연구자 
양성, 훈련 및 시설 공동 이용과 시설간, 이용자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하나로 원자로 실에 열중성자를 이용한 삼축분광장치(Thermal-TAS)가 개발중
이고, 냉중성자실험동에서 Cold-TAS, DC-TOF 2기의 비탄성 산란장치가 개발되
었으므로 2012년부터 물질의 동역학 등의 물성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부터는 열중성자 및 냉중성자를 이용한 비탄성 산란장치를 모두 갖추게 되
어 넓은 에너지-운동량 영역에서의 물질의 동역학 연구가 가능하게 되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이용기술 개발’ 사업시의 목적과 필요성이
다.

    

○ 세계적 수준의 연구결과 창출을 위한 첨단 연구시설 제공

○ 동북아 지역 핵심 중성자 산란연구센터 확보로 국가적 위상 제고

○ RT와 NT, BT 등의 융합으로 원천기술을 개발, 신성장 산업 창출 기여

○ 냉중성자 비탄성 산란장치는 meV 에너지 영역의 저에너지 동력학 측정 및 

분석에 독보적인 능력 보유, 

  1. 기술적 측면

○ 냉중성자 연구시설은 나노영역에서의 물질구조와 저에너지 동역학 측정에 독보
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 중성자의 고유한 산란특성을 이용하여 물성 측정 및 분석에 활용

   2. 사회적 측면

○ 국가위상 제고와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 
○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및 공학 연구 수행
○ 21세기형 첨단 의료 및 복지기술, 청정 에너지 및 환경기술 개발 

   3. 경제 산업적 측면

○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측정기술을 제공
○ 생명공학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기반 측정 기술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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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축형 냉중성자 분광장치(Cold-TAS) 제작, 설치, 시험

 ○ 기계 부품 제작, 설치

 ○ 광학부품 설치

 ○ 검출 계통 제작, 설치

 ○ 장치제어 시스템 제작 

 ○ 차폐체 보강

 ○ 장치 부품 성능 시험

 ○ 장치 종합 성능 시험

 ○ 기준 시료 동역학 측정

□ 디스크 초퍼 비행시간 분광장치(DC-TOF) 제작, 설치, 시험

 ○ 기계부품 제작 설치

 ○ 디스크초퍼, 집속형 유도관 제작 및 설치

 ○ 검출기 57조 및 계측회로 설치

 ○ 데이터 해석 S/W 개발

 ○ 주요 부품 성능 테스트 및 빔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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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이용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로 냉중성

자 실험동 지하 1층 가이드 홀에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Cold-TAS)와 디스크 초

퍼 비행시간 분광장치(DC-TOF)를 설치하였다. 예산상의 제한과 장기간 건설하는

데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해 초기에 가대한 모든 기능을 구현하진 못했으나, 개발 

목표에 도달한 우수한 성능의 중성자 산란장치를 개발하였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냉중성자원으로부터 51.3 m 떨어져 있으며, 1500 m의 곡률 

반경을 가진 m=2 초거울 유도관으로부터 중성자를 전달받는다. 중성자 광학 부품으로

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단색기 고차 필터로 사용하고, ZYB 그레이드의 HOPG 수직 

집속 단색기, 수평 집속 해석기를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성자 검출기로는 튜

브형 He-3 검출기를 사용했다. 기계적으로는 단색기와 해석기로부터의 산란각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를 사용했으며, 2차 분광기는 대리석 댄스 플로어 위에 놓여져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장치 제어에는 미국 ORNL에서 만든 SPICE를 하나로 현장 조

건에 맞도록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장치를 실제로 사용하는 조건에서의 차폐능을 측정하여 방사선 방호상의 문제점이 없음

을 확인하고, 시료에서의 중성자속을 측정하여 장치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였다. 시료에

서의 중성자속은 9.2☓106 n/cm2/s로 세계적인 수준이었다. 이후 알루미나, 실리콘 등 

몇 가지 기준 시료를 이용하여, 회절 신호와 비탄성 신호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 

장치가 삼축분광장치로서 기능함을 보였다.

디스크초퍼 비행시간 분광장치는 곡률반경 2,500 m를 가지며, m=2 초거울 유도

관이 설치된 CG3 유도관의 끝단에 설치되어 있다. 디스크 초퍼가 입사되는 중성자

를 단색화, 펄스화하여 시료에 입사시키며, 시료에 의해 산란된 중성자는 시료위치

에서 2.5 m 떨어져있는 1차원 위치민감형 검출기를 통해 검출된다. 시료는 직경 

90 cm인 진공 챔버 안에 시료환경 장치와 함께 설치 될 수 있으며 시료쳄버와 검

출기 사이에는 He가스로 채워지는 검출기 탱크가 있는데 He가스로 채우는 것은 

시료에 의해 산란된 중성자가 검출기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물질(공기 등)에 의해 

산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DC-TOF에는 최대 352개의 1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가 설치 될 수 있으나 국제적인 He-3 문제와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

는 57개의 검출기로 panel 2개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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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OF 장치는 현재까지 부품별 제작 및 설치, 시험을 완료하고 빔테스트를 수

행하였다. 중성자 계측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chopper와 중성자 빔

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시험 중이며 디스크 초퍼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 비행시간을 측정하는 시험까지 완료하였다. 원자로 가동시에 주

변 장치에서 산란하는 중성자 등 DC-TOF 검출기가 측정하는 배경반사

(background)를 측정한 결과 검출기당 0.003 neutron/sec/PSD의 백그라운드를 

검출하였는데 이는 외국의 장치와 비교하여도 매우 낮은 우수한 수치이다.

비행시간 분광법의 데이터 해석을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 해석 기술이 필요한데 

일본 J-PARC의 MLF(Material & Life Science Facility)팀과 공동으로 데이터 

해석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현재 J-PARC 비탄성 산란장치의 데이터 해석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벤트 형식의 자체적인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DC-TOF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것이다.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meV에 해당하는 다양한 물질의 동역학을 측정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 설치하였다. 국외 시설의 예를 통해 보면, 유

사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주로 양자 자성체, 저차원 자성체, 기하학적으로 쩔

쩔매는 자성체, 금속과 초전도체 등의 스핀 동역학 측정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각종 시료의 회절 신호를 관측했고, 비탄성 신호를 측정하였으나, 장치 주위의 펜스

가 부족하여 Ei scan을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호잡음(noise)를 

줄이는 작업을 포함하여 이 장치를 위와 같은 목적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는 최적화 작업을 상당기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는 2012년 

3월부터 friendly user에게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치의 

최적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앞으로 2년 안에 안정화 작업도 마무

리되어 국내외 일반 이용자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장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당분간 장치 과학자와 전문 이용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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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빔 타임을 배분할 것이다. 

DC-TOF는 단결정 뿐만 아니라 고분자, 액체, 분말시료 등의 낮은 에너지 동역학

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장치로, 한번에 많은 에너지-운동량 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장점이다. DC-TOF의 과제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DC-TOF 장치를 이용자에게 개

방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의 장치 안정화 및 장치 운용변수(instrument 

parameters) 파악이 필수적이다. 또한 100% 장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산

상의 문제로 현재 57조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검출기를 최대 352조까지 설치를 

해야 하며 시료환경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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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요약문)

Ⅳ. Results

The HANARO Cold Neutron Triple-Axis Spectrometer(Cold-TAS) and the 

Disk Chopper Time-of-Flight Spectrometer(DC-TOF)is installed in the 

guide hall of the Cold Neutron Laboratory Building. The instrument was 

built as part of the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project that started in 

2003. Due to the shortage of the fund and the increased cost from the 

prolonged development time, the instrument was not built as originally 

envisioned. Despite all the shortcomings, the instrument is expected to 

have the solid performances with the current setup.

The Cold-TAS located 51.3 m away from the cold neutron source. The cold 

neutrons are delivered through the m=2 supermirror guide. A section of the 

guide is curved with the radius of curvature of 1500 m. The notable neutron 

optical features of the instrument is the neutron velocity selector used as the 

higher order filter, the vertically focusing HOPG monochromator and the 

horizontally focusing HOPG analyzer both of them using ZYB grade HOPG 

mosaic crystals. Segments are used to open ways for the monochromator and 

the analyzer. The 2nd spectrometer is located on the marble dance floor. 

Instrument control is done using the SPICE, a LabView based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developed code for triple-axis spectrometers.

Measurement using the instrument has not been fully stabilized yet. 

Diffraction signals were measured, but the inelastic scattering signal is still 

elusive due to the rather high noise. Future work includes the noise 

reduction, erecting radiation fences for radiation safety of the users, and 

many others to optimize the instrument if we want to open the instrument 

to the general users.

Regardless of the many shortcomings, the instrument is open to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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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since March 2012. The optimization process may take advantage of 

the data collected by them. Assuming sufficient funds flow in, all the 

remaining work is expected to finish in 2 years. The instrument will be 

available to the general users by then.

The DC-TOF is located in the CG3 cold guide, of which radius curvature 

is 2,500 m. CG3 guide is a super-mirror guide with m=2 critical angle. 

The focusing guide of DC-TOF focuses neutron from 15x3 cm2 to 5.5x2.5 

cm2 and disk choppers make incidents neutron beam monochromatic and 

pulse. sample environments can be located as vacuum chamber, of which 

diameter is 90 cm. The neutron scattered by sample travel 2.5 m to the 1 

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detector(1D PSD) and analyzed in 4 

Dimensional E, Q space. The detector tank between sample chamber and 

1D PSD are filled with He gas to minimize the scattering by air.

Though neutron beam was not measured yet because of reactor problem, 

we've tested long time, especially the chopper and neutron detector 

system. As a result of long time background measurement and 

improvement, we get 0.003 neutron/sec/PSD background in reactor 

operation condition, which is nice considering foreign instrument.

Ⅴ. Plan to Use the Research Result

   The 1st phase of the HANARO Cold Neutron Triple-Axis Spectrometer 

without the polarizing neutron option and many other features in the 

original design is completed in 2012.  It will become a solid inelastic 

neutron scattering instrument albeit its lack of many features. The 

instrument will be mainly used to measure meV range dynamics of a 

diverse set of  materials. Experience from other cold neutron triple-axis 

spectrometers in the world suggests this instrument will be mostly used to 

measure spin dynamics of such materials as quantum magnets, low 

dimensional magnets, frustrated magnets, metals and superconductors. To 

maximize the utility of the instrument, emphasis will be given to edu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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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t generation of instrument scientist and increase the number of 

power user groups.

DC-TOF is suitable not only for the single crystal but also powder, liquid 

and polymer samples. Its biggest advantage is to measure wide E-Q range 

in single measurement. However, DC-TOF has just 57 1D PSDs in spite 

of 357 full occupation. We will make intense efforts to equip more 

detectors to provide user a scientific opportunities for advance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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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는 1985년 설계 시부터 후일 냉중성자 연구시설의 

설치, 즉 연구시설 확장을 위하여 CN 수직 조사공과  CN 수평공이 마련되어 있었

다. 1995년 ‘하나로’ 첫임계 달성 이후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이용자 시설을 목표로 국내 연구진 수요조사와 국제적 전

문가 자문을 거쳐 냉중성자 연구시설 구축에 착수하였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CN 수평공에 8M-SANS 장치를 건설하여 운영하였으며, 후일의 대규모 냉중성자 

연구시설 건설에 대비한 냉중성자 이용 연구 경험의 습득과 기법을 개발하면서 

2003년 본 과제에 착수하여 2010년 4월까지 ‘냉중성자 시설구축 및 이용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냉중성자 시설구축 및 이용기술개발’과제는 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본 과제는 2003∼2009 7년 동안 냉중성자연구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일환으

로 냉중성자를 이용하여 측정, 분석하는 냉중성자 산란장치와 그 이용기술, 핵심부

품 제작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4개 세부과제간 연계 상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냉중성자 시설구축 및 이용기술개발’과제 세부과제간 연계 개

념도 

본 사업에서는 40m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냉중성자 3축분광장치, 디스크쵸퍼

형 비행시간 분광장치와 그 이용기술을 새롭게 개발하고, 원자로에서 운영하던 산

란장치인 18m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수직형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수평형 바이

오 특화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대폭적인 성능개선과 구조를 향상시켜 이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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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다.

국제적 수준의 대규모 이용자시설로서 냉중성자 실험동에 현장 실험실을 구

축하고, 광범위한 산학연 이용자기반 확대 노력과 국제적인 연구네트워크 참여에도 

노력하였으며, 2008년 아시아-오세아니아 중성자산란협의회 구축에도 한국이 주

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대규모 연구시설에 요구되는 개발위험이 높은  자체 핵심부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고도의 중성자 광학 기술의 결정체인 중성자 초거울, 유도관 기술을 개발

하고 ∼180m에 이르는 유도관을 상업적 수준으로 제작, 현장 설치하였으며, 국가

핵심기술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또한 대용량, 고성능 위치민감형검출기 계측계통을 

개발하여 이들 핵심기술은 향후 중성자시설 건설이나 국제적인 기술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에 걸친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이용기

술 개발 사업은 냉중성자동 건설, 냉중성자원 개발, 냉중성자 시설계통 개발, 냉중

성자 유도관 개발 및 총 6기의 산란장치 개발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2008

년말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활용기술 

개발’ 사업 전체적으로 환차손이 급증하여 막대한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

나 연구개발비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이 전체적

으로 운전 가능하기 위해서는 본 과제를 제외한 타 3개 세부과제는 종료되어야 하

였기에, 타 3개 세부과제에서 발생한 모든 외화 환차손과 비용증가를 본 과제에서 

흡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냉중성자 산란장치 개발 과제의 범위를 조정하여 3축형 

중성자 분광장치(Cold-TAS)와 디스크 초퍼 비행시간 분광장치(DC-TOF)의 장

치 건설을 1년 연장하고 장치 사양을 예산과 잔여기간의 범위 내에서 구현 가능하

도록 확정하여 2011년 4월까지 완성하기로 하였다.

과제의 최종 목표 및 그에 따른 주요 수행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Cold-TAS) 개발

 ○ Cold-TAS 주요 부품 제작, 현장 설치

 ○ Cold-TAS 성능시험

□ 디스크 초퍼 비행시간 분광장치(DC-TOF) 개발

 ○ DC-TOF 부품별 제작 

 ○ DC-TOF 데이터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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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와 디스크 초퍼 비행시간 분광장치는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중성자 산란 장치이며,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

되는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이고 디스크초퍼 비행시간 분광장치는 국내 최초의 비

행시간 분광법 비탄성 산란 장치이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국외 시설에서 이미 일반화된 수직 집속 단색기와 수평 

집속 해석기를 채택하여, 빠른 측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당초 계획에는 편극 중성자

를 사용 가능하게 하고, 위치 민감 검출기를 채택하여, 측정 성능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으나 내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은 장치가 안정화 

된 이후 개발하고자 한다. 디스크초퍼 비행시간 분광장치는 총 6개의 디스크 초퍼

와 집속형 단색기를 이용하였으며 최대 352개의 1차원 위치민감형 검출기를 이용

하여 한번에 넓은 에너지-운동량 영역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예산상의 문

제로 현재는 57개의 검출기만 구비하였다. 장치가 안정화 된 후 빠른 시간 내에 최

대한 검출기를 구비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이용되도록 하겠다.

국외 연구용 원자로 시설에서는 삼축분광장치와 비행시간 분광장치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중성자 산란장치로 다수 보유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인도, 인도

네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삼축분광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현재는 중국에서 고성능의 삼축분광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냉중성

자 삼축분광장치와 비행시간 분광장치의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기술 선진국들로 유

럽, 북미, 일본이 이 분야를 앞서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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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진국의 기술개발 현황 및 수준 

선진국에서는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나 디스크초퍼 비행시간 분광장치 수준

의 냉중성자 비탄성 산란장치를 여럿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다 측정 속도와 

효율을 높인 장치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시설은 

유럽연합의 ILL, 미국의 NIST, SNS, 일본의 J-PARC 등이다.

현재 기술개발은 보다 측정을 빠르게 하거나, 새로운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

의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삼축분광장치의 경우  ILL의 Flatcone 기술 

이나 NIST의 MACS는 기존 해석기와 검출기를 여럿 사용하여 기존의 장치보다 

10배 이상 측정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고, 독일 FRM-II의 NRSE-TAS 처럼 삼

축분광장치 기술과 스핀에코 기술을 융합하여 μeV 수준의 에너지 해상도를 얻기

도 하고 있다. 또한 삼축분광장치의 시료환경장치에서도 많은 진보를 이루고 있으

며, 그 예로 삼차원 스핀 구조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cryopad, mu-pad 등을 들 

수 있다. 

비행시간 분광장치의 경우 집속형 유도관과 위치민감형 검출기를 사용하여 중성자 

선속이나 장치의 분해능을 높이고 그 이용 분야를 기존의 분말이나 액체와 더불어 

단결정까지 넓혀 왔다. 또한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도 기존의 히스토그램 방식이 아

닌 이벤트 방식의 데이터 처리 방법이 개발되어 빠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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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Cold-TAS 개발

1. Cold-TAS 개발의 목적과 의의

1995년 가동을 시작한 국내 유일의 대형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는 물질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회절 장치를 다수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성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 중 하나인 비탄성 산란을 통해 물질의 동역학을 분석할 수 있는 분광장치는 

없었다.

최근 들어 국내 과학 수준의 고도화에 대한 열망이 커짐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

업을 통해 원자로 홀에는 열중성자 삼축분광장치를 건설하고 있으며,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이용기술개발” 사업(2003-2012)을 통해 냉중성자 가이드 

홀에는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와 디스크 초퍼 비행시간분광장치를 설치하게 되었

다.

이로써 하나로는 세계적 규모의 중성자 빔 연구시설로서 구색을 갖추게 되었으며, 

중성자를 이용한 동역학 측정이 가능해 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학이 한 단계 도약

할 계기를 갖게 되었다.

가. 삼축분광장치의 개념

삼축분광장치는 중성자가 연구 대상 물질에 의해 산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 

변화와 운동량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여 물질 내부의 움직임, 소위 동역학을 측정하

는 비탄성 산란 장치의 한 종류이다. 삼축분광장치는 모자익 결정으로 만들어진 단

색기와 해석기를 사용하며, 각각 입사 중성자와 산란 중성자의 에너지와 모멘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와 운동량 변화는 그 차이로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한편 단색기와 해석기는 각각 산란 평면에 수직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으며 

이를 단색기축, 해석기축이라 한다. 연구 대상 물질인 시료 또한 이들 축과 평행한 

시료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 삼축분광장치라는 이름은 이 들 세 개의 주요 

축을 지칭한다. 그림 1.1은 이와 같은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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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SPINS)

그림 1.2 브록하우스와 최초의 삼축분광장치 (출처: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이와 같이 단순한 원리를 가진 삼축분광장치는 1950년대 후반 캐나다의 버트람 브

록하우스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그 공으로 브록하우스는 1994년 노벨물리학

상을 또 다른 중성자 과학자인 클리포드 셜과 함께 공동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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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NCNR SPINS)

삼축분광장치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기가 존재하며, 아마도 중성자 산란장치 중 가

장 그 수가 많을 것이다. 또한 삼축분광장치는 보통 연구용 원자로에서 가장 먼저 

설치하는 중성자 산란장치이다.

나.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개념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입사하는 중성자로 수 meV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냉중

성자를 주로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삼축분광장치와 다를 바가 없

다. 단 입사 중성자의 에너지가 낮으므로, 에너지 해상도가 높아져서 보통 낮은 에

너지를 가진 동역학을 측정하기에 용이하다. 이에 반해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열중

성자를 주로 사용하는 열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수십 meV의 에너지를 가진 동역

학적 현상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두 장치의 연구 대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하고 냉중성자를 생산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1) 집속형 단색기를 사용하여 더 많은 중성자를 시료로 보내고, 2) 집속형 해석기

를 사용하여 산란한 중성자를 한 번에 더 많이 측정하는 기술이 발전하였다. (그림 

1.3 참조) 단 후자의 경우 함께 산란되는 중성자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운동량 해

상도가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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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PSD를 사용하는 삼축분광장치의 개요도 (출처: SPINS)

더 나아가 진보한 검출기 기술로 만들어진 2D PSD를 활용하는 측정 방법도 만들

어졌다. 대면적의 검출기를 그림 1.4와 같이 평편하게 만들고, 여기에 반사되는 중

성자를 PSD로 보내면 에너지와 운동량이 서로 다른 산란 중성자가 한꺼번에 측정

된다. 이 방법은 앞서의 수평 집속형 해석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달리 한 번에 측정

되는 중성자를 서로 구분할 수 있어서 운동량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보를 모두 활용하는 삼축분광장치를 보통 2세대 삼축분광장치

라고 부르며, 하나로에 설치하려고하는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2 세대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를 지향하고 있다. 단 이와 같은 장치를 구현하기 위

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며, 충분한 장치 제작과 운영 경험이 필수적이

다. 그러나 하나로에서는 아직 삼축분광장치를 제작, 운영한 경험이 없으므로, 이 

과제를 통해서 제작하는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2세대 삼축분광장치로서의 최소

한도의 기능 구현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았다.

다.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기본 구성

Cold-TAS의 구성품은 크게 중성자 광학 부품, 기계 부품, 계측 제어 부품, 방사선 

차폐체, 기타 장비 또는 부품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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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셔터와 같이 어느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편의상 다음

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구분하였다.

중성자 광학부품은 중성자 유도관, 빔 셔터, 빔 필터, 단색기, 콜리메이터, 빔 슬릿, 

해석기, 검출기 등을 지칭한다. 여기서 검출기의 경우, 따로 계측 제어 계통의 일부

로 분류하기도 한다.

기계 부품은 주로 중성자 광학 부품을 움직여주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이뤄져 있

다: 단색기 구동부, 단색기-시료 테이블 연결부, 시료 테이블, 해석기 테이블, 검출

기 테이블.

계측 제어 부품은 다음과 같다: 모터 제어기와 드라이버, 검출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와 신호를 읽어 들이는 카운터, 기타 장치 제어를 위한 제반 부품.

방사선 차폐체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유도관 차폐체, 콘크리트 차폐체, 단색기 

세그먼트 차폐체, 해석기 세그먼트 차폐체, 기타 차폐체. 콘크리트 차폐체는 콘크리

트로 충진한 움직임이 없는 차폐체를 가리키고, 세그먼트 차폐체는 단색기나 해석

기에서 반사된 빔을 위해 길을 열어준다. 그리고 이 외에 납이나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기타 차폐체가 있다. 그 밖의 부품으로는 각종 테이블이 공기압을 이용해 

움직여 다닐 댄스 플로어, 시료 환경장치를 들어 줄 크레인, 다양한 시료환경장치, 

그리고 장치에 필요한 여러 부품을 지칭한다.

2. 과제 착수 당시의 Cold-TAS 개발 현황

2003년도에 시작한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이용기술개발”사업은 2010

년 4월 말 종료하였으나, 사업 기간 중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 환차손이 발생

함으로써 일부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다. 이 사업은 그 성격상 냉중성자원과 그 

계통, 유도관, 산란장치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냉중성

자 산란장치에 집중되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DC-ToF, Cold-TAS

의 설치가 미루어졌는데, 이 과제는 환차손에 해당하는 금액(35억 원)을 연구재단

으로부터 지원받아 이와 같은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 2010년 5월 시작하

였다.

Cold-TAS의 경우 과제가 시작할 당시인 2010년 5월 초 상황은, 직접비 투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각종 설계와 현장 기초 공사 그리고 차폐체 설치 정도만 진행

된 형편이었다. 여기에서는 2003년부터 2010년 4월 말까지 “냉중성자 연구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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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구축 및 이용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업무와 당시 상황을 기술하

고자 한다.

가. 장치의 기본 설계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이용기술개발”사업이 착수하던 당시에는 장치의 

기본 개념 정도만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 개념은 차츰 구체화되었고, 사업 기

간 중에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 기본 설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1].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궁극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2세대 삼축

분광장치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운영 경험이 쌓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다음

과 같은 주요 선택적 사양을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수직 집속형 단색

기, 수평 집속형 해석기, 2차원 위치 민감 검출기, 편극 중성자 옵션. 이를 바탕으

로 냉중성자원에서 장치까지의 유도관과 장치의 주요 광학 부품이 결정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도관과 장치의 배치

중성자 빔 장치는 통상 빔 포트에 직접 설치한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중성자 플럭

스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장치의 총 개수는 빔 포트의 수와 동일

하거나 빔 포트에서 나오는 빔을 나누어 쓰는 경우에도 몇 개 더 추가하는데 그친

다. 그러나 냉중성자원을 포함하여 원자로를 건설하고 가동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

이 들기 때문에, 가능한 중성자 빔 장치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별도의 건물을 지어 장치를 여럿 설치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 

조치가 없으면 중성자 플럭스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들어 장치의 효용이 

없어진다.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중성자의 방향이 무작위이기 때문이다. 냉중성자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때 보통 원자로와 장치 사이에 직사각형의 도관 형태를 하고 

있는 유도관을 설치한다. 유도관 내부는 중성자에게는 거울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관 입구로 들어온 중성자는 안에서 반사를 거듭하며 장치까지 

도달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Cold-TAS를 그림 1.5와 같이 배치하기로 하고 

Cold-TAS로 중성자를 전달하는 유도관(CG5)은 폭 50 mm, 높이 150 mm의 구

조를 채택하였다 (그림 1.6). 유도관은 직진하는 것은 아니며, 원자로로부터의 감마

선이나 고속 중성자를 걸러내기 위해 중간에 휘도록 설계하였는데, 그 곡률 반경은 

1500 m로 정했다. 곡률 반경이 클수록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가 더 잘 통과한다. 

그런데 이 장치는 특히 비교적 높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많이 필요로 하며, 곡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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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냉중성자 가이드 홀에서 Cold-TAS의 위치

그림 1.6 유도관 시작 부분의 유도관 

단면도

경을 더 높일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CG5 내부는 더 높은 반사각을 허용하는 m=2 

초거울 코팅으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결정된 Cold-TAS의 위치는 냉중성자원에서 

51.3 m의 거리에 있다.

2) 장치의 중성자 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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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중성자 광학 부품 개념도

유도관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장치의 중성자 광학 부품이 시작한다. Cold-TAS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단색기와 해석기로, 이 장치가 2 세대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속형 단색기와 해석기를 사용하고, 튜브 검출기와 함께 

PSD를 검출기로 채택했다. 또한 이 장치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1) 필터로서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사용하고, 2) 호이슬러 결정을 단색기와 해석기로 사용하여 

편극 중성자 실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양에는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

으나, 이상이 모두 구현되면 강력한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설치되는 이상 2세

대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중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였다. 이와 같이 설계한 장치의 성능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하나로 자체의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냉중성자 삼축분광

장치는 곧바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냉

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수요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하나로의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곧바로 첨단 물질 연구에 투입되어, 세계의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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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Details

Beam 
Extraction 
System (B)

• Beam Shutter

• Upstream Filter =  Neutron Velocity Selector
• Upstream Beam Monitor

Monochromat
or System 
(M) and 
Accessories 
(V)

• Vertically Focusing PG(002) and Heusler(111)  
Monochromator System, automated

• Collimator C1 = 20′, 40′, 80′

• Beam Monitor, Attenuators, Vacuum Tank

Sample 
Table (S)

• XY tilt, XYZ translation, Sample Rotation, Analyzer Table 
Rotation

Analyzer/Det
ector System 
(D) and 
Accessories 
(W)

• Filter = Be or BeO
• Collimator C2 = 20′, 40′, 80′, Radial

• Horizontally Focusing PG(002) and Heusler(111) 
Analyzer System, interchangeable

• Collimator C3 = 20′, 40′, 80′, Radial (Only with a PSD)

• Detector = 5 cm Tube and 25 cm PSD

Instrument 
Control (C)

• SPICE

Polarized 
Neutron 
Option (P)

• Guide Field
• Helmholtz Coil

• Flippers

Others
• Backup Upstream Filter

• (Almost) Exclusive Use of Non-magnetic Materials

표 1.1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궁극적인 사양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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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은 기본 설계 당시 제시된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궁극적인 주요 

사양이며, 표 1.2은  모든 사양이 구현될 경우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성

능 목표로 2008년도 과제계획서에 제시된 바 있다. 과제를 통해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성능은 이 시점에서는 아직 불확실하였는데, 그 이유는 급격히 변화하는 예산

환경에서 이 장치에 대한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야 과제에서 구현하는 장치의 사양이 확

정되었는데, 이점은 이 장 말미에 설명한다.

(mm×mm) 50×150 

2 (PG(002) & Heusler(111))

(meV) 2 ~ 20

(4 Å, open-40') 4.7×106

(4 Å, open-open) 9.1×106

2 (PG(002) & Heusler(111))

( × 
cm)

11 x 2

1.2 

.

3)  장치 시뮬레이션

중성자 빔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도관을 포함한 중성자 광학 부품이다. 

중성자 광학 부품은 중성자 빔 장치를 ‘정의’하고, 장치의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

을 끼친다. 따라서 중성자 광학 부품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더

구나 중성자 광학 부품은 그 희소성 때문에 제조사가 많지 않아 가격이 비싸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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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trial and error' 방식으로 광학 부품을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산 낭비

를 불러온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장치를 만드는 과학자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

로 장치를 시뮬레이션 하는 도구가 여럿 개발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McStas와 

Vitess로 이 두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중성자 광학 부품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서로 거의 같다고 알려져 있다.

Cold-TAS의 유도관과 중성자 광학 부품의 배치 그리고 장치의 성능 목표는 모두 

장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장치 시뮬레이션은 냉중성자원에서 시작한

다. 그런데 냉중성자원에서 나오는 중성자 스펙트럼은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자로의 몬테카를로 시늉(MCNP)을 통해 중성자 스펙트럼을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MCNP는 냉중성자 영역에서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따라서 냉

중성자원을 어떻게 모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장치 시뮬레이션은 절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장치 개발에 보조적

인 역할을 하는 도구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는 냉중성자원을 모사하는데 사용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파라미터이다. 두 가

지 모두 같은 MCNP 결과를 사용하였으므로 서로 크게 다르지는 않다.

HCNS1 (박승일)

moderator width = 7 cm

moderator height = 15 cm

source 1 = 7.65e12 n/cm2/s @ 26.3 K

source 2 = 4.81e13 n/cm2/s @ 125 K

HCNS2 (소지용)

파장 범위 = 0.1 ~ 30 Å,

source 1 = 7.656e12 @ 26.264 K (1.2175e12)

source 2 = 6.4e13 @ 125.18 K (1.0186e13)

   앞서 언급한 것처럼 Cold-TAS는 냉중성자 유도관 CG5를 사용하도록 설계하

였다. CG5는 가장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유도관이다. 덕분에 이 장치는 비교적 

넓은 실험 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유도관은 50 mm의 폭과 150 mm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m=2 초거울을 사용해 제작하였다. 이 유도관은 

원자로와 장치 사이에 곡률반경 1500 m의 굽은 구간이 26 m 가량 있다. 이렇게 

굽은 구간을 통해 불필요한 고속 중성자와 에너지가 높은 열중성자를 제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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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굽은 부분의 회전 반경에 따른 중성자 스펙트럼의 변화

다. 그리고 CG5는 마지막 직선 구간에 빔 셔터와 필터 설치를 위해 중간에 570 

mm 정도의 갭이 있다.  이와 같은 유도관의 사양은 중성자 장치 시늉을 하는 프로

그램인 Vitess로 다양한 조건에서 장치 성능을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며, 그림 1.8은 

곡률 반경이 달라지면 단색기에 들어오는 중성자 스펙트럼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보여준다. 이 장치는 2 meV에서 20 meV까지의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최소 1500 

m의 곡률반경을 가져야 함을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넓은 에너지 영역의 중성자를 사용하므로, 유도관이 

짧은 파장의 중성자를 잘 전달해야 한다. 그 이유 때문에 m=2 초거울을 사용했다. 

또한 곡선 부분의 회전 반경이 클수록 좋으나, 유도관과 장치의 배치 문제로 최소

한의 회전 반경인 1500 m를 채택했다. 그림 1.8은 다양한 곡률의 유도관을 사용

했을 때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 도착하는 중성자의 스펙트럼을 컴퓨터를 이용하

여 시늉한 것으로, 1500 m 정도의 회전 반경으로도 짧은 파장의 중성자를 전달하

는 데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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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5 유도관은 모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유도관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한 진공 계통도 잘 가동하고 있다. 유도관의 성능은 중성자속을 실제 측정하여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뒤의 성능 측정 부분에서 언급한다.

나. 광학 부품의 상세 설계와 일부 부품의 제작 설치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중성자 광학 부품들

이다. 이 장치에서는 상류(Upstream)에서 하류(Downstream)쪽으로 차례로 다음

과 같은 중성자 광학 부품들이 자리하게 된다.

1. 냉중성자 유도관 CG5

2. 빔 셔터

3. 빔 필터

4. 단색기 (단결정과 수직 집속 메커니즘)

5. 콜리메터 C1

6. 빔 슬릿 (시료 전, 후)

7. 콜리메터 C2

8. 해석기 (단결정과 수평 집속 메커니즘)

9. 콜리메터 C3

10. 검출기 (튜브 검출기와 PSD)

중성자 유도관은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빔 셔터부터 각 부품 사양의 결

정 과정과 현황을 종류별로 하나씩 짚어보기로 한다.

1) 빔 셔터

유도관을 제외하고 가장 상류에 설치하는 광학 부품은 빔 셔터이다. 장치의 성능만

을 고려하며 빔 셔터가 가장 상류에 꼭 위치해야할 필요는 없으나, 빔 셔터를 상류

에 배치함으로써 다른 부품과 차폐체의 방사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빔 셔터의 정

확한 위치는 필터를 위해 만들어둔 571 mm 갭의 가장 앞부분이다.

   빔 셔터는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치이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만

족시키도록 설계하였다.

   1. 빔 셔터는 유도관에 최대한 밀착하여 중성자 손실을 최소화하되, 유도관과 

닿아서는 안된다.

   2. 빔 셔터를 닫았을 경우, 단색기 챔버 내에서 일상적인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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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빔 셔터의 측면도

   3. 빔 셔터는 수동으로 조작 가능해야 한다.

   4. 빔 셔터를 열고 닫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 이내여야 한다.

   5. 빔 셔터가 열리고 닫힌 상태는 장치 상단에 표시되어져야 한다.

   6. 전기가 끊어지면 빔 셔터가 닫혀야 한다.

   7. 누군가 댄스 플로어 지역에 출입하면 빔 셔터가 닫혀야 한다.

   8. 빔 셔터는 50만회 이상 작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빔 셔터는 30 mm 두께의 보론을 함유한 에폭시와 70 mm 두께의 납을 겹쳐 제작

하였다. 중성자를 대부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두꺼운 에폭시가 필요할 것이

나, 갭을 키우는 것은 중성자 전달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30 mm로 제한했다. 

납 역시 더 두꺼운 것이 감마선을 막는데 적합할 것이나 마찬가지 이유로 70 mm

로 제한했다. 빔 셔터는 공기압을 이용해 좌우로 움직이며 빔을 여닫는 시스템을 

채택했으며, 그림 1.10 은 완성되어 설치한 빔 셔터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

재 빔 셔터와 인터록 시스템은 설치가 완료되었다.

2) 단색기용 고차 필터  (Higher-Order-Filter for the monochromator, 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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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0 설치된 빔 셔터

삼축분광장치와 같이 모자익 결정을 단색기나 해석기로 사용하는 경우, 브랙 반사 

법칙에 의해 원하는 에너지 이외에도 높은 차수의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가 반사되

게 마련이다. 이는 원하지 않는 신호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보통 필터를 사용해 높

은 에너지의 중성자를 제거한다.

삼축분광장치의 필터로는 보통 PG 결정, Be 또는 BeO 분말을 사용하는데, 단색기

를 위한 필터와 해석기를 위한 필터를 모두 갖추어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단 PG

를 사용할 경우, 입사 중성자의 에너지가 특정 에너지로 제한되고, Be 이나 BeO 

분말의 경우 어느 에너지 이하의 중성자만 투과시키므로 가능한 실험에 제약이 생

긴다.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서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필터로 사용하여 기존

의 필터가 가진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고속으로 회전하

며, 원하는 에너지를 가진 중성자만을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 흡수한다. 따라서 단

색기에 도달하는 중성자가 이미 거의 단색의 빔이 되어, 높은 차수의 에너지를 가

진 중성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시료에 산란되어 해석기에 도달하는 중성자가 문제로 남는다. 예를 들어 입사 

중성자 에너지 16 meV, 산란 중성자 에너지 4 meV로 장치를 가동할 경우, 시료

에서 회절 된 16 meV의 중성자 중 상당수가 해석기에서 반사된다. 이러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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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도면

실험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시료

와 해석기 사이에도 필터를 장착해야 한다.

단색기용 필터로 사용하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주요 사양은 1) 유도관과 같은 폭 

50 mm, 높이 150 mm의 창을 가지고 있고, 2) 2 meV에서 20 meV까지의 중성

자를 선별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설계 요건을 가지고 있다.

1. 필터 주위를 차폐 물질이 싸고 있어서, 중성자 빔이 필터를 통과하든지 차폐에 

흡수되든지 해야 한다.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당시 독일 소재 Astrium 사에서 제작 중이었으며, 과제 착

수 후 배달되었다.

단색기용 고차 필터의 구체적인 사양은 다음과 같다.

제조사 = Astrium GmbH, Berlin, Germany

모델명 = NVS051

Length of the rotor = 250 mm = 250✕10-6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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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Cold-TAS HOF

Angle of the Selector Screw = 19.7°

time to traverse the rotor (in seconds)

t = 250✕10-6 / v,

where v is the neutron velocity in km/s.

angular velocity of the rotor

w = 19.7 / t = 19.7 v / 250✕10-6 (°/s)

= 19.7 v / 250✕10-6 / 360 (rps)

= 19.7 v / 250✕10-6 / 6 (rpm)

wavelength velocity conversion

λ = 3.956 / v,

where λ is the wavelength is Angstrom.

Therefore,

 
×××

×

or


×××

×
,

where ω is the angular velocity in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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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079 x sin( m2 / 2 ) )

3) 단색기와 해석기

단색기와 해석기와 같은 주요 광학 부품 역시 장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사양을 

결정하였다. HOPG 단색기로는 높이 15 mm, 폭 50 mm, 두께 2 mm의 ZYB 등

급 HOPG 모자익 결정을 3열, 11줄로 배열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각 줄은 어긋나

게 자른 실리콘 결정을 뒤판으로 사용하여 노이즈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뒤

판을 조금씩 회전시켜 수직 방향 집속을 할 수 있다. 해석기는 높이 50 mm, 폭 

20 mm, 두께 2 mm의 ZYB 등급 HOPG 모자익 결정을 11열, 3줄로 배열한다. 단

색기와 달리 해석기는 한 열이 하나의 뒤판에 부착되어 수평 방향 집속을 할 수 있

다.

단색기와 해석기의 설계는 매우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기술하였다.

  가) 단색기

단색기는 특정한 에너지의 중성자를 반사시켜 시료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며 삼축분

광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단색기로는 넓은 면적

의 모자익 결정을 사용한다. 지금은 시료에 도달하는 중성자 플럭스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결정을 사용하여 초점 맞추기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수직 

방향 집속을 할 경우, Q 해상도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삼축분광장치

에서는 수직 방향 집속이 가능한 단색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삼축분광장치에서는 이중 집속 단색기를 많이 채택했다. 이 단색

기는 입사 중성자 빔이 충분히 높고 폭도 넓을 때, 수직, 수평 방향으로 빔을 집속

하여 시료에서의 중성자 플럭스를 최대로 만들어 준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서

도 이중 집속 단색기를 사용하여 플럭스가 높아 질 가능성이 있으나 유도관의 폭이 

50 mm에 불과하므로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중 

집속 단색기를 채택하지 않았다.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단색기 시스템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였다.

1. 유도관의 폭은 50 mm, 높이는 150 mm이다.

2. 단색기 모자익 결정으로는 PG(002) (2d = 6.708 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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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usler(111) (2d = 6.724 Å) 을 사용한다.

3. 입사 중성자의 에너지는 2 meV 에서 20 meV 까지를 사용한다.

HOPG 결정을 사용할 때, 2 ~ 20 meV에 해당하는 산란각은 브랙 산란 법칙을 이

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sin 이므로  sin  이고, 파장 

  이므로 산란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단색기 시스템의 높이는 유도관의 높이, 150 mm 보다 조금 더 높으면 된다. 단색

기 시스템의 폭은 위에서 계산한 산란각의 범위에서 유도관의 폭보다 크거나 같아

야 한다. 즉, sin  . 이다. 산란각이 작을 때, 이 식이 중요해 지는

데, 위에서 산란각이 작을 경우를 대입하면,   mm 를 얻는다. 실제로

는 정확히 이 규격으로 단색기 시스템을 제작할 수 없으므로 예산을 고려하여 이 

보다 좀 더 좁게 제작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mm 을 채택하였고, 

이는   에서 50 mm의 빔 전체를 반사시킬 수 있다. 이 각도는  

 Å 또는  meV  에 해당한다. 이는 거의 냉중성자와 열중성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이 장치에서는 150 mm의 단색기 시스템 폭이 충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색기에 사용하는 모자익 결정은 ZYB 등급의 HOPG 결정을 사용한다. 하나의 모

자익 결정의 크기는 높이 15 mm, 폭 50 mm, 두께는 2 mm로 한다. 이 크기의 

오차는 0/-0.2mm로 한다.

  나) 해석기

시료에서 산란한 중성자는 대개 입사 중성자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지만, 일부는 시

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가 달라진다. 비탄성 산란장치는 산란 중성자의 에

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며, 산란 중성자의 에너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삼축분광장치는 모자익 결정으로 산란 중성자를 브랙 산란시

켜 산란 중성자의 진행 방향과 에너지를 함께 확인한다. 삼축분광장치에서 이와 같

은 역할을 하는 것을 해석기라고 하며, 해석기는 삼축분광장치 개념의 핵심을 차지

하고 있다.

단색기와 마찬가지로 해석기로는 전통적으로 커다란 모자익 결정을 사용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한 번에 단 하나의 산란 중성자 방향과 단 하나의 에너지

에 대해서만 측정이 가능하여 측정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자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수평 방향으로 중성자를 집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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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해석기이다. 수평 집속 해석기는 해석기 결정을 여러 조각 사용하여, 한 번에 더 많

은 중성자를 검출기로 반사시킨다. 이 방식의 단점은 중성자가 산란하는 방향을 정

확이 알 수 없으므로 Q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냉중성자 삼축분광

장치에서는 Q 해상도가 대단히 좋으므로, 어느 정도 해상도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

도 측정 속도를 높이고 싶은 경우 수평 집속 해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해석기에 수직 집속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다. 그런

데 수직 방향의 초점거리까지 가변하려고 하면 기계 장치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므로 

수직 방향의 초점거리는 고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서는 수직 방향 초점 거리는 고정된 수평 방향 집속 해석

기를 채택하였다.

해석기에 사용하는 모자익 결정으로는 단색기와 같은 ZYB 품질의 PG(002) 와 

Heusler(111) 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해석기는 150 mm 두께의 HDPE와 5 mm 

두께의 보론 러버와 카드뮴 박판으로 구성된 해석기 차폐체 내부에 장착하여 사용

한다.

해석기의 높이는 표준 시료의 높이와 8°의 수직 방향 분산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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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해석기 메커니즘

이 정한다.

AH = 40 + 2 LSA tan 4° < 180 (mm)

해석기는 11개의 블레이드로 이뤄지며, 블레이드 사이의 간격은 1 mm 이내여야 

한다. 각각의 블레이드는 독립적으로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4) 콜리메타

콜리메타는 특정 방향으로 향하는 중성자만을 골라내는 기구이다. 보통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직사각기둥이 프레임을 이루고, 중성자를 흡수하는 

산화 가돌리늄을 표면에 바른 얇은 막이 여러 장 서로 평행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내부에 부착되어 있다. 직사각기둥의 길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중성자는 막 사이의 

좁은 간격 내부에 머무르면 콜리메타를 통과할 수 있지만, 진행 방향과 길이 방향

이 서로 다르면 막에서 흡수되어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중성자 

빔의 분산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삼축분광장치에서 콜리메타는 1) 시료 이외의 장소에서 산란된 중성자를 막아 노이

즈를 줄이고, 2) 장치의 해상도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단 해상도를 높이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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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중성자의 수가 줄어들어 측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만 해

상도를 높여야 한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서는 빔 진행 방향으로 다음 세 군데에서 콜리메타를 사용

한다: 1) 단색기와 시료 사이, 2) 시료와 해석기 사이, 3) 해석기와 검출기 사이. 

각각의 위치에 놓이는 콜리메타를 보통 C1, C2, C3라고 표기하며, C2, C3, C4라

고 표기하기도 한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단색기 앞에는 이전에 콜리메타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유도관이 자연적인 콜리메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콜리메타는 20′, 40′, 80′ 규격을 사용하며, 빔 방향으로 2′ 이내의 정밀도로 

설치 가능해야 한다.

C2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C2W = 20 + 2 LSA tan 1° < 55 (mm)

C2H = 40 + 2 LSA tan 4° < 180 (mm)

C3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C3W = 20 + 2 LSD tan 1° < 73 (mm)

C3H = 40 + 2 LSD tan 4° < 250 (mm)

또한 방사형 콜리메타의 분산각은 200‘로 한다.

마지막으로 콜리메타의 프레임은 스텐리스 스틸이나 보론 함유 알루미늄과 같은 비

자성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5) 빔 슬릿

빔 슬릿은 불필요한 중성자 빔을 막아 노이즈를 줄이는 역할을 하며, 보통 시료 전

후에 설치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모든 입사 중성자가 오직 시료만을 향하도록 

커스텀 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입사 빔이 직사각형 형태이므로, 빔 

슬릿도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하고 최대한 빔 경로를 조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빔 슬릿의 설계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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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빔 슬릿의 폭과 높이는 0.5 mm 이내의 오차로 컴퓨터로 조절 가능해야 

한다.

2. 빔 슬릿은 소결한 리소플렉스(Lithoflex)와 B4C로 제작한다. 각각의 두

께는 1 mm로 한다.

3. 리소플렉스는 앏은 알루미늄 판으로 완벽하게 밀봉한다.

4. 빔 슬릿은 수동으로 탈 부착이 가능해야 한다.

6) 검출기

검출기는 중성자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삼축분광장치를 사용한 모든 

실험의 결과는 검출기에서 측정한 중성자의 개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검출기는 중

성자 장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이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서는 검출기로서 빔 모니터, 회절 검출기와 비탄성 산란 

검출기의 세 개를 사용한다. 원래는 위치 민감 검출기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예산과 헬륨-3의 수급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빔 모니터는 단색기 차폐체 

밖, 시료 앞에 부착한다. 회절 검출기는 해석기 차폐체 내부, 해석기 뒤 - 시료 반

대편에 고정된 자리를 잡으며, 시료로부터의 회절 신호를 측정한다. 비탄성 산란 검

출기는 해석기에 의해 반사된 중성자를 측정하는 주 검출기이다.

비탄성 산란 검출기를 사용하면 회절 신호 측정이 가능함에도 회절 검출기를 사용

하는 이유는, 주로 거짓 신호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시료와 시료 환경 장치에서 산

란한 중성자 중 일부는 해석기 차폐체 내부로 들어왔다가 검출기 쪽으로 산란하여 

노이즈가 되곤한다. 그런데 회절한 중성자가 우연히 해석기 차폐체 내부에 들어올 

경우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중성자가 노이즈로 검출된다. 회절 검출기는 측정 과정

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바로 발견하고 걸러낼 수 있도록 해 준다.

중성자 산란을 위한 검출기로는 전통적으로는 헬륨-3 검출기를 사용한다. 회절 검

출기로는 폭이 좁은 헬륨-3 튜브 검출기를 사용하는 것이 충분하다. 2세대 냉중성

자 삼축분광장치에서는 비탄성 산란 검출기로 헬륨-3 튜브 검출기와 함께, 위치 

민감 검출기를 사용한다. 이들 검출기는 충분한 3He 부분압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

한 90%의 검출 효율을 보여야 한다. 단 빔 모니터는 5 meV에서 10-5 의 효율을 

가져야 한다.

이들 검출기의 폭은 표준 시료의 폭과 일치해야 하며, 검출기의 높이는 수직 방향

으로 8°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제로 적용할 때는 여러 가

지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크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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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검출기의 크기 결정 (해석기에서 후방 산란하는 경우)

회절 검출기의 폭은 시료와 비슷한 크기인 1 인치, 높이는 해석기와 같은 15 cm로 

충분하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이 넓은 것이 좋으나, 지나치게 넓을 

경우 해석기에서 반사한 산란 중성자를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

비탄성 검출기의 폭 역시 해석기 결정 하나의 폭을 고려하면 1 인치로 충분하다.

비탄성 검출기의 높이 역시 15 cm로 정해도 무리가 없다. 단 해석기를 고정된 수

직 집속 해석기로 제작할 경우 15 cm보다도 약간 작아도 큰 문제는 없다. 예를 들

어 1.15과 같이 해석기에서 후방 산란(backscattering)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시

료-해석기 간의 거리가 1000 mm, 해석기-검출기 간의 거리가 800 mm 일 때, 

검출기의 높이는  ≈××tan로서 tan≈tan≈이므

로 대략 110 mm 정도로 충분하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기본 설계에서는 주 검출기로 사용하는 튜브 검출기 이외

에도 3He 위치 민감 검출기(PSD)의 사용을 계획하고 있었다. 위치 민감 검출기는 

해석기로부터 500 mm 정도 위치에 설치되며 해석기 축 주위로 회전하게 된다. 위

치 민감 검출기의 유효 면적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위치 민감 검출기는 가로로 충분히 넓은 폭을 가지고 있어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석기의 에너지가 2 meV로 정해져 있을 때, 검출기의 유효 면적의 폭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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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AXPSD ~ 358 (mm).

위치 민감 검출기는 표준 시료로부터의 산란을 상하 방향으로 총 8° 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위치 민감 검출기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HPSD = 40 + 2 LSD tan 4° > 250 (mm).

7) 광학 부품 제작, 설치의 기본 요건

모든 광학 부품은 정밀하게 정렬해야 한다. 이는 광학 부품의 방향과 위치가 이상

적인 방향과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통 다음과 같은 논

리를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에 대해 따로 고려를 한다. 수직 방향으로

는 중성자 빔이 집속되므로 빔의 분산이 몇 도 수준으로 상당히 크다. 따라서 정밀

하게 부품의 자세을 제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직 방향으로는 중성자 빔이 콜

리메터를 통과하므로 빔이 거의 분산되지 않는다. 콜리메터를 사용하여 빔의 수평

방향 FWHM가 20‘까지 줄어들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광학 부품은 수평방향으로 

그 1/10인 2’의 정밀도는 가지고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단색기와 같은 중요한 광학 부품이 회전축과 다른 위치에 놓이면 입사 중성자의 에

너지가 계산과 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밀하게 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산에 따르면 축 상에 놓이

는 부품은 축과의 거리가 1 mm 이내여야 최소한의 측정이 가능하다.

또다른 요건으로는, 중성자 광학 부품도 시료와 가까운 경우에는 고자기장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자성 물질을 써야 한다. 시료 위치로부터 750 mm 이내인 

경우에는 비자성 물질만 사용해야 하며, 2000 mm 이내는 가능한 모든 재료를 비

자성 물질로 사용해야 한다.

다. 기계 부품의 설계

하나로 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중성자 광학 부품이 3차원 공간에서 정해진 궤적을 

따라 정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들 부품을 지지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기계 장치가 필요하다. 상류에서부터 하류의 순으로 필요한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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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단색기 구동부

2. 단색기-시료 테이블 연결부

3. 시료 테이블

4. 해석기 차폐체와 테이블

5. 검출기 차폐체와 테이블

단색기에는 tilt-translation-rotation의 세 가지 동작이 필요하며, 단색기 구동부

는 이를 제공한다. 편극 중성자를 위한 호이슬러 단색기를 HOPG 단색기와 함께 

사용할 경우 두 개의 단색기를 서로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색기 교체기가 

있어야 하나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서

는 수작업으로 단색기를 교체해야 한다.

단색기-시료 테이블 연결부는 단색기와 분리되었으나 축을 공유하는 시료 테이블 

구동 로테이터에서 시료 테이블과 연결하여 회전력을 가해주는 장치이다. 시료 테

이블 뒤의 해석기, 검출기 테이블도 함께 구동해야 하므로 가장 많은 회전력이 필

요하다.

시료/해석기/검출기 테이블은 주요 광학 부품을 지지하고 움직여 주는 기계이다. 시

료 테이블에는 무거운 시료환경장치도 놓이게 되므로 중량물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기계 부품의 기본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기계는 모두 모터를 사용하여 제어하므로, 모터는 충분한 

토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정밀 제어를 위해 보통 스테핑 모터를 사용하는데, 스테

핑 모터는 정지 토크가 큰 편에 속한다. 토크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감속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속도는 더 느려지지만 토크는 증가하게 된다.

토크의 계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 m2 로테이터이다. 이 로테이터는 단색기-시료 테

이블 연결부, 시료 테이블, 해석기 차폐체와 테이블, 검출기 차폐체와 테이블을 모

두 구동해야 하므로 가장 커다란 토크를 필요로 한다.

1) 단색기 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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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단색기 구동부의 설계

단색기 구동부는 단색기 챔버 내부에서 단색기의 위치를 제어해 주는 기계부를 지

칭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단색기의 정중앙이 빔의 정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색기의 방향 제어를 위해 틸팅(marc), 회전(m1)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

고 평면 상에서의 단색기의 위치 제어를 위해 XY 테이블을 배치한다.

다음 그림 1.16은 단색기 구동부가 단색기 콘크리트 차폐체 중 하단 플러그에 설치

된 모습을 그린 설계 도면이다.

2) 시료 테이블

시료 테이블은 시료 축에 시료와 시료를 감싸는 시료 환경장치를 올려놓고, 그 자

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시료 테이블에는 시료와 시료 환경장치 이외에도 빔 

스톱, 헬름홀쯔 코일이 얹히며, 해석기 테이블을 시료 축 주위로 회전시키기 위한 

로테이터도 설치된다.

시료 테이블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빔 스톱이다. 한 가지 단색 중성자 빔만

을 사용하는 장치라면 고정된 위치에 빔 스톱이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삼축분광

장치는 단색기가 단색기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므로 반사된 단색 중성자 빔이 향하는 

방향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방사선 방호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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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단색기 구동부

수 있다. 따라서 시료대를 향해 반사된 중성자 빔을 멈추기 위해 종종 시료대와 함

께 움직이는 빔 스톱이 설치된다. 

시료 테이블의 설계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시료 축의 위치는 단색기 축으로부터의 거리를 500 mm 범위에서 

수동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2. 최대 500 kg 까지의 시료 환경 장치를 올려 놓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료로부터 800 mm 위치까지는 비자성 물질만을 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4. 빔 스톱이 단색기 반대 방향에 설치되며, 빔 스톱은 해석기 테이블이 

접근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동한다.

시료 테이블에 올라가는 로테이터와 테이블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시료 기울기, α & β : -15°에서 +15°까지 정밀도는 0.1°.

2. 시료 위치, x & y : +/- 15 mm, 정밀도는 0.5 mm

3. 시료 회전, ω : 0°에서 360°까지 정밀도는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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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단색기-시료테이블 연결부와 시료 테이블의 설계

그림 1.19 단색기-시료 테이블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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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 시료 테이블

4. 시료 높이, z : +/- 20 mm, 정밀도는 1 mm.

5. 코일의 시료 축 주위 회전, θF : 0°에서 360°까지 정밀도는 0.01°.

6. 해석기의 시료 축 주위 회전, 2θS : -90°에서 130°까지 정밀도는 

0.01°.

설계 당시에는 그림과 같이 단색기 세그먼트에 인터페이스하는 단색기-시료 테이

블 연결부가 시료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구현할 때는 이 부분이 독립

적으로 구매가 되었다.

3) 해석기 차폐체와 테이블

해석기 차폐체는 해석기 주위를 중성자 차폐로 감싸고, 해석기 챔버에 불필요한 중

성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해석기 차폐체 내부에는 회절 검출

기가 고정되며, 외부에는 시료-해석기 사이의 콜리메타를 장착하게 된다. 해석기 

테이블은 해석기 차폐체를 얹고서 시료 축 주위로 회전할 수 있게 해 준다.



- 35 -

그림 1.21  해석기 차폐체와 테이

블의 설계

해석기 차폐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1. 해석기 차폐체로는 100 mm 두께의 폴리에틸렌과 1 mm 두께의 

카드뮴을 사용한다.

2. 해석기 차폐체 내부 정 중앙에는 해석기 구조물이 설치된다.

3. 해석기 차폐체 내부, 시료와 반대 방향에는 회절 검출기가 고정 

설치된다.

4. 해석기 차폐체 외부, 시료 방향에는 콜리메타를 수동으로 정밀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5. 검출기 테이블을 해석기 축 주위로 정밀하게 회전시켜야 한다.

해석기 구조물은 해석기 차폐체 내부에 해석기를 정밀하게 설치하고 구동시키기 위

한 기계 장치이다. 해석기 구조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해석기의 수평 조절

2. 해석기 축의 한 쪽 방향 위치 이동

그림 1.22 완성한 

해석기 차폐체와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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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 해석기 구조물의 설계

그림 1.24 해석기에서 산란한 빔의 진행 방향

3. 해석기 축의 360° 회전

해석기 세그먼트는 몇 개나 열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은 상황에 따라서 여는 개수

가 다르다는 것이다. 해석기의 수평 집속 기능을 이용하려면, 해석기의 넓은 면적에

서 산란하는 중성자가 검출기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석기와 검출기의 사이에

는 해석기 세그먼트가 있으므로, 충분히 많은 수의 해석기 세그먼트를 열어줘야 해

석기의 전체 폭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림은 1.24는 몇 가지 전형적인 해석기 각도에 따라 해석기에서 산란한 빔이 진행

하는 방향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해석기-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600 mm로 가

정했다.

그림으로부터 해석기의 산란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세그먼트를 열어야 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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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5 검출기 차폐체와 테이블 설계

수 있다. 이 그림 중에서는 그림 의 경우가 가장 많은 세그먼트에 산란한 중성자가 

걸리는 경우이다.

그 밖에도 산란각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전방의 차폐체에 산란한 중성자가 

걸려서 신호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며, 설계 당시 이를 모두 고려하였다.

4) 검출기 차폐체와 테이블

검출기 차폐체는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주 검출기를 바깥의 중성자 필드

로부터 보호한다. 이 차폐체를 통과하여 검출기에 도달하는 중성자는 노이즈가 되

어 장치 전체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검출기 차폐체는 검출기를 위해 

충분한 중성자 차폐를 해 주어야 한다. 검출기 차폐체 내부에는 주 검출기 말고도 

해석기-검출기 사이의 콜리메타가 설치되어야 한다. 검출기 테이블은 검출기 차폐

체를 얹고 댄스 플로어 위에 수 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떠서 해석기 축 주위로 회전

하는 역할을 한다.

   검출기 차폐체와 테이블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1. 검출기 차페체로는 두께 200 mm 이상의 폴리에틸렌과 와 두께 5 

mm의 보론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2. 검출기 차폐체 내부에 주 검출기와 콜리메타를 수동으로 정밀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3. 검출기 차폐체는 주 검출기에 연결하는 배선이 통과할 배선 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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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 검출기 차폐체와 

테이블

갖추어야 한다. 단 이 통로는 스텝이 있어서 중성자가 직선으로 검출기 

챔버에 도달하지 않아야 한다.

4. 검출기 테이블은 해석기 축에서 500 mm 정도 수동으로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검출기 차폐체의 두께 때문에 해석기로부터의 산란각이 그림과 같이 제

한을 받는다. 위의 요건에 따르면 산란각은 110°를 넘기 어렵다. 실제 제작 시에

는 최소한 이 산란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현장 건축 설계와 작업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학, 기계, 전기/전자 이외에

도 이 중 어느 한 곳에 끼기 어려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는 주로 

건축 업무의 성격이 강한 1) 각종 차폐체의 제작과 설치, 2) 대리석 댄스 플로어 

설치, 3) 크레인 설치, 3) 전기, 냉각수, 압축 공기 등 유틸리티의 설치 등에 대해 

하나씩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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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 검출기 차폐 두께와 해석기 산란각

방사선 차폐는 방사선 방호 관점과 노이즈 제거 관점에서 모두 중요하다. 먼저 가

이드 홀에 적용되는 6000존 조건인 6.25 μSv/h를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중량 콘

크리트, 보론이 함유된 폴리에틸렌, 납 등을 기본 재료로 사용하여 차폐 설계를 수

행하고, 차폐 성능을 MCNP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차폐는 세그먼트 차폐체이다. 이 차폐체는 단색기에서 반사

된 빔을 위해 길을 내주기 위해 움직여야 한다. 세그먼트 차폐체는 17개의 센트럴 

세그먼트와 2개의 사이드 세그먼트, 그리고 센터를 세그먼트 앞의 머스태시로 구성

된다. 센트럴 세그먼트와 사이드 세그먼트는 공기압 실린더로 구동되고 머스태시는 

단색기-시료 테이블 연결부에 부착하여 LM 가이드 위에서 회전하도록 설계되었

다.

이 밖에 댄스 플로어는 검출기 테이블이 다닐 수 있는 최대 영역을 고려하여 설계

되었고, 크레인은 저온 초전도 자석의 무게로부터 1톤 XY 크레인으로 결정하였다. 

아쉽게도 시료환경장치는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1) 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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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콘크리트 차폐체

중성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한 방사선이며, 물질과 반응하여 더 위험

한 감마선이나 엑스선을 만들어내므로 사용자에게 중성자나 감마선이 도달하지 않

도록 충분한 차폐를 해야 한다. 이러한 방사선 안전 관점에서 보면 냉중성자 삼축

분광장치가 설치되는 가이드 홀은 6000존으로서 방사선량률이 6.25 μSv/h 이내

여야 한다. 이 외에도 길 잃은 중성자는 노이즈를 일으키므로, 장치의 성능 측면에

서도 충실한 차폐가 필요하다. 그러나 차폐체가 중성자 빔이 통과해야 하는 길을 

막아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일부 차폐체의 경우 중성자 빔을 위해 길을 내주는 

기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차폐체를 분류하면, 1) 움직임이 없으며 중량 콘크리트로 

제작한 콘크리트 차폐체, 2) 단색기에서 반사된 중성자 빔을 시료로 보내기 위해 

길을 열어주는 주로 납으로 만들어진 세그먼트 차폐체, 3) 폴리에틸렌이나 납으로 

만들어진 기타 방사선 차폐체, 4) 마지막으로 방사선이 장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펜스로 구분할 수 있다.

중량 콘크리트 이외의 보론이 들어간 차폐 재료로는 보론 플라스틱, 보론 러버, 보

론 에폭시, 보론 함유 고밀도 폴리에틸렌(B+HDPE)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보론 플라스틱은 단단한 장점이 있으나 가

공이 어렵고, 가공이 꼭 필요한 경우 워터젯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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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3) (g/cm3) (kg)

1 FL Shielding 3.5 3.28 3650

2 FR Shielding 3.5 3.31 3695

3 BL Shielding 3.5 3.14 3160

4 BR Shielding 3.5 3.25 3400

7 Base Shielding 3.5 3.22 4465

8 Top Plug 5.0 4.30 580

10 Top Plug Core 5.0 5.78 110

13 Segment Base Shielding 3.5 3.34 1580

14 Monochromator Fixture Plug 5.0 4.81 410

15 HOF Base Shielding 3.5 3.06 3285

표 1.3 콘크리트 차폐체 목록

만 가능한 단점이 있다. 보론 러버는 부드럽고 가공이 쉬우나 고방사선 환경에서는 

부서지는 단점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B4C와 분자량이 중간 정도인 에폭시를 핫

플레이트 위에서 1:1의 질량비로 섞으면서 진공으로 기포를 빼낸 보론 에폭시가 제

조와 사용이 편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료는 수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아 고속 중성자를 차단하는 데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고속 중성자가 많은 환경

에서는 보론을 함유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 차폐체(그림 1.30의 옅은 회색부분)는 비중이 3.5 g/cm3 또는 5.0 

g/cm3 으로 중량 콘크리트를 비벼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케이스메이

트에 조금씩 붓고 굳는 것을 기다려 더 붓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콘크

리트 차폐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세그먼트 차페체(그림 1.30의 짙은 회색 부분과 이를 제어하는 실린더)는 단색기로

부터 시료 방향으로 나오는 단색 중성자 빔을 위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전

면부의 차폐체이다. 세그먼트 차폐체는 1) 중앙 부분의 17개의 센트럴 세그먼트와 

2) 좌우 양쪽 각각 하나씩의 사이드 세그먼트 그리고 3) 중앙에 빔이 통과하는 구

멍을 가진 머스태시(moustache)가 있다. 기타 방사선 차폐체로는 1) 필터를 감싸

는 납 차폐체, 2) CG5 빔 스톱, 3) 단색기 뒤편 B+PE, 납 차폐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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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 콘크리트 차폐체와 세그먼트 차폐체의 설치 모습

그림 1.29는 콘크리트 차폐체와 세그먼트 차폐체의 설치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1.30은 완성하여 현장에 설치한 콘크리트 차폐체와 세그먼트 차폐체이다.

2) 댄스 플로어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각종 테이블 - 시료/해석기/검출기 테이블은  무거운 방

사선 차폐체와 무거운 시료환경장치를 싣고 움직이기 때문에 기계 구조도 크고 무

거우며 전체적인 무게가 상당하다. 이러한 기계가 매끄럽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나, 하나로에서는 대단히 평편한 댄스 플로어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공기압을 이용해 장비를 띄워 움직이는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냉중성자 삼

축분광장치에서도 대면적의 댄스 플로어를 설치하여 그 위에 테이블을 올려 놓고 

움직이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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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완성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콘크리트 차폐체와 세그먼트 

차폐체

장비를 공기압을 이용하여 띄웠을 때,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장치의 이음 축에 

무게를 받지 않도록 댄스 플로어는 수평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이런 정밀도는 숫자

로 나타내기는 어려우나 전체 댄스 플로어의 요철이 최대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내

여야 하고, 수평을 유지하는 것은 수준계를 사용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댄스 

플로어 제작의 성공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장비를 완성된 댄

스 플로어에 띄운 뒤, 손으로 움직여 보고 판단한다.

설치된 댄스 플로어는 오랜 기간 변형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플로어 하단의 구조

물은 튼튼하고 시간에 따른 변형이 없어야 하며, 플로어 상단은 가공이 쉬우면서도 

충격과 온도 변화, 화학 약품에 강해야 한다. 댄스 플로어에는 곧잘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거나 액체 질소가 흘러내리는 일이 생기곤 하기 때문이다. 댄스 플로어 상단

에 대리석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이다.

이 장치의 댄스 플로어는 특히 면적이 넓고 트렌치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제작에 

유의해야 한다. 트렌치 상부에 어설프게 만들어질 경우, 무게가 가해지면 무너져 내

릴 위험이 있다.



- 44 -

그림 1.31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댄스 플로어 도면과 설치 후 

레벨 측정 사진

   댄스 플로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작, 설치했다.

1. 대리석 수배, 가공

2. 레벨 볼트 제작, 대리석에 부착

3. 기초 공사 (건물 바닥의 에폭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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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댄스 플로어 레벨 측정 결과

4. I 빔 설치

5. 대리석 레벨 볼트 용접, 레벨 조정

6. 대리석 아래 몰탈로 채우기

7. 대리석 틈새 메우기

8. 대리석 표면 래핑

댄스 플로어 제작, 설치 과정에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여기에 기록해 

두고자 한다. 먼저 대리석 가공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원래 한 변이 800 mm 인 

정사각형 형태로 대리석을 가공하고자 했다. 넓은 면적의 대리석을 사용하면, 부품 

개수도 줄고 작업량이 줄어들어 댄스 플로어 시공이 더 편해진다. 그러나 국내 시

설에서 이렇게 큰 규격으로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결국 800⨯600 mm2 규격으로 

대리석을 제작했다. 그러나 추후 연구한 결과 비용이 더 들기는 하지만 워터 젯 방

식으로 큰 규격의 대리석 가공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톱을 사용하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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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공 방법은 정밀도가 떨어져 서로 다른 규격의 대리석이 많이 만들어졌다.

대리석을 가공할 때 표면을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가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

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 현장 작업을 주도한 전문가에 따르면 처음부터 0급 정반 

수준으로 가공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지만, 추후에 대리석 표면 래핑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대리석의 레벨 볼트를 용접하고 레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리석 간의 간격을 정

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2 mm 두께의 스페이서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때 레벨을 측량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옆의 대리석과는 레벨 차이

가 거의 없을 지라도 넓은 구간에 걸쳐서는 오차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석의 밑을 몰탈로 채우는 것은 대단히 힘든 작업이었는데, 그 이유는 대면적 

댄스 플로어의 경우 몰탈이 깊숙한 곳까지 흘러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고

속도로변 사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압축 공기로 불어넣는 방식을 사용했더니 효

과가 좋았다. 그리고 콘크리트 대리석이 고정되고 나면 밑을 채우기 전에 대리석 

표면 보호를 위해 포장을 해 두는 것이 좋다.

대리석의 틈새를 메우는 것은 반드시 부드러운 재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처음

에 에폭시를 사용했더니 래핑 시 에폭시가 갈리지 않아 대리석 표면만 갈리는 현상

이 발생했다.

대리석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대리석 표면의 레벨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측

정하여야 한다. 몰탈이 굳어가면서 높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냉중성자 삼축

분광장치에서는 측량계와 레이저 트래커를 사용한 레벨 측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

과를 가지고 몇 차례 래핑을 실시했다. 그림 1.32는 최종적으로 측량된 대리석의 

레벨을 보여준다.

대리석 표면과 설치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대리석을 숫돌로 연마할 필요는 없

다. 그러나 대리석에 있는 옹이 때문에 대리석의 숫돌 연마 작업을 수행했다.

옹이는 주위 대리석보다 경도가 높아, 잘 갈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마 

작업 후에는 옹이 부분만 튀어나오게 된다. 이는 숫돌을 이용해 제거해 주어야 한

다.

3)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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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펜스의 개념도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유도관으로부터 나오는 중성자 빔을 반사시켜 사용하는

데, 그 각도가 일정하지 않고 항상 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각도로만 반사시키는 다

른 장치에 비해 방사선 방호 관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치 

주위에는 중성자와 감마선을 흡수하는 적절한 물질로 이뤄진 벽을 치고, 출입을 통

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펜스는 불필요한 중성자를 차단하여 노이즈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두껍고 커다란 펜스의 사용이 더 유용할 것이지만, 이는 비용의 지나친 

증가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펜스 설계에 필요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펜스 외각은 어떤 경우에도 

6000존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한다. 즉 방사선량률이 6.25 μSv/h 이하여야 한다. 

2). 1.5 m 정도의 폭을 가진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3). 출입구 통과시 빔 셔터가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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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크레인의 제어반

이 외에도 펜스 상단과 전면에 탭 홀을 뚫어 웹 카메라, 유틸리티 스테이션을 설치

할 수 있어야 한다.

   가이드 홀의 빔 높이가 1.5 m에 달하기 때문에, 빔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펜스도 덩달아 높아야한다. 펜스 제작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빔 높이 주위에 차

폐 물질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원칙을 가지고 펜

스를 개념 설계하였다.

1. 바닥에서 빔 높이-30 cm 까지는 20 cm 두께의 일반 콘크리트 사용

2. 빔 높이-30 cm부터 빔 높이+30 cm 까지는 20 cm 두께의 보론 함유 

3.5 g/cm3의 중량 콘크리트 사용.

3. 빔 높이+30 cm부터는 90 cm 높이, 1.5 cm 두께의 의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4. 펜스 한 조각의 폭은 160 cm 이하

5. 펜스 가장 아래에 배선과 파이프를 위한 관통부 제작

4) 크레인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서는 꽤 무거운 시료환경장치를 사용한다. 개별 시료환경

장치는 그 무게가 수십에서 수백 kg에 달하므로 무거운 장비는 손으로 들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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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가이드 홀의 오버헤드 크레인은 수 십 미터 높이

에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심해 정밀한 작업이 어렵다. 따라서 오버헤드 크레인으로 

예민한 시료환경장치를 내려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오버헤드 크레인은 

가이드 홀 전체 장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

도 생기곤 한다. 이는 중성자의 낭비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전용의 크레인을 설치했다.

시료환경장치를 위한 크레인은 가장 커다란 시료환경장치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면 

되므로, 2 m 높이에 1/2톤 정도의 무게를 가진 초전도 자석을 1.5 m 높이의 시료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을 고려하여,  크레인 호이스트의 높이는 바닥에서 3.8 m 정

도, 크레인 규격은 1톤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크레인은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크레인에서 매달리는 유선 컨트롤러는 시료 테이블 등에 얽혀서 끊어질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크레인은 댄스 플로어 대부분의 영역에 접근이 가능해

야 하므로 댄스 플로어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여 1톤 XY 크레인을 채택했다.

크레인 설치는 두 단계로 나누어 했다. 댄스 플로어 설치 전에 미리 크레인용의 앵

커 볼트와 바닥 판을 묻어 둔 다음, 댄스 플로어 설치 후에 기둥을 세우고 크레인 

보를 얹었다. 그림 1.34에서 완성한 크레인의 제어반과 후크를 볼 수 있다. 남쪽에 

있는 크레인 기둥은 서로 연결하였으나, 북쪽의 크레인 기둥은 차폐 개폐의 편의를 

위해 서로 연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취약해 지는 것은 크레인 기둥

을 보조 기둥으로 받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설치 후 현재까지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크레인은 한 차례 고장이 난 적 있다. 후

크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생긴 문제였는데, 원칙적으로 후크의 상승은 이중 리미트 

스위치로 멈춰져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후크가 첫 번째 리미트 스위치

를 건드린 후에도 상승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는 두 번째 리미트 스위치

를 누르고서야 멈췄다. 두 번째 리미트 스위치는 후크를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접

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어반을 열고 리미트 스위치가 붙은 회로를 헐겁게 

해 주어야 후크를 내려 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크레인의 제어반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작업은 고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 이 후 크레인은 정상적으

로 작동하게 되었으나, 리미트 스위치의 미 작동은 아직 숙제로 남았다.

마. 장치 제어의 준비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커다란 기계이다. 이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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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SPICE 웹 사이트

당연히 전기, 전자 계통이 필요하다. 삼축분광장치에 맞는 장치 제어 프로그램이 있

어야 함은 물론이다.

1) 장치 제어 프로그램과 모터 컨트롤러의 선정

장치 제어를 위해서 국외 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자체 고용

하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하나로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

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치 개발 초기부터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공개되어 있는 프

로그램인 SPICE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SPICE는 LabVIEW에 기반하여 제작한 삼

축분광장치 제어 프로그램으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

자 부품들도 SPICE와 호환이 되는 Galil 모터 제어기와 National Instrument의 카

운터 등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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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CE는 LabView를 통하여 장치를 제어하며 사용가능한 하드웨어가 한정되어 있

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통을 꾸며야 한다.

다음 표 1.4는 SPICE와 함께 사용가능한 하드웨어의 목록이다.

Current Compatibility List

All Galil stepper motor controllers
6K8 motor controller from Parker (the Galil works better)
6601/6602 counter/timer board from National Instruments
Conductus/Neocroia temperature controllers
Lakeshore temperature controllers

Devices that will be supported in the near future
(being worked on currently):

IK220 absolute angle encoder interface from Heidenhain
Model 218 temperature monitor from Lakeshore
Model 286 liquid level controller from American Magnetics  (used to
automatically fill LN2 Dewars)
MDR-13 velocity selector from Mirrortron
21000N 2D position sensitive detector from ORDELA
MM3000 motor controller from Newport (legacy support only, not
recommended)
NI73xx motor controllers from National Instruments

표 1.4  SPICE compatibility list

  

2) 일반 요건의 설정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대형 기계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 일반 산업 

현장에서 이와 같은 기계에 적용되는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의해야 한다.

   모터를 사용하는 모든 동작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리미트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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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시료 회전은 이 중에서 특별한 경우로 하드웨어 리미트 위치가 변경 가능해

야 한다. 특히 장치가 차폐 벽이나 사람과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정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유틸리티의 설치

장치를 실제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기, 냉각수, 압축 공기, 네트워크 등의 기본 유

틸리티가 필요하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서는 220V만을 사용하며, 장치에서 

가까운 분전반에서 끌어다 장치 옆에 작은 스탠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설계 

온도가 섭씨 16도인 냉각수와 설계 압력이 7기압인 압축공기는 트렌치를 통해 공

급되는데, 이 역시 장치 옆에 세운 스탠드에 끌어와서 사용의 편리를 돕고 있다. 압

축 공기의 경우 이와 별도로 1000 리터 들이 압축 공기 탱크를 설치하여 공기압을 

항상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에 사용할 계획이다. 네트워크는 가이드 홀 기둥에 몇 

군데 소켓이 있으나, 이미 대부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침 상 허브 사용이 금지되어 네트워크 소켓을 추가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한 실정

이다. 현재는 컴퓨터와 프린트를 위한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탠드는 앞으로 펜스가 설치될 경우, 그 효용 가치를 

상실하므로, 전기와 냉각수/압축 공기 스탠드는 펜스 벽에 이전 설치해야 한다. 그

리고 냉각수/압축 공기 파이프는 통로에 노출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사고가 일어나

기 쉽다. 펜스 벽에 파이프를 이설하여 부주의로 파손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장치 제어와 데이터 서버 역할을 하는 컴퓨터는 외부에서 접근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서버 용 IP 주소를 확보해야 한

다. 이 역시 펜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고자 한다.

유틸리티와 관련하여 향후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펜스 설치 후 분전반 스탠드 이설

2. 펜스 설치 후 냉각수, 압축 공기 스탠드 이설

3. 펜스 설치 후 서버 용 IP 주소 확보, 네트워크 소켓 설치

사. 기타 비품의 확보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측정 장비로서 많은 부속을 사용한다. 이 중에는 콜리메

터처럼 상황에 맞춰 바꿔 끼워줘야 하는 부품도 있다. 또한 측정에 필요한 소모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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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 설치된 유틸리티. 좌상에서 

시계 방향으로 1) 장치 전용 가이드 홀 분전반, 2) 장치 근접 

스탠드 형 분전반, 3) 1000 리터 압축 공기 탱크, 4) 장치 근

접 냉각수/압축 공기 스탠드.

등도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캐비닛이 필요하다. 

이 목적을 위해 캐비닛을 구입하여 이미 장치 건설 단계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침에 따르면 장치 제어 컴퓨터는 내부 통신망에만 물려야 하

며 외부 이용자는 제어 컴퓨터를 직접 조작할 수 없다. 또한 외부 이용자가 조작 

가능한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구역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어실이 굳이 따

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방침을 충실히 따르자면 외부 이용자를 

위한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 “제어실”에는 다음과 같은 비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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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 캐비닛

- 제어 컴퓨터

- 작업 테이블

- 공구 상자

- 금속 캐비닛

- 화학 폐수 처리 통

- 회의 테이블과 의자

- 기타 랩 비품

   외부 이용자의 장치 제어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보통신팀과 대화

중이며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제어실을 구축해야 한다면, 

가이드 홀 내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든지, 실험실 중 하나를 제어실로 사용하든지 하

게 될 전망이다.

 

아. 잔여 업무의 계획

이상과 같이 2010.5월 본 과제 착수 시점에서는 아직 장치를 본격적으로 설치하지 

못한 상태였다. 다만 과제 종료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결정되어 장치 사

양을 확정할 수 있었으며, 남은 업무를 계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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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양의 확정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가 세계적인 수준의 2세대 삼축분광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직 집속형 단색기와 수평 집속형 해석기는 필수적이 요소이다. 이미 

HOPG 수직 집속형 단색기는 구매를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

고, 수평 집속형 단색기도 시료/해석기/검출기 테이블 제작의 일환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2차원 위치 민감 검출기와 편극 중성자 옵션을 구현하기 위한 호이슬

러 단색기 등은 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서는 추진하지 않

기로 하였다. 또한 예산 규모에 맞추어 선택적인 광학 부품은 구매를 자제하였다. 

다만 이들 부품을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시 충분한 고려를 

하였다. 이와 같이 최종 확정된 사양은 표 1.5와 같다.

Categories Details

Beam 
Extraction 
System (B)

• Beam Shutter

• Upstream Filter =  Neutron Velocity Selector
Monochromat
or System 
(M) and 
Accessories 
(V)

• Vertically Focusing PG(002) Monochromator System

• Collimator C1 = 20′, 80′

• Beam Monitor

Sample Table 
(S)

• XY tilt, XYZ translation, Sample Rotation, Analyzer Table 
Rotation

Analyzer/Dete
ctor System 
(D) and 
Accessories 
(W)

• Collimator C2 = 20′, 80′

• Horizontally Focusing PG(002)
• Collimator C3 = 20′,80′

• Detector = 1 inch tube
Instrument 
Control (C)

• SPICE

Others • (Almost) Exclusive Use of Non-magnetic Materials

표 1.5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최종 확정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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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F 설치

2010년 5월 말에는 주문한 HOF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진공 펌프와 부속품

을 구입해서 HOF를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이 남아 있었다.

3) 단색기 구동부 제작, 설치

단색기 메커니즘을 제외한 단색기 구동부의 로테이터와 테이블을 구입하고, 어댑터

를 제작해 정밀하게 단색기를 정렬해야 했다.

4) 단색기-시료 테이블 연결부 제작, 설치

시료 테이블 직전까지의 연결부를 제작하고 현장에 설치해야 했다. 설치 업무에는 

머스타시의 이동에 따라 세그먼트 차폐체를 열어주는 것을 포함한다.

5) 시료/해석기/검출기 테이블 제작, 설치

역시 로테이터와 테이블을 구입하고, 차폐체와 테이블을 제작하여야 했다. 특히 해

석기 차폐체는 빔 인입부와 인출부가 있으므로 그 구조가 복잡하다.

6) 검출기 등 전자 부품 구매

검출기를 포함한 검출 계통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과, 모터 제어와 관련된 전자 부

품을 구입하는 업무가 남아 있었다.

7) 장치 제어 프로그램 설치

SPICE를 제어 컴퓨터에 설치하고,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 맞게 프로그램

을 변경해야 했다. 현실적으로 몇 차례의 디버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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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폐체 정비

차폐체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취약 지

점을 보강하고, 세그먼트 차폐체에 윤활제를 칠해 주는 일 등이다.

9) 펜스 설치

장치 주위에 펜스를 제작, 설치해야 하며, 이 때 냉각수/전기/공기 스테이션을 이설

해야 한다.

10) 댄스 플로어 래핑

앞서 언급한대로 장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댄스 플로어를 한 차례 정비해 

줄 필요가 있었다.

11) 보조 장비의 구입, 제작

실제로 장치를 가동하다 보면 보조 장비가 절실해지곤 한다. 다라서 몇 가지 보조 

장비를 구입하고나 제작하여 비치해야 한다.

12) 성능 시험

   단색기 설치 후 차폐능 평가를 다시 수행하여, 경미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 플러스를 측정하고, 실제 시료를 사용해 측정, 그 결

과를 외국 장비와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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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ld-TAS 주요 부품의 제작, 현장 설치

가. 주요 중성자 광학 부품의 제작과 설치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주요 광학 부품은 삼축분광장치의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

을 하는 광학 부품들로 중성자가 진행하는 순으로 고차 필터, 단색기, 콜리메이터

(C1), 콜리메이터(C2), 해석기, 콜리메이터(C3)이다. 장치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

는 검출기는 따로 검출 계통 부분에서 다룬다. 따라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주

요 중성자 광학 부품은 고차 필터, 단색기, 해석기, 콜리메이터의 네 가지 부류이다.

1) 고차 필터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광학 부품 중 빔 셔터를 제외하고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단색기용 고차 필터(HOF, Higher Order Filter) 이다. 고차 필터는 원하는 중성자

이외에 에너지가 너무 높거나 낮은 중성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며, 보통 단색기 

앞 또는 해석기 앞에 설치한다. 양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물론 단색기도 

이런 역할을 하지만, 결정을 사용하는 단색기는 원하는 중성자 이외에도 고차의 중

성자 빔을 반사하므로, 불필요한 신호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필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서는 소각산란장치(SANS,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camera)에서 보통 사용하는 속도 선별기(NVS, Neutron Velocity 

Selector)를 단색기용 고차 필터로 사용하였다.

속도 선별기는 중성자 흡수재로 만들어진 스크류 형태의 날개를 고속으로 회전하

여, 특정한 속도의 중성자만 날개 사이의 공간을 뚫고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통과

하는 중성자 에너지의 상세한 계산은 앞서 언급하였다. 실제로 배달된 NVS051의 

기본 계산 결과는 다음 그림 1.42와 같다.

NVS는 고속 회전을 하므로,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으면 진동이 심하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39와 같이 받침대를 제작하고, 이 받침대에 NVS를 고

정하기 위한 부품을 부착한 뒤 NVS를 고차 전용 차폐체 내부에 설치하였다.

NVS를 가동하기 위해 진공 펌프와 냉각수를 연결하고, 센서 커이블을 사진과 같이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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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중성자 속도 선별기

그림 1.39 HOF 설치용 받침

그림 1.41 설치 완료된 HOF

그림 1.40 NVS를 위한 냉각수와 센서 케이

블의 연결 (HOF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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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HOF 기본 계산 (Astrium 제공)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단색기용 고차 필터를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가동하였으며, 중성

자속 측정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2) 단색기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단색기는 이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것은 단색기가 이 장치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단

색기로는 수직 집속 메커니즘에 반사율이 높은 PG(002)를 부착한 것을 사용하기

로 하였고,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종적으로 15 mm 높이의 PG(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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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단색기 메커니즘

그림 1.43 PG(002) 결정

결정을 높이 방향으로 11 층으로 쌓아 수직 집속사용하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그

리고 넓은 범위의 반사각에서 50 mm 폭의 빔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이 총 

150 mm의 폭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른 장치와의 중요한 차이는 PG(002)의 품질에 있다. 보통 삼축분광장치에서는 

모자익이 작은 ZYA (~0.4°) 그레이드의 결정을 사용하는데 반해, 하나로 냉중성

자 삼축분광장치에서는 통상 낮은 품질로 인식되는 ZYB (~0.8°) 그레이드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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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완성한 단색기 구동부

정을 사용하였다. 이 역시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최적의 부품을 선정한 

것으로, ZYA와 ZYB는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산을 절감

한 좋은 예가 되겠다. PG(002) 결정은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를 통

해 구입하였다.

수직 집속 단색기는 SwissNeutronics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으며, 단색기를 구동부

에 부착하기 위한 케이스는 자체 설계를 하여, 장치개발팀에서 제작하였다. 단색기 

구동부는 MTF에서 구입한 부품과 남일광학에서 제작한 어댑터를 부착하여 만들었

다.

이렇게 완성한 단색기 구동부는 그림 1.45와 같다. 설치 작업은 단색기 구동부를 1

차 설치하고, 단색기 케이스를 그 위에 올려 놓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제 작업 

중에는 1) 구동부를 차폐체에 고정시킬 수 없었고, 2) 단색기 케이스를 구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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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해석기 메커니즘

얹는 것이 불완전해서 힘으로 눌러야 했다. 3) 단색기 케이스 고정용 나사를 조이

는 것도 쉽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사항은 HOPG 결정을 고정시키는 블레이드가 miscut Si으로 만

들어져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블레이드를 만드는데, 이 보다는 열

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서 한 것처럼 R&D Korea에서 취급하는 hot pressed B4C 

Ceramic과 durabond + B4C를 사용하는 방식이 낳고, miscut Si이 노이즈를 없

애는 데는 최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 장치의 단색기를 조립하고 현장에 설치하였

으며, 그 성능이 뛰어남을 중성자속 측정으로 확인하였다. (단색기로 수직 집속할 

때 시료 위치에서의 최대 중성자속 = 9.2☓106 n/cm2/s)

3) 해석기

해석기는 단색기와 마찬가지로 모자익 결정과, 이 결정을 부착하고 구동하는 해석기 메

커니즘으로 이뤄져 있다.

해석기는 단색기와 완전히 동일한 모자익 결정을 사용한다. 이 모자익 결정은 단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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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 콜리메이터

부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해석기 메커니즘은 시료-해석기-검출기 테이블 제작의 일환으로 제작하였다. 앞서 설

명한 대로, 11개의 블레이드에 각각 3개씩의 모자익 결정을 상하로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석기 메커니즘에 모자익 결정을 부착하는 것은 Durabon 950 접착제를 사용했다. 후

일 확인한 바, 위 접착제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분말을 사용하여 매끄러운 HOPG 표

면에 잘 붙지 않는다. 후일 결정을 떼어내고 알루미늄 나사를 이용해 결정을 부착하려 

계획하고 있다.

해석기는 해석기 구동부에 조립하여, 해석기 차폐체 중앙의 해석기 챔버에 설치했다. 일

단 블레이드 하나만 사용하여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며, 해석기를 이용하여 탄성 신호와 

비탄성 신호를 검출하는데 성공하였다.

4) 콜리메이터

삼축분광장치에서 중성자원과 단색기, 단색기와 시료, 시료와 해석기, 해석기와 검출기 

사이에 놓이는 콜리메이터는 장치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콜리메이터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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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종류가 있으나 보통 삼축분광장치에서 사용하는 솔러 콜리메이터는 케이스 안에 

중성자 흡수재를 바른 또는 중성자 흡수재로 이루어진 물질을 같은 간격으로 나란히 고

정시켜 만든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를 위해서 모두 6개의 직선형 콜리메이터를 덴마크의 JJ X-ray

로부터 구매했다. 이 6개는 단색기-시료 사이, 시료-해석기, 해석기-검출기 사이에 놓

이는 각각 20’, 80’콜리메이터이다. 콜리메이터는 지정한 위치에 잘 장착이 되었으

며, 현재 이를 이용하여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단색기용 고차 필터, 단색기, 해석기, 콜리메이터 네 가지의 주요 중성자 광학 부품은 

꼭 필요한 수량을 제작 또는 구매하여 제 위치에 설치,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를 이용해 삼축분광장치로서 기능함을 보였다. 장치의 신호대 잡음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여기에 해석기용 고차 필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다양한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 현

재로서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콜리메이터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

다. 

나. 주요 기계 부품의 제작, 설치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주요 기계 부품은 중성자가 흐르는 순서대로, 단색기 

구동부, 단색기-시료 테이블 연결부, 시료 테이블, 해석기 테이블, 검출기 테이블이 있

다. 해석기 테이블은 해석기 구동부를 포함한다. 단색기 구동부와 해석기 구동부에 대해

서는 앞서 광학 부품에서 다룬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이외의 부품 제작과 설치 과정

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단색기-시료 테이블 연결부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기계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단

색기와 단색기 구동부로 1차 분광기라 부르는 부분이며, 둘째는 시료/해석기/검출기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구동하는 2차 분광기라 부르는 부분이다.

2차 분광기는 단색기-시료 테이블 연결부에서 시작한다. (이하 연결부라고 부른

다.) 이 연결부는 2θM (m2) 로테이터와 머스타시 구동용 테이블로 이뤄져 있다. 

머스타시 구동용 테이블은 3개의 에어패드를 사용해 댄스 플로어 위에 뜨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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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그림 1.48 -

있다. 로테이터와 테이블은 얇은 커플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부는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시료 축을 단색기 축 주위로 회전시

킨다. 둘째, 2차 분광기와 단색기 세그먼트 차페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 준다. 

셋째, 단색기와 시료 사이에 광학 부품을 설치할 받침대 역할을 한다. 넷째, m2 로

테이터의 토크를 시료 테이블에 그대로 전달해 준다.

m2 로테이터는 단색기 축 상에 놓여서 위의 첫 번째 기능을 수행한다. 시료/해석기

/검출기 테이블을 단색기 축 주위로 회전시켜야 하므로 충분한 토크가 필요하다.

머스타시 구동용 테이블은 두 번째, 세 번째 역할을 주로 한다. m2 로테이터의 회

전과 맞물려 머스타시가 단색기 축 주위로 회전하게 해 주고, 동시에 단색기 세그

먼트 리미트 스위치를 건드려 단색기 세그먼트를 열어준다. 또한 X95 레일이 얹혀

있어 그 위에 광학 부품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준다.

과제 착수 후 앞에서 설명한 기능을 갖는 연결부를 상세하게 설계하고 제작하였는

데, 설계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2 모터는 충분한 토크를 가질 것, 둘째, 

m2 로테이터의 위치를 XY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머스타시 구



- 67 -

그림 1.49 단색기-시료 테이블 연결부 설계

동용 테이블이 산란 각도를 너무 좁히지 않을 것. 넷째, 광학 부품의 일부이므로 충

분한 정밀도를 가질 것. m2 모터의 토크 계산에서는 시료 테이블의 회전 속도를 

1/3 rpm으로 놓았다.

설계와 제작 업무는 (주)지엔이씨(현 TUV-SUD)에서 수행하였으며, 전체 조립도

면은 그림 1.49와 같다. m2 로테이터는 MTF GmbH로부터 구입하여 사급하였다. 

m2 로테이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단색기축 산란각 회전기 (2θ_M rotator)

제조사 = MTF - Transfer - Technology GmbH, Berlin, Germany

모델명 = Rotating Module MTF-RT-460

모터 1 회전 당 펄스 수 (감속기 부착 전) = 500 펄스

모터 회전수 = 2400 rpm

감속기 감속 비율 =  100 : 1

웜 기어 감속 비율 = 106 : 1

각도 분해능 = 360 / 106 / 100 / 500 = 0.000067925°/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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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0 설치 완료한 단색기-시료 테이블 

연결부

각 속도 = 360 * 2400 / 100 / 106 = 81.5°/min

pulses per rotation (motor) = 500

pulses per rotation (rotator) = 5,300,000

reducer ratio = 1:100

worm gear ratio = 1:106

pulses per second = 2500 ~ 5000

rpm (motor) = 300 ~ 600

rpm (2θM rotator) = 0.03 ~ 0.06

time to traverse 1/3 of the circumference = 10 ~ 5 minutes

requires a torque wrench (at 130 kg.cm)

제작한 단색기-시료 테이블 연결부를 현장에 설치하였다. 이미 댄스 플로어와 단색

기 차폐체가 설치된 상태라 m2 로테이터를 제자리에 설치하고 정렬하는 것은 대단

히 어려운 작업이었으며, 나머지 연결부는 쉽사리 설치하였으나, 리미트 스위치와의 

인터페이스에 오차가 발생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임시로 해결하였다.

m2 로테이터의 설치는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설치 작업 중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였다. 이미 주위에 댄스 플로어와 단색기 차폐체가 설치되어 댄스 플로어와 단

색기 차폐체 사이의 공간이 좁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로테이터를 제 자리로 밀어 

넣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로테이터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못해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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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다시 빼내고 넣고를 몇 차례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가중되었

다. 두 번째 설치부터는 설치, 제거를 위한 도구를 만들어 보았으나 만족스러운 결

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로테이터가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해

결이 어려울 것이다. 입구를 넓히기 위해 장래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로테이

터 주위로 불필요한 댄스 플로어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다.

로테이터 위쪽 면에 시료 테이블과 연결하기 위한 상판을 부착하는 작업은 로테이

터 설치 후에는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작업 공간이 너무 비좁아 먼 쪽의 

볼트를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판을 먼저 부착하고 설치하였다. 그런데 

로테이터가 어느 각도 이상으로 회전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여 로테이터를 다시 

꺼내어 시험을 해 보았다. 시험 결과 문제가 생긴 원인은 상판의 나사 조임 상태가 

일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상판의 나사를 토크렌치로 균일하게 조

여서 다시 조립했더니 로테이터가 잘 동작한 것이다. 

2) 시료/해석기/검출기 테이블의 제작과 설치

시료/해석기/검출기 테이블은 각각의 부품을 구매 또는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

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완료하였다. 설치 작업은 서로를 연결하고, 압축 공기와 모

터 제어선을 연결하여 구동해보면서 간섭 사항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단 시료/해석기/검출기 테이블이 구색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

는 것은 아니다.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부

품이 제 위치에서 정해진 동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동작을 할 때 오차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댄스 플로어가 제 성능을 잘 발휘해 주어야 한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댄스 플로어는 설치한지 오래 되었고, 댄스 플로어 설치 

이후로 각종 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했다.

댄스 플로어의 정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하였다. 1) 생채기가 심하게 

난 곳을 확인하여 10 cm 지름으로 천공하고, 2) 천공한 자리에 모르타르를 붓고 

미리 준비한 지름 10 cm의 대리석을 놓은 뒤, 3) 대리석의 높이를 정밀하게 맞추

고, 4) 퍼티로 대리석 사이를 메웠다. 5) 최종적으로 살짝 래핑을 하고 광택을 내 

주었다.

실제 진행 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노정되었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위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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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 시료/해석기/검출기 테이블

정 2)에서 모르타르가 어디론가 새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댄스 플로어 

설치 당시 대리석 밑을 몰탈로 충진할 때 완벽하게 충진이 되지 않고 빈 공간이 생

겼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문에 지름 10 cm의 대리석이 가라않는 현상이 생겼

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리석을 사용하기보다 천공하는 부분

을 최소화하고 래핑이 가능한 돌 성분의 에폭시로 천공한 부분을 메우는 방안을 사

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시료/해석기/검출기 테이블 설치의 마지막 단계로서 장치의 구동을 위해 모터 제어선을 

연결했다. 모터 제어를 위해서는 제어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있는 Galil Motor 

Controller 사용을 기본으로 했다. 제어 프로그램에서는 따로 사용하지 않으나, 주

요 모터 축에는 엔코더를 설치하였으며, 인크리멘탈 엔코더는 라인 드라이브 출력

을 가지고 샤프트 외경이 6 mm인 오리엔탈 로타리 엔코더 (Part No. 

E40S6-6-L)을 사용했다. 이 엔코더의 출력상은 A, A', B, B', Z, Z'이다.

삼축분광장치에서는 시료, 해석기, 검출기 테이블이 모두 움직이므로 케이블도 따라

서 움직여줘야 한다. 따라서 모터, 인코더 등과 컨트롤러 사이에 놓이는 신호선의 

길이는 그림 1.52, 1.53과 같이 몇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배치도를 그려서 

결정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시료/해석기/검출기 테이블을 현장에서 완성했으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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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2 높은 에너지 쪽 극단적인 장치 배치

그림 1.53 낮은 에너지 쪽 극단적인 장치 배치

동 시험을 거쳐 동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냉중성자 삼축축분광장치의 기계 부분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설치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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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YPE E6862

General Specifications

Fill Gas 3He+ additive gas(n,p)by He3

Gas pressure approx. 0.4MPa

Housing Material SUS304

Maximum length
245 - 595mm
(depends on effective length)

Maximum Diameter 25.5mm

Effective Length 150 - 500mm

Connector HN

Electrical Specifications

Operating Voltage 
Range

1,550 - 1,850VDC

Sensitivity
14 - 39 cps/nv
(depends on effective length)

Resolution -

표 1.6 헬륨-3 검출기 특성

며, 구동 시험을 마쳤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는 사용 중 차차 고

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다. 검출기 계통의 제작, 설치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계측 제어에 있어 모터 제어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검

출 계통이다. 검출 계통은 각종 검출기와 검출기에서 감지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으로 이뤄져 있다.

검출기로는 일본 도시바의 일반 헬륨-3 비례 검출기를 사용했다. 이 비례 검출기

의 특성은 다음 표와 같다.

검출기로부터의 신호는 전치 증폭기(preamplifier) 겸 판별 회로(discriminator)를 

거쳐 계수기(counter)로 보내진다. 계수기에서 검출된 중성자를 숫자로 바꿔 준다.

전치 증폭기 겸 판별 회로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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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전치 증폭기 겸 판별 회로

PreAmp + Discriminator

Input

Detector Input (left hand side)

Power Supply (+12/-12 V, right hand side)

High Voltage Bias (right hand side)

Output

DATA (right hand side)

계수기는 ULS3000A 또는 NI6602 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림은 ULS3000A

를 보여주고 있다.

주의할 점은 ULS3000A의 경우, 현재 제어프로그램에 CH1과 CH2를 각각 모니

터, 주 검출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SEL 버튼으로 시간(1 초가 1000 

유닛이다)-CH1-CH2-CH3-CH4를 번갈아 선택하면서 중성자를 세는 시간을 변

경할 수 있고, 빨간 START/STOP 버튼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중성자를 셀 수 있

다.

검출기에는 1000 V 이상의 고전압을 가해 주어야하고, 전치 증폭기 겸 판별 회로

는 12 V를 필요로  하므로, 이를 위한 전원 장치도 마련하였다. 계수기 사진의 왼

쪽에 고전압 전원 장치와 전치 증폭기용 전원 장치를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1.57

은 이들 전원 장치의 뒷면에 연결한 케이블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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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 계수기 (ULS3000A)

그림 1.56 12V 커넥터 변환기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검출 계통은 현재 빔 모니터와 주 검출기를 설치하여 , 

성능시험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잘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라. 장치 제어 프로그램의 설치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SPICE를 제어 컴퓨터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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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HV와 12V의 연결

하고, 모터 제어기, 검출 계통의 계수기와 연결하는데 성공하여, 현재 실제 측정에 

사용하고 있다. SPICE 설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전 요건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스파이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는 그 전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랩뷰 8.2.1.

LabVIEW Information

Serial Number:    Z61M22356

Computer ID:      FNFV68VD33KYDHQQ

Activation code:  7Z8Y-7WMD-K3VM-6YWL-8BNH

Activation code:  WTDH-KHBH-DQ9S-BB85-PQKF (w/ MathScript)

파이썬 2.3.3.

스파이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팅 언어인 파이썬이 필요하다. 파이썬은 파이

썬 홈 페이지1)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3.3.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였

1) http://www.pyth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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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8 SPICE를 사용하는 제어 컴퓨터 화면 캡쳐

다.

파이썬 32비트 윈도우 익스텐션 빌드 163

파이썬 언어의 32비트 윈도우용 익스텐션 빌드 163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였다.

스파이스, 랩뷰 8.2.1용

스파이스의 원본 코드는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스파이스 홈 페이지2)에서 다운로

드 받았다. 스파이스는 현재 두 가지 버전이 있으며, 그 중 랩뷰 8.2.1.용 버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원본 코드는 그 자체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2) SPICE 코드의 설치

코드는 (주)휴비스에서 일부 수정하여 제어 컴퓨터에 설치했다. 그림 1.58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SPICE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수정한 것은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 부분

2) http://neutron.ornl.gov/sp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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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1) m2 제어시 HOF 제어

  (2) ULS3000 카운터 사용

단 정상적인 드라이버 제작이 여의치 않아, 위의 부분을 중간에 끼워넣기 방식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장기적으로는 SPICE 코드를 잘 분석하여하여 필요한 코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치 제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설치하였으며, 모든 모터 제어가 SPICE를 통해 

가능함을 확인했다. 검출 신호 역시 SPICE에서 읽어 들이는데 성공하였다.

마.  시료 위치의 중성자속 측정

중성자속은 중성자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중성자 몇 개가 통과하는 가를 나타

낸다. 이 숫자는 장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검출하는 신호가 시료 위치

에서의 중성자속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성자속을 측정하는 것은 장치 성

능 평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단 그 전에 시료 위치까지 중성자 빔을 보내기 위해, 주위에 충분한 차폐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중성자속 측정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1) 차폐 보강

단색기 차폐체 상부로 빠져나오는 감마를 차폐하기 위하여 4조각의 차폐체를 제작 

설치하였다.

단색기 차폐체는 단색기 챔버에서 빠져나오는 중성자와 감마를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중성자가 차폐체와 부딪히면, 감마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차폐체는 먼저 

보론 피이 또는 보론 러버로 중성자를 막고 나서 납 또는 중량 콘크리트가 감마를 

막도록 설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실제로 구현된 기존의 단색기 차폐체 뒤쪽 

위로 높은 감마 선량률이 검출되었다. 그 이유는 단색기 챔버에 형성된 감마 필드

가 보론 피이만 거치고 빠져나올 틈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납 벽

돌을 사용해 이 틈 주위를 막고 있었으나 (그림 1.59),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틈을 메워 줄 차폐체를 제작, 설치했다. 설치 결과는 성공적으로 새 차폐체 주위의 

방사선량률은 6.25 마이크로 시버트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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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 차폐 보강 (3차) 전의 단색기 차폐체 상부

위에서 언급한 틈은 단색기 차폐체의 “톱 플러그” 차폐체 좌우와 뒤편에 있었으

며, 이를 메워주기 위해 총 4개의 차폐체를 제작했다. (그림 1.60)

① 뒤 틈새 끼움 차폐체 (맨 아래)

② 좌우 틈새 끼움 차폐체, 2개 (맨 위 2개)

③ 뒤 뚜껑 차폐체 (가운데)

1번과 3번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케이스메이트에 납을 부어 만들고, 2번은 

스테인레스 스틸 케이스에 반은 납을 붓고, 반은 보론과 에폭시를 섞어 채워 넣는 

방식을 채택했다. 완성하여 설치하면, 새로 제작한 차폐체의 일부는 유도관 차폐체

를 일부 덮는다. (그림 1.63) 이는 감마가 빠져나오는 길을 계단식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제작은 장치개발실을 통해서 했으며, 에폭시를 섞고 주입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수

행하였다. 제작 과정에서 구조 강성에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납을 쉽게 주입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아쉬운 점은 역시 제작 현장에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한 최종 설계 도면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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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0 보강용 차폐체의 개념 설계

에폭시는 20 kg 들이 국도 에폭시 YD-127를 사용했으며, 이를 같은 무게의 B4C 

파우더와 먼저 섞었다. B4C는 에폭시와 같게 또는 조금 덜 사용해야 한다. 이때는 

B4C 가루가 날릴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반죽하는 듯 섞어야 한다. 이후 B4C가 

섞인 에폭시를 경화제와 혼합했다. 경화제는 15 kg 들이 국도 경화제 G-0331를 

사용했다. 비율은 전자가 7, 후자가 3이다. 이때는 커다란 믹서를 사용했으며, 열이 

나고 기포가 모두 올라가는 것을 기다려서 차폐체에 부었다.

에폭시가 들어간 두 개의 2번 차폐체는 작아서 손으로 드는 것이 가능하므로 굳이 

무게를 재지 않았다. 1번과 3번 차폐체는 장치개발실에서 무게를 측정했으며, 1번

은  92 kg, 3번은 650 kg 이었다.

차폐체 설치를 전후하여 방사선량률을 측정함으로써 차폐능을 평가하였다. 방사선

량률은 HOF를 통화한 중성자 빔이 만들어내는 감마를 텔레텍터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차폐체가 없을 때와 있을 때 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방사선량률이 달라지

는 지 확인하였다. 측정 위치는 1) 유도관 차폐체와 뒤 뚜껑 차폐체의 경계, 2)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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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2 보론 에폭시 제조 작업

그림 1.61 보강 완료 상상도

플러그 차폐체와 뒤 뚜껑 차폐체의 경계 두 곳이었다. 방사선량률은 파장의 함수로 

측정했으며, 위의 측정 위치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텔레텍터로 측정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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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 차폐체가 보강된 모습

대 방사선량률은 시간 당 3.0 마이크로시버트를 넘지 않았다.. 이 수치는 가이드 홀 

내부의 허용 방사선량률 시간 당 6.25 마이크로시버트에 미치지 않는 수치이다.

우선 장치 외관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색을 사용하도록 페인트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하는 색을 “연두색”이라고만 지정하였기 

때문에, 칠해진 색은 조금 더 초록색에 가까운 색이 되었다.

차폐체의 성능 평가는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빔 셔터를 모두 열고 감마 서베이 메

터(텔레텍터)를 사용해 차폐체 주위의 방사선을 재고, 최종 빔 셔터를 닫고 차폐체 

주위의 방사선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빔 셔터를 열었을 때는 콘크리트 차폐체 주위에 최대 수천 μSv/h까지

의 방사선량이 검출되었다. 빔 셔터를 닫았을 때는 최대 0.3 μSv/h로 배경 값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빔 셔터를 열었을 때는 실험 구역에 출입을 할 수 없으므로 

방사선 방호 관점의 문제는 없다. 또한 빔 필터를 설치하면 전자의 방사선량은 훨

씬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장치의 신호 대 잡음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차

폐를 보강할 계획이다.

2) TLD를 이용한 차폐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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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4 Cold-TAS 단색기 차폐체 TLD 부착 위치 

(전면부)

장치의 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서 단색기 차폐체의 차폐능을 평가 하고, 규제 기관

(KINS)에 경미한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냉중성자 실험동의 가이드 홀은 6.25 μSv 이내의 방사선량률을 유지하는 것을 조

건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물론 중성자 빔이 지나가는 지역은 예외이다. 사용 허

가를 받을 당시, 다수의 장치에 대해서도 함께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방사선량률 

측정은 단색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단색기 차폐체 주위의 방사선량률을 중성자와 

감마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TLD를 사용하여 며칠간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다.

당시 Cold-TAS, KIST-USANS, DC-ToF 등은 단색기 미비로 방사선량률 측정

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설 자체는 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이들 장치에 대해서 방사선량률 측정을 하고 경미한 변경 신고를 하는 

것으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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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 Cold-TAS 단색기 차폐체 TLD 부착 위치 (상부)

이 과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차폐능 평가 절차서3) 작성

2. TLD 대여

3. 특수 방사선 작업 신청, 허가

4. 차폐능 평가 작업 수행

5. TLD 판독 결과 수령

6. 규제 기관에 경미한 변경 신고

TLD 부착 시에는 3M Vynyl Tape 471 시리즈를 사용한다. 다른 테이프의 경우 

접착제가 TLD에 묻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TLD 대여 당시 이미 접착제가 

묻어 있었다.

차폐능 측정 결과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사람이 접근하지 않거나 못하는 구역을 

빼면 모두 6.25 μSv이하로, 이 결과로 규제 기관에 경미한 변경 신고를 하기로 

하였다.

3) 금의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중성자속 측정

중성자속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금의 방사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성자속의 

3) HAN-NI-OP-NO-440-2011-001, Cold-TAS, DC-ToF, KIST-US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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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6 방사화 분석을 사용한 중성자속의 계산

절대량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비행시간 측정과 효율이 잘 알려져 있

는 검출기를 사용하면 되지만,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처럼 비행시간 측정을 위한 

중성자의 비행 거리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좁은 환경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금이 방사화하는 정도로부터 중성자속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비행시간 측정법에 비해 훨씬 간단하고, 비행 거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금이 방사화하는 정도는 중성자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성자의 스펙트럼을 알아야 사용가능하다. 중성자의 스펙트

럼을 알기 위해서는 비행시간 측정을 해야 하나, 그렇게 하면 방사화 분석을 사용

할 이유가 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장치를 시늉한 결과로서 대략적인 스펙트럼을 

얻고, 이를 사용해 중성자속을 추정한다.

이 대략적인 스펙트럼은 결코 정밀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장치 시늉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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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x (1/s·cm2)

Location

Simulated 

Flux

Center of 

Mass (Å)

Measured 

Thermal Flux

Converted 

Flux

5.57×109 3.82 - -

2 2.84×109 4.89 8.16×109 3.00×109

HOF 2.58×109 4.83 5.37×109 2.00×109

2.30×109 4.70 3.58×109 1.37×109

(open-open)
9.10×106 4.00 9.2×106

표 1.7 중성자속 측정 결과

그림 1.67 2010년 11월 CG5 

SS에서의 중성자속 측정

데이터 중에서 특히 냉중성자원으로부터의 중성자속이 원자로와 냉중성자원의 몬테

카를로 시늉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오류는 누적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개략적인 중성자속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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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8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 분포 (gold 

activation analysis)

(Å)

Real flux(max)

2010 spring

(2

  )

Real flux(max)

2010 autumn

( 7

)

4.21 * 4.02E+09 2.39E+09 41%

표 1.8 중성자속 감소율

중성자속 측정은 유도관 말단에 금선을 설치하여 방사화 된 정도로부터 장치에 도

달하는 중성자속을 측정했다. 측정값인 측정된 열중성자 다발(Measured Thermal 

Flux)은 실제 스펙트럼을 고려하여 보정되어야 한다. 세 위치에 대한 측정 결과 표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제 스펙트럼은 측정을 할 수 없으므로 장치를 시늉한 결

과를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 분포를 측정하였다. 중성자 

카메라 위에 금선을 부착하고 중성자속을 측정했다.

그런데 최초의 중성자속 측정 이후, 2010년 가을 무렵 장치에서의 중성자속이 떨

어졌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왔다. 중성자속을 다시 측정하였을 때, CG5의 중성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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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후 다른 장치에서 중성자속이 

다시 점차 회복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를 통해 보면 아직 하나로의 냉중성자원 

운전이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장치의 차폐를 보강하고, 차폐능을 측정한 뒤, 중성자 빔을 시료 위치까지 보내 금

의 방사화 분석법을 사용하여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을 측정했다. 그 결과는 상

당히 고무적으로 최대 중성자속이 선진국 장치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했다.

바. 기준 시료의 동역학 측정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을 측정한 이후, 여러 시료로부터의 회절 신호와 비탄성 

신호를 추적하였다. 알루미나와 실리콘 등으로부터 회절 신호를 얻는데 성공했으며, 

실리콘 등의 비탄성 신호를 측정하였다.

1) 장치의 정렬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를 정렬하는 것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모든 부품들이 정해진 기하학적 위치에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세 조정

을 통해 제 위치로 보내야한다. 두 번째로 중성자 빔에 대해 장치 전체가 제 위치

에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장치 부품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중성자 빔이 필요하다.

위에서 장치 정렬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지만, 장치 정렬 자체는 이 보고서에 모

두 기술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장치 정렬에 사

용하는 도구를 간단히 소개하고, 요점을 간추려 정렬 방식을 이야기하기로 한다.

가) 레벨기

장치 정렬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위치 정보가 사용된다. 하나는 중성자 빔 또는 절대

적인 기준점에 대해 좌우로 비켜나간 정도이며 다른 하나는 위아래로 비켜나간 정

도이다. 후자의 경우는 그림에서와 같은 레벨기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는다. 대개 빔 

높이에 레벨기를 맞추고 부품들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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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9 레벨기, Rotating Laser Level, 중성자 카메라, 레이저 

트래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사진의 레벨기는 TOPCON ROTATING LASER RL-VH으로 전원을 켜면 자동으

로 수평을 맞춘다. 단 레이저가 점 광원이 아니고 선분을 이루기 때문에 위치 정보

에 상당한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대략 빔 중심에 레이저를 맞췄을 때, 삼발이

의 높이는 11 cm를 가리키고, 건물 기둥의 표식으로는 1490 mm, 단색기 세그먼

트의 표식으로는 1500 mm이었다. 물론 표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으나, 이 장비

의 오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래 건축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시료 위치

를 정하는 등 오차가 좀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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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0 중성자 카메라의 원리 (출처: NIST)

따라서 보통은 레이저 레벨기보다는 다음 그림 1.69와 같은 정밀 레벨기를 사용한

다. 렌즈 중앙에 표시된 크로스 헤어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장치의 상하 위치 관계

를 측정할 수 있다.

   (2) 레이저 트래커 (Laser Tracker)

레벨기가 상하 방향의 위치 조정에만 사용되는데 반해, 3차원에서의 좌표를 모두 

읽고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가 레이저 트래커이다. 그 기능에 걸

맞게 고가의 장비로, 유도관 정렬에 유용하게 사용한 바 있으며, 광학 부품의 경우

에도 1 mm 이내의 정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Cold-TAS에서도 각종 부품의 

정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레이저 트래커를 사용했다.

   (3) 중성자 카메라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는 측정에 사용하는 검출기 이외에도 시료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중성자 카메라가 필요하다.

중성자 카메라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하여 중성자로 

필름을 인화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며 [M. R. Hawksworth, “The Use of 

Polaroid positive film in radiography with beams of thermal neut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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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 중성자 카메라 이미지, m1 회전에 따른 변화

그림 1.72 중성자 카메라 이미지, (왼쪽) 집속이 안된 상태, (가운데) 집속한 

상태, (오른쪽) marc를 조절 빔 방향 조절 (짧은 노출)

그림 1.73 금선 방사화 

분석 장면 촬영

Nondestructive Testing, 4 (1971) 45-48], 중성자 영상 장치에서 사용하는 

CCD 중성자 카메라를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는 점차 필름 사용이 줄어가고 있으며, 디지털 영상을 얻는 것이 추세이므로 

Neutron Optics Grenoble로부터 간단한 CCD 중성자 카메라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성자 카메라는 시료를 촬영하는 것 이외에도, 중성자 빔을 촬영하여 단색기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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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하는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Cold-TAS에서 최초로 찍은 중성자 빔

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2) 회절 신호의 측정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가 거의 완성되어 그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름에 

따라 성능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성능 측정을 수행하였다. 장치 자체로서 사용 가

능 여부를 확인하는 차폐능 측정, 장치의 성능을 대표하는 중성자속 측정, 그리고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얻어 보는 측정 시험 등이다. 이상의 성능 측

정은 상당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회절 

신호의 측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회절 신호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로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알루미나(Al2O3) 분

말로서, 이 시료는 보통 장치를 정렬하는 기준 시료로 사용한다.

그림 1.74의 알루미나 시료는 시료 홀더에 고정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시료 홀더를 

가려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카드늄으로 감쌌다.

측정 조건은 HOF와 단색기는 4Å에 맞추었고, 콜리메이터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석기는 중성자가 그냥 투과하도록 두었다.

그림 1.75는 Cold-TAS로부터 얻은 최초의 데이터이다. 수평축은 산란각이며 수

직축은 10초간 측정한 산란 강도이다. 이 최초의 알루미나 회절 피크는 알루미나 

() 면에 해당한다. 아직 초기 데이터라서 백그라운드가 초당 40 카운트 정도로 상

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양의 알루미나로부터의 회절 피크가 관측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백그라운드 문제를 제외하면 이 장치를 이용한 회절 

실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3)   동역학 신호의 측정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로부터의 최초의 동역학 신호는 Si(111) 시료로부터 얻었다. 

먼저 수소를 많이 함유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시료로 사용하여, 수소의 

결맞지 않는 산란을 이용해 해석기와 검출기를 정렬했다. 이후 그림 1.76과 같은 

Si 단결정 시료를 준비하여, Si(111) 회절 피크를 탄성 산란으로 찾은 뒤, 해석기

와 검출기를 회전시켜 Ef scan을 시도하였다. 그림 1.77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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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4 알루미나 시료

그림 1.75 알루미나 회절 피크 

다.

그림에서 검은색으로 채워진 원은 회절 피크 위치에서의 Ef scan 이며, 빈 원, 채

워진 사각형, 빈 사각형의 순으로 산란각(2θS)을 0.4°비켜나면서 측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모멘텀 전달 값에서의 비탄성 신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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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6 Si 단결정

그림에서 3.8 meV는 탄성 산란 영역으로 커다란 회절 피크를 보여주고 있다. 2.8 

meV의 피크는 아마도 spurion일 것이다. 그러나 3.4 meV의 약한 신호는 동역학 

신호로 보인다.

그림 1.78은 이와 같은 측정한 Si(111) 주위의 비탄성 산란 신호를 Q-Ef 공간에

서의 컬러맵으로 보여주고 있다. 컬러맵은 산란 신호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유

리하며, 비교적 넓은 면적을 측정해야 유의미하기는 하나, 여기에서는 해석기 에너

지 만을 변화하며 측정할 때의 측정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 장치의 측정 모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constant-E 와 constant-Q 

scan으로 이 두 가지 모드가 적절히 구현되었느냐가 장치 제어 시스템의 완성 여

부를 가늠하는 좋은 척도가 된다. 이를 보이기 위해 알루미나 시료를 시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여러 constant-E, constant-Q scan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1.79 에 요약하였다.

Q가 1.94Å-1에서는 회절 피크가 있으며, 이는 가운데 constant-Q scan에 잘 표

시되어 있다. 그 좌우의 회절 피크에서 벗어난 위치에서의 constant-Q scan에서

도 회절 위치에서 약한 피크가 보이는데, 이는 시료의 결안맞은(incoherent) 산란

에 의한 것이다.

오른쪽 끝에 보이는 constant-E scan의 경우, 회절 에너지에서 에너지 분해능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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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7 Si(111) 주위의 비탄성 산란 신호

그림 1.79 알루미나의 constant-E & constant-Q scans

으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므로 회절 피크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낮

은 각도에서 직진 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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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8 Si(111) 주위 비탄성 산란 신호 측정 Q-Ef 영역

이상의 측정을 통해 우리는 이 장치가 설계한 대로 잘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의심의 여지없이 비탄성 산란 신호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신호는 있을까? 

Cu(100) 주위에서 그림 1.80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의 constant-Q 스캔

을 했더니, Ef ~ 4.3 meV 부근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Si(111) 주위에서 수십 회의 스캔을 통해 얻은 Q-Ef 그래프를 그림 

1.81에 제시한다. 삼축분광장치에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날이 

걸리므로, 사실 효율적인 측정은 아니나, 장치를 튜닝하는 데에 좋은 정보를 제공한

다. Si(111) 회절 피크가 1.7Å-1 근처이므로 이 회절 피크 주위로 포논 브랜치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단 다른 쪽의 포논 브랜치는 매우 약하게 보이는데, 이 

원인은 아마도 Si 단결정이 잘 정렬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spurious 

peak도 하나씩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장치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성자 비탄성 산란 실험은 비탄성 산란 단면적이 작고 기계 장치도 한 단계 더 복

잡하기 때문에 단순한 회절 시험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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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0 Cu의 constant-Q scan
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를 본격적으로 제작 설치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공적으로 비탄성 신호를 측정하는데 성공하였다. 물론 앞으로 

장치를 더 정비하여, 노이즈를 줄이고 더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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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1 Si(111) 주위의 비탄성 산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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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2 펜스의 완성도

4. Cold-TAS 향후 계획

가. 장치의 최적화 작업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일단 초보적인 사용이 가능할 정도의 완성되었

다. 그러나 이 장치를 사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1) 펜스 제작, 설치

모든 중성자 빔 장치는 방사선인 중성자 빔을 사용하므로, 방사선 안전관리에 유의

해야 한다. 가장 방사선량률이 높은 곳은 중성자 빔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그런데 

중성자 빔은 장치에 도달하기 전에는 유도관을 타고 오며, 유도관은 충분한 방사선 

차폐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험하지 않다. 때문에 대다수의 중성자 빔 장

치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단색기에서 반사하여 시료로 향하는 중성자 빔

이다. 이 부분은 차폐 밖에 노출되어 있으며, 방사선량률이 수 mSv/h에 이른다. 대

부분의 중성자 빔은 시료를 통과하므로, 빔이 사람에 닿기 전에 막아 주는 것이 필

요하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빔 스톱이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빔 장치와 다르게 단색기가 회전하

기 때문에 단색기 차폐로부터 빠져나오는 빔의 방향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단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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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3 펜스의 배치도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따라서 빔 스톱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료 테이블의 일

부로 제작하여 빔과 같이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빔 스톱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시료 테

이블에 부착하여 회전하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는 빔 스톱처럼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다. 따라서 많은 방사선이 빔 스톱을 통과하거나 튀겨 나올 것이다. 둘째, 빔 스

톱의 회전과 단색기의 회전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빔 스톱은 m2 모터에 물려

있고, 단색기는 m1 모터에 물려 있으며, 일상적인 실험 조건에서는 m2는 m1의 두 

배로 고정되어 있지만, 장치 보정 시에는 m2와 m1이 서로 따로 움직인다. 따라서 

단색기에서 반사한 빔이 빔 스톱에 도달하지 않고 옆으로 비껴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방사선 방호를 위해서는 빔이 실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장치 주위의 방사선 펜스로서 어느 각도로 중성

자 빔이 나오더라도 빔을 막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설계한 펜

스의 배치도는 그림 1.83과 같다.

2) 빔 슬릿 제작

삼축분광장치는 다른 장치에 비해 높고 넓은 빔을 사용한다.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

분광장치의 경우 그 높이가 150 mm에 이르고 폭은 50 mm에 달한다. 이 장치는 

빔을 수직 방향으로 집속하므로 빔의 높이가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3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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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4 Bio-REF 장치의 빔 슬릿

50 mm 사이의 높이가 된다.

삼축분광장치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큰 시료를 사용하므로 때때로 위의 빔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사진과 같은 빔 슬릿을 제작하여, 시료에 닿지 않는 또는 해

석기에 닿지 않는 빔은 모두 제거할 필요가 있다.

3) 콜리메이터 추가 구매

삼축분광장치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장치의 해상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는 것이다. 해상도를 바꾸는 것은 대개 콜리메이터를 바꿈으로서 손쉽게 이뤄진다. 

현재 제한된 수량의 콜리메이터만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콜리메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베릴륨 필터 제작

단색기 앞에 사용할 필터로는 HOF를 설치하였으나, 아직 해석기를 위한 필터가 없

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보통 액체 질소 온도 이하로 식힌 Be 이나 BeO 필터를 설

치하는 것이 상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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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5 PSI RITA-II의 베릴륨 필터와 받침대

현재 Cold-TAS에는 Be 필터를 설치할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 이를 극복하고 적

절한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5) 기계/제어 시스템 보완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기계 부품과 제어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게 작동하는 상태

는 아니며, 앞으로 성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고 수월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적

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례로 앞서 언급한 단색기 세그먼트 차폐체의 보완 작업

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지는 장치를 오랜기간 가동하여 

사용하기 전에는 알기 어렵다. 따라서 장치를 사용해 가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기

계 부품과 제어 시스템을 보완해 가야 한다.

6) 신호잡음 감소(noise reduction)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비탄성 산란장치이므로, 그 신호가 탄성산란 신호 대비 

극히 약하다. 통상의 비탄성 산란 실험에서는 분당 하나의 중성자를 검출하는 경우

가 다반사다. 이렇게 약한 신호를 검출하려면, 노이즈가 분당 1/2 이하가 되어야 

한다. 물론 노이즈는 낮을수록 좋다. 노이즈가 낮으면 중성자속이 낮고, 신호가  약

하더라도 오래도록 측정하면 원하는 신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탄성 산란장치에서 노이즈에 대한 요건은 엄격하므로 노이즈를 줄이는 것

(노이즈 리덕션)이 필수적이다. 노이즈 리덕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1) 콜리메이터의 사용, 2) 검출기 주위 차폐 보강, 3) 진공 챔버와 시료

환경장치의 사용. 콜리메이터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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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6 검출기 차폐

서 반복하지 않기로 한다. 검출기 주위 차폐 보강은 검출기에 도달하는 떠돌이 중

성자를 막기 위해 중요한데, 이 때 중성자가 흡수되며 발생하는 감마선도 제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해결책으로는 보론 러버로 검출기를 감싸고, 보론 폴리에틸렌 등으로 검출기 차폐

를 더 보강하는 방법이 있다. 진공 챔버와 시료환경장치의 사용은 중성자가 불필요

하게 시료 주위에서 검출기 쪽으로 향하는 것을 막아 준다.  시료가 공기 중에 노

출되어 있을 때, 상당수의 중성자는 시료 주위의 공기에 탄성 산란을 하여 검출기 

쪽을 향하게 되므로, 시료를 시료환경장치로 감싸고 내부의 공기를 빼 버려서 문제

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실제 실험에서는 대개 저온 시료환경장치를 사용하

므로, 항상 적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이즈 리덕션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업무는 검출기 주변 차폐의 보강이 되며, 이 역시 예산이 충분할 경우 1년 이내로 

종료할 수 있다.

7) 댄스 플로어 정비

앞서 댄스 플로어의 정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정비 작업은 1회성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댄스 플로어가 사용되는 한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장

치를 가동하다 보면 일반적인 정비 작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위를 발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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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7 댄스 플로어, 문제 지점의 표시

다. 그림에 표시된 부분도 그 중의 하나로, m2 모터의 구동 시험에서 연결부가 넘

어가지 못한 곳을 표시하고 있다. 이 때 공기가 새는 소리가 강하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댄스 플로어에 문제가 있음이 확실하나, 손 끝의 감촉만으로는 원인을 확실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에는 아마도 댄스 플로어가 다른 곳보다 낮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해결 방법은 낮은 곳을 확인하면 주위를 래핑하는 방법 또는 대리석

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 이 역시 장치를 계속 가동하고 정비해 가며 문제점을 확

인해야 하므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8) 부대 장비

지금까지 언급한 부품과 장비 이외에도 Cold-TAS를 이용하여 실제 측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료 환경 장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보조 장비가 필요하다. 여기

에서는 그 중 중요한 것만 간추려 언급하기로 한다.

가) 빔 감쇄기 (attenuators)

   중성자 다발이 많다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회절 봉우리가 너무 높으면 검출

기가 포화되어 봉우리가 밋밋하게 깎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빔 감쇄기를 시료 앞에 배치하여 중성자 다발을 줄인다. 그러나 함부로 

빔 감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성이 사라지면 바로 빔 감쇄기를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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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8 빔 감쇄기 설계도

   빔 감쇄기는 보통 아크릴을 재료로서 사용한다. 아크릴이 함유하고 있는 수소, 

탄소, 산소 등의 가벼운 원소는 중성자를 잘 산란하기 때문으로, 1 mm 두께의 아

크릴 판에 의해 30%, 2 mm 두께의 아크릴 판에 의해 대략 50%의 중성자 다발이 

감소한다.[Toh et al., J. of Radioanalytical and Nuclear Chemistry, 278 

(2008) 703-706]

   빔 감쇄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므로 자동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빔보다 더 큰 폭과 높이를 가진 1 - 10 mm 두께의 아크릴 판과 이 아

크릴 판을 몇 장 겹쳐서 세워 놓을 지지대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 감시 카메라

   삼축분광장치의 시료 테이블, 해석기 테이블, 검출기 테이블은 각각 단색기 축, 

시료 축, 해석기 축 주위로 회전한다. 따라서 삼축분광장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짜임새 사이를 움직여 다닌다. 그 결과 케이블이 장치에 걸리거나 장치가 

벽에 부딪히는 등 다양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성자 카메라로 

시료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장치의 현재 상황은 감시 카메라로 항상 확인해야 한다.

   감시 카메라는 펜스 상단에 설치하며, 남쪽과 북쪽에 각각 2대, 동쪽과 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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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대씩 설치하여 최대한 사각을 없앤다.

다) 가이거 카운터 또는 다른 방사선량계

   장치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댄스 플로어 바깥에 정기적으로 검교정 

된 가이거 카운터 또는 다른 방사선량계가 비치되어야 한다.

9) 유지보수 체계의 수립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기계 장비이므로,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고장이 났을 때의 

대응책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장치 설치 자체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유지보수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한

다.

예를 들자면 댄스 플로어는 몇 년 주기로 래핑을 통해 보수해야 한다. 시료/해석기/

검출기 테이블이 설치되기 전에 래핑을 1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크레

인과 압축 공기 탱크 등은 주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이용 방안

1) 국내외 환경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장치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을 

먼저 잘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장치를 제작, 설치하는 동안 국내외 환

경을 조사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 결과를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이 장치는 국내에 유일하며, 이 장치를 필요로 하는 국내 연구진은 다수가 있다. 이 

장치의 잠재 이용자층은 대체로 자성 물질을 연구하는 고체 물리학자들로, 이 분야

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그 수준도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세계 수준에 더 가깝게 다가서 있다. 따라서 일견 이 장치의 활용성에는 문제

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축분광장치의 전문가가 극히 드물다. 현재 고려대학교 정재호 교수팀 정도

가 유일한 삼축분광장치의 전문가 그룹이다. 이 외에 과거에 삼축분광장치를 접해 

본 연구자는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본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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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지 오래되어 더 이상 이 장치에 관심이 없었다.

둘째, 비탄성 중성자 산란을 위한 시료 제조 경험이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에도 다수의 그룹이 고체물리를 연구하고 있고 다양한 시료를 제조하고 있다. 그러

나 비탄성 중성자 산란을 하기 위해 필요한 크기의 시료를 제조해 본 경험은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그 동안 삼축분광장치와 같은 중성자 분

광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커다란 단결정을 제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시료 제조는 소량의 분말이나, 단결정이라 하

더라도 작은 크기의 단결정에 적합하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단시일에 비탄성 중성

자 산란에 사용할 만한 크기의 단결정을 제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중성자 산란 결과를 이해할 만한 전문가도 드물다. 고체 물리학 교과서에는 

중성자 산란이 등장하긴 하지만, 중성자 산란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생 시절에 하나로와 같은 중성자 시설에 드나들면서 실험을 해 본 경험이 필요하

다. 그런데 국내의 중성자 산란 커뮤니티는 대체로 연성 물질에 집중되어 있다. 국

외 시설의 경우 약 반수의 이용자가 고체 연구자임을 감안하면, 국내에서의 이와 

같은 트렌드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로 그 근본에는 국내 연성 물질 연구자들의 피나

는 노력과 하나로 소각산란장치의 조기 준공이 숨어 있다. 하나로 소각산란장치는 

원칙적으로 냉중성자를 사용해야 하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열중성자 빔 포트에 먼

저 설치하여 비록 성능은 떨어지지만 국내 이용자의 저변을 늘리고, 우수 이용자를 

붙들어 두는 역할을 함으로써 연성 물질 연구자 사이에 중성자 산란 방법을 확산시

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에 반해 고체 물리 연구자에게 가장 필요한 장치인 

삼축분광장치는 그 설치가 계속 늦어져 중성자 산란이 국내 고체 물리 연구자에게 

별반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국내 환경에서는 이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섞여 있는 반면, 국

외 환경에서는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지근거리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우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 관한한 

성능이 더 떨어지거나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오랜 중성자 산란의 역

사를 가지고 있으나 연구용 원자로 JRR-3M의 성능이 하나로보다 떨어지고, 장치

를 만든지도 오래되어 원자로에 설치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들(HER, LTAS, 그

림 1.89)의 성능이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삼축분광장치 수요는 대단히 크고 삼축분광장치의 전

문가도 많을뿐더러 비탄성 산란에 적합한 시료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가까운 한국

에 만들어지는 삼축분광장치는 일본 이용자에게 매력적인 장치가 될 것이다.

나라 밖의 범위를 더 넓혀 보면, 호주의 ANSTO OPAL 원자로에 설치하고 있는 



- 107 -

그림 1.89 일본의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LTAS(좌측)와 HER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SIKA)는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원자로 벽에 붙어 있으면서 냉중성자원을 전용으로 쓰는 효과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자국 이용자가 많은데다 이 장치는 원칙적으로 대만 

장치이기 때문에 대만 이용자까지 흡수해야 하므로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와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장치로, 국제적으로는 많은 숙련된 이용자를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 장치의 이용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되어야 한다.

2) 필요한 자원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전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하나로가 안정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장

치까지 빔을 전달해 주는 유도관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와 부대 장비가 잘 정비되어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 

셋째, 이 장치를 이용해 연구를 하면서 장치의 이용자를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숙련된 연구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3) 이용 체계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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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선 작업

냉중성자 가이드 홀에서의 작업을 위해서는 방사선 작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폭 우려가 거의 없는 점검 작업에 대해서만 일반(년)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외에는 일반(일시) 작업 계획서를 매월 제출한다. 실험 등의 사유로 비정규 

시간에 작업이 진행 되는 경우 특수 작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냉중성자 가이드 홀에서의 작업은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으므로 방사선 작업으로 

분류된다. 방사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및 부대시설 방사선안전관리절차

서’에 따라 방사선 작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자로 가동 정지 기간에는 피

폭 우려가 없으나, 가이드 홀 출입을 위해서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

는 것이 불가피하다.

작업 계획서는 일반(연), 일반(일시), 특수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일반(연) 작업 

계획서는 “운영에 필요한 점검을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작업 계획서는 일반(일시) 작업으로 분류한다. 단 야간작업이나 

예상 피폭 방사선량이 주당 1 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특수 방사선 작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은 위 분류에 따르면 일반(일시) 작업에 해당한다. 이 경우 

매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사용 전 검사를 

받기 전에는 2차 개폐기를 여는 모든 작업은 특수 작업으로 취급한다. 물론 야간작

업이 있을 경우 2차 개폐기의 열고 닫음에 상관없이 특수 작업으로 취급한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최초의 사용 전 검사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원자력안전

기술원에 경미한 변경 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를 일상적으

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이후라도, 정규 시간 외에 진행하는 실험은 모두 특수 방사

선 작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빔 타임 배정

현재 하나로의 중성자 빔 장치들은 빔 타임을 배정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몇 가지

의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HRPD와 같이 각 프로포잘 라운드(proposal round)마다 

동료 심사를 통해 빔 타임을 배정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는가하면, RSI의 경우는 그 

때 그 때 제안을 받아서 장치과학자가 이용자를 선택하고 배정 결과도 따로 공개하

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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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국제 표준인 HRPD의 빔 

타임 배정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나, 단기적으로는 이 장치가 처한 매우 독특한 상

황을 이해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에는 전문 이용자가 많지 않다. 국내 고체 물리학계의 수준과 저변이 넓

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용자 층은 매우 두터우나, 이 복잡한 장치를 잘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유저(power user)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장치 과학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넘어온다.

둘째, 장치 과학자가 한 명에 불과하다. 이 장치의 경우 두 세 명의 장치 과학자가 

번갈아 이용자를 지원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치 과학자

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셋째, 현장 기술 지원이 절대 부족하다. 하나로 중성자 빔 연구시설과 같은 대형 연

구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려면 수십 명의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

이나 현재로서는 한 손 손가락도 채울 수 없는 정도의 인력만 있다. 결과적으로 선

도적인 실험은 쉽지 않으며, 장치의 가동 상태 유지도 벅찰 것이다.

따라서 장치의 빔 타임 배정을 선진국과 유사하게 동료 심사를 하고 불특정 다수에

게 번갈아가며 이용하게 하기에는, 1) 평가자의 풀이 너무 작고, 2) 장치 과학자에

게 부담이 너무 많으며, 3) 장치의 가동 상태 유지에 썩 좋지 않다.

따라서 이 장치의 빔 타임 배정은 이상을 고려하여 장치 과학자와 전문 이용자 그

룹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육성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4) 성과의 평가

중성자 빔 장치의 이용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장치를 사

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으로, 기초과학 또는 기초연구의 도구로 사용하

는 것이며, 둘째는 장치를 사회적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산업적으로 이용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

문에 대개의 장치는 주로 기초과학의 도구로 사용되며, 일부 장치만이 주로 후자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경우는 그 성격상 전자에 크

게 치우쳐져있는 장치이다. 따라서 장치로부터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기초과학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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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측면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이 장

치를 통해서 나온 주요 논문의 중요도를 가지고 평가하면 충분하며 (아마도 장치의 

h-index를 사용하여 정량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논문이 

좋은 저널에 실리는가를 간단한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임팩트 팩터의 합을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물론 논문이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이긴 하지만, 기초과학을 위한 장치라도 사회적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장치를 사용하여 학위를 받은 과

학자의 수, 그 장치를 사용하도록 훈련받은 과학자의 수, 그 장치를 견학한 과학자, 

학생, 일반인의 수도 평가 지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논문도 나오지 않고,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도 않았지만, 장치 자체

로서 높게 평가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덴마크 RISO의 삼축분광장치 RITA가 

그런 경우인데, 장치 자체의 혁신성으로 후일 만들어지는 많은 장치에 영향을 끼쳤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고, 오랜 시간 후에나 정성

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장치 과학자는 이 장치를 통해 최대한 양질의 논

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치 이용의 저변을 늘리는데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장치를 이용한 선도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끊임없는 장

치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치로부터의 성과를 평가하는 사람도 위와 같은 면을 잘 이해하고, 논문의 양과 

질을 넘어서 사회적인 기여도와 장기적인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장치의 1차적인 완성 이후 이 장치를 세계적인 연구에 투입하기 위해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서 해야 할 일을 장치의 최적화와 운영, 이용 체계

의 확립 등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는 이 과제의 업무는 아니나 장치 설치 

이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장치 개발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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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냉중성자 연구기반시설 구축 및 이용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하나로 냉중성

자 실험동 지하 1층 가이드 홀에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를 설치하였다. 예산 상의 

제한과 장기간 건설하는데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모든 기능을 구현

하진 못했으나,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삼축분광장치를 만드는데 성공하였

다.

이 장치는 냉중성자원으로부터 51.3 m 떨어져 있으며, 1500 m의 곡률 반경을 가

진 m=2 초거울 유도관으로부터 중성자를 전달받는다. 중성자 광학 부품으로는 중

성자 속도 선별기를 단색기 고차 필터로 사용하고, ZYB 그레이드의 HOPG 수직 

집속 단색기, 수평 집속 해석기를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계적으로는 단색

기와 해석기로부터의 산란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를 사용했으며, 2차 분

광기는 대리석 댄스 플로어 위에 놓여져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장치 제어에는 

ORNL에서 만든 SPICE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이 장치를 이용한 측정은 아직 원하는 만큼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각종 시

료의 회절 신호를 관측했고, 비탄성 신호를 추적하고는 있으나, 노이즈가 심하여 실

제 비탄성 신호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노이즈를 줄이는 작업을 포함하여, 방

사선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 등 이 장치에서 해야 할 일 - 최적화 작업이 아직 많

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치는 2012년 3월부터 friendly user에게 개방하여 사용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치의 최적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

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2년 내로 이와 같은 작업도 마무리되어 일반 이용자에게 개

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장치의 성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중성자 산란 장치의 성능을 정

량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궁극적인 성능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장

치로부터 만들어지는 논문이겠지만, 여기에는 장치를 다루는 장치 과학자와 이용자, 

그리고 시설의 운영 체계 등 인적 요소가 강하게 결부된다. 더구나 어느 정도 논문

이 쌓이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리므로 장치의 완성도를 따지는 성능 검증에는 적용

하기가 어렵다.

그 대신 제시할 수 있는 것이 1) 필수적인 하드웨어를 갖추었는지, 2) 시료에 도달

하는 중성자가 어느 정도인지, 3) 원하는 측정이 실제로 가능한 지 알아보는 것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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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0 2012년 2월 현재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전경 (위)과 국외 

시설의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중앙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NIST의 

SPINS, ILL의 IN14, PSI의 TASP, HMI의 V2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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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12 2

SPINS, NIST

(mm×mm) 50×150 50×150 50×120

2 (PG(002) & 
Heusler(111))

1 (PG(002)) 1 (PG(002))

(meV) 2 ~ 20 2.6 ~ 6.1 2.4 ~ 14

(4 
Å, open-40')

4.7×106 - 3.9×106

(4 Å, open-open)
9.1×106 9.2×106 7.6×106

2 (PG(002) & 
Heusler(111))

1 (PG(002)) 1 (PG(002))

( × cm)
11 x 2 11 x 2 11 x 2

표 1.9 성능 목표와 달성도

표 1.9는 2008년 제시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성능 목표와 2012년 12월 현

재의 성능 수치를 보여준다. 주의할 점은 2010년 과제 착수 시점에서 사양이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이 목표치 역시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표에 취소선을 그어 반영하

였다. 성능 목표치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하드웨어 규격으

로, 유도관 규격과 단색기 수, 입사 중성자 에너지, 해석기의 수, 수평 집속형 해석

기의 폭 등 5가지이다. 둘째는 성능 측정치로 시료 위치에서의 최대 중성자속을 두 

가지 구성에 대해서 잰 결과이다.

하드웨어 규격을 먼저 살펴보면, 유도관의 크기는 시료에 도달하는 전체 중성자의 

수를 결정하므로, 장치의 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직 집속형 단색기를 쓰는 

경우, 유도관의 폭은 측정할 수 있는 시료의 크기를 결정하고, 유도관의 높이는 수

직 집속을 통해 시료에서의 중성자속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냉

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 쓰이는 유도관은 초기부터 내부 폭 50 mm, 내부 높이 150 

mm로 설계 되었으며, m=2인 초거울을 사용하여 이대로 제작,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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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기와 해석기는 삼축분광장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당

초 계획에는 각각 2개를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각각 하나씩을 제작, 설치하였다. 냉

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경우, 단색기와 해석기로는 대개 Pyrographite(PG)의 

(002)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 단색기와 해석기를 제작, 설치했다. 그러

나 이 장치를 설계하던 초기에는 편극 중성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PG 

이외에 편극 중성자용 단색기와 해석기를 갖추는 것을 계획한 바 있다. 편극 중성

자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간편하게 편극 중성자를 만들 수 있는 

Heusler(111)로 단색기와 해석기 설치를 선택하였다. 이 후 예산 상황이나 사업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Heusler는 제작에 3년가량이 걸린다), 편극 중성자 옵션은 

이 사업 이후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현 시점에서는 다른 편극 중성자 기술

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서 편극 중성자 옵션을 추가하더라

도 Heusler(111) 단색기와 해석기를 구매할 지는 미지수이다. 

입사 중성자의 에너지는 단색기의 회전각과 단색기 차폐의 기계적 특성에 의해 주

로 결정되며,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설계 시에 이를 반영하여 2 - 20 meV의 입

사 중성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장치의 기계적인 성능은 이를 

만족한다. 단 방사선 방호를 위해 장치 주변에 방사선 차폐(펜스)를 설치한 부분에 

한정하여 중성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입사 중

성자 에너지는 일부 영역으로 제한되었다.

PG(002) 단색기 자체는 사실상 360°를 다 회전할 수 있으므로, 단색기 차폐가 

단색기로부터 반사한 중성자를 통과시킬 수 있는 각도가 입사 중성자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단색기 세그먼트 차폐체로 반사각의 2배

(2theta)가 35°에서부터 145°에 이르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이 영역이 입사 중

성자 에너지 2 - 20 meV 영역이다. 그러나 입사 중성자 에너지는 현재 임시 펜

스가 설치된 영역(66° < 2theta < 114°)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2.58 

- 6.13 meV에 해당한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펜스를 확장하면, 2 - 20 meV 

사이의 모든 중성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수평 집속형 해석기는 수평 집속을 위해 2 cm 폭의 PG(002) 결정을 횡 방향으로 

11개 놓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이대로 구현하였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성능을 가늠하는 가장 좋은 숫자는 아마도 시료 위치에서

의 최대 중성자속일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에서 최대 중성자속이 얼마가 나

오는 지를 성능 목표치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단색기와 시료 사이에 40′ 콜리

메이터가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단색기와 시료 사이에 콜리메이터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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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성능 목표치는 Vitess 프로그램을 사용한 장치 시늉 결과를 그대로 제시하였

다.

그런데 40′ 콜리메이터는 최종 사양 확정시 빠졌기 때문에, 콜리메이터가 있을 때

의 중성자속 측정은 하지 못하였고, 콜리메이터가 없는 조건에서의 측정만을 시도

하였다. 그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9.2☓106 n/cm2/s으로 목표치와 거의 일

치하였다.

 

결과적으로 계획 대비 성능 표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

던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갖추었으며, 이들 하드웨어는 목

표했던 성능을 충분히 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산 상황 때문에 최종 사양 결정 시 

몇 가지 하드웨어를 포기해야 했던 점은 아쉬우나, 장치의 기본은 갖추어 졌으므로, 

열심히 활용하는 가운데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미진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와 유사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들은 NCNR의 

SPINS, ILL의 IN14, PSI의 TASP, HMI의 V2 FLEX 등이다 (그림 1.85). 중성

자원의 성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들 장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

나, NCNR의 원자로는 20MW 급으로 하나로와 크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장치와의 비교를 시도했다.

앞서의 표는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성능과 SPINS 성능을 비교하고 있

다. 부품이 구비되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했던 부분을 빼면, 두 장치는 매우 유사하

며, 중성자속에서 하나로의 장치가 SPINS를 앞섬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하나로 

장치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성능 좋은 원자로 덕분에 중

성자속에서는 앞서고 있으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은 아직 부족한 상태임

을 잘 보여 준다. 

이상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로 냉중성자 분광장치를 성공적으로 설계, 제

작, 설치 완료하였다. 앞으로 이 장치를 이용해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옵션을 갖추고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나, 다양한 성능 측정을 통

해 보인 결과로는 이 장치가 당초 목표한 성능을 가졌으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추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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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C-TOF 개발

1. 장치 개요

가. DC-TOF

DC-TOF는 비행시간 분광법(Time-of-Flight) 방법을 이용한 비탄성 중성자 산

란장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냉중성자 실험동에 설치된

다. 냉중성자 실험동의 유도관 라인중 CG3 라인에 설치가 된다. 

중요 부속 장치로는 집속형 유도관, 디스크 초퍼, 시료챔버와 검출기 탱크, 검출기, 

계측회로, 차폐체가 있다. 장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배치된다.

그림 2.1 DC-TOF 장치 개요

위의 그림 2.1은 DC-TOF 장치의 핵심 부품의 배치도이다. 검출기 패널은 핼륨 

탱크의 바깥쪽 원호부분에 설치되며 모든 장치 부품들은 방사선 차폐를 위해 차폐

체로 덮여진다.

 

DC-TOF는 냉중성자 산란장치로서는 비교적 높은 에너지 영역인 20 meV부터 낮

은 에너지 영역인 1 meV까지의 입사 중성자를 시료에 산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

어 있다. 또한 -90 ~ 130 도에 걸쳐 높이 2 m, 직경 25 mm 인 1차원 위치민감

형 검출기(1D-PSD)를 최대 352개까지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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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OF의 장치 성능을 외국의 비행시간 분광법 장치와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

다. 

그림 2.2 DC-TOF 에너지 및 운동량 영역

장치
중성자 선속

(n/cm2/sec)
검출기-시료간 

거리 (m)
검출기 면적

(m2 or sr)

생산성

[중성자 선속 x 
검출기 면적]

DC-TOF

(HANARO)
4.0x104 2.5

10.47 m2

(1.7 sr)
1.7

DCS (NIST) 1.0x104 4.0 0.65 sr 0.33

NEAT (HMI) 1.0x104 2.5 1.0 sr 0.5

INT (ILL) 6.8x105 4.0 1.7 sr 11.56

표 2.1 

DC-TOF 사양 요약

� 냉중성자원에서 장치 셔터 사이의 거리 : 76.55 m

� 냉중성자원에서 2차 셔터 사이의 거리 : 30.99 m

� 장치 셔터- 초퍼 1 사이의 거리 : 0.53 m

� 초퍼 1 - 초퍼 6 사이의 거리 : 12.00 m

� 초퍼 6 - 시료 위치 사이의 거리 : 1.18 m

� 시료위치 - 검출기 사이의 최단거리 : 2.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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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팀

2003년 CNRF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냉중성자 산란장치 개발과제 하에서 

DC-TOF의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당시 성균관대학교에 제직중이었던 박제근 교수

가 DC-TOF의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개발팀이 본격적으로 꾸려진것은 

2004년 하반기부터였으며 지속적으로 한국원자력 연구소 내 외부의 연구진이 참여

하였다. DC-TOF 개발팀의 구성은 아래 표 2.2 에 정리되어 있다.

성명 소속 업무

이창희 한국원자력연구원 냉중성자 산란장치 개발 과제 책임자

박제근 성균관대학교(현 서울대학교) DC-TOF 개발 Primary Investigator

소지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장치 담당자, 장치 시늉내기, 장치 담당

문명국 한국원자력연구원 검출기 개발 및 2차분광기 개발.

조상진 한국원자력연구원 DC-TOF용 m2 & 초거울 유도관 제작

최영현 한국원자력연구원 제작품 설계, 도면 작성, 현장 작업

남욱원 한국천문연구원 DC-TOF 계측기 신호처리부 개발

김홍주 경북대학교 DC-TOF DAQ Software   개발

김현옥 경북대학교 DC-TOF DAQ Software   개발

표 2.2 DC-TOF 개발팀

 

또한 국내외의 자문위원팀이 DC-TOF의 개발에 지속적인 자문을 해 주었다.

국내자문팀 국외자문팀

노태원(서울대학교) M. Arai(Japan,   J-PARC)

차국헌(서울대학교) R. Lechner(Gernam,   HZB)

김홍두(경희대학교) R. Bewley(UK, ISIS)

이기봉(POSTECH) J. Ollivier(France, ILL)

표 2.3 국내외 자문위원단



- 119 -

다. 장치 사양 변경

2003년 ‘냉중성자 시설구축 및 이용기술 개발’과제 당시 디스크 쵸퍼 비행시간 

분광장치 의 건설을 위해서는 시료환경장치 및 인건비를 제외한 총 직접비 65억이 

필요하다고 추산되었으며 이는 다른 신규 건설장치(40M-SANS, Cold-TAS)의 

건설 비용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이었다. 2003년 5년차 사업으로 과제가 시작되

었으며 이 때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DC-TOF의 사업 내 

목표를 장치 완성이 아닌 유도관 및 디스크 쵸퍼를 포함한 1차분광기까지만 건설하

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냉중성자 시설구축 및 이용기술 개

발”사업에 투여된 예산이 아주 부족하였으므로, 2006년 재기획을 통해 2010년 4

월까지 과제 기간 연장이 결정되었으며 이때 DC-TOF의 개발 목표는 검출기 탱크

를 비롯한 2차분광기 완성, 계측회로 개발, 소량의 검출기를 갖추어 빔테스트를 수

행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2008년 환율 급등으로 인해 “냉중성자 시설구축 

및 이용기술개발”사업에서 Cold-TAS와 DC-TOF만 2011년까지 1년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추가 예산 중 환율상승분을 제외한 부분은 

DC-TOF의 검출기를 구매하도록 하여 DC-TOF는 현재 57조의 검출기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2. 2010년 4월까지의 DC-TOF 개발.

이 장에서는 2010년 4월까지 DC-TOF 개발을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한다. 이후로

부터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의 개발을 정리한다.

가. 개념설계 및 상세설계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기반 시설구축(CNRF) 사업에 따라 신규장치의 하나로 건설

하는 비행시간 분광법 비탄성 중성자 산란장치(DC-TOF, Disk-Chopper 

Time-of-Flight)는 2007년도 과제계획에 따라 상세설계를 완료하였다. 

DC-TOF의 주요부분별 상세 설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디스크 초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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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최적화된 DC-TOF 초퍼 윈도우

디스크 초퍼는 중성자원으로부터 오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이고 넓은 파장역역을 갖

는 중성자를 단색화된 중성자 펄스로 만들어 주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중성자가 

통과할 수 있는 1-3개 가량의 틈을 제외하고 중성자가 맞는 부분은 중성자를 흡수

하는 물질을 통과하게 하는 원반형 장치로 2000 ~ 20000 rpm 가량의 회전속도

를 갖는다. 디스크 초퍼는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설계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

야 한다.

� 원하는 파장 이외의 파장이 시료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중성자 펄스간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크게 하여, 비탄성 산란을 측정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 입사되는 모든 파장 영역 내에서 임의의 파장을 임의의 펄스폭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사항에 따라 몇 개의 안을 선택한 후 몬테카를로 시늉내기를 통해 최적화 하

였고 다음 그림 2.3과 같은 디스크 설계를 하였다. 

2) 검출기 탱크 및 패널

DC-TOF에는 총 352개의 위치민감형 검출기(Position Sensitive Detector, 

PSD)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설계단계에서는 진공 탱크 안에 PSD 및 계

측회로가 모두 들어가는 안이었으나 이후 검토 및 제작단계에서 시료챔버는 진공으

로, 검출기 탱크는 He 가스를 채우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PSD가 설치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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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Al 윈도우로 막는 것으로 하였다. 하나의 패널에는 32개의 검출기와 이에 따

르는 계측회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3) 한일 공동 협력을 통한 데이터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착수

그림 2.4. DC-TOF data reduction 순서도.

중성자 산란 실험을 통해 측정되는 정보를 물리적 양으로 환산해야 하는데 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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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분광법 장치의 경우 측정되는 데이터 양이 대단히 많고 요구되는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더욱이 최근 측정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분석 기

법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아직 그 요구를 충족

시킬 정도로 개발되지 못했다.

일본의 파쇄 중성자원인 J-PARC의 물질생명과학그룹(Material and Life Science 

Facility, MLF)과 공동으로 데이터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하였고 2009년 배

포되었다. 

그림 2.4는 Raw Data로부터 물리적 량인 S(Phi, E)까지 변환시키는데 필요한 계

산 과정을 순서도로 그린 것이다. 

아래 그림은 그 처음 결과물로 비행시간 분광법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

법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측에서 개발하였다. 

그림 2.5. DC-TOF spectrum profiling program

나. 부품별 설계, 제작, 시험

1) 디스크 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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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번호 Disk 번호 회전 속도 (rpm) 직경 슬릿 수

Housing 1
1 200 ~ 20,000 680 mm 2
2 200 ~ 20,000 680 mm 2

Housing 2 3 1,000 ~ 12,000 680 mm 4
Housign 3 4 1,000 ~ 12,000 660 mm 4

Housing 4
5 1,000 ~ 20,000 600 mm 4
6 1,000 ~ 20,000 600 mm 4

표 2.4 DC-TOF 의 디스크 특성.

디스크 초퍼의 디스크는 아래 그림 2.6과 같은 모양으로 1,000 ~ 20,000 rpm으

로 회전하며 중성자를 단색화, 펄스화시킨다. DC-TOF에는 총 6개의 디스크가 4

개의 하우징 안에 설치된다. 중성자 입사방향에서 첫 번째와 네 번째 하우징에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2개의 디스크가 각각의 하우징에 들어가 있다. 

DC-TOF의 디스크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개념적으로 Housing 1번의 두 초퍼에서 중성자를 펄스화 시키고 2, 3번 Housing

의 초퍼는 Frame overlap을 제거하며 Housing 4의 두 초퍼에서 펄스를 단색화 

시킨다.

그림 2.6 Disk 1, 2 Drawing

가) DC-TOF 구동부 특성

� 분당 최대 회전수 : 20,000 rpm

� 분당 최소 회전수 : 200 rpm

� 회전시 phase 정확도 (@ 3% veto time)

� 1,000 ~ 15,000 rpm : ± 0.05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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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 ~ 18,000 rpm : ± 0.08 degree

� 18,000 ~ 20,000 rpm : ± 0.1 degree

� 정지시 위치 정확도 : ± 0.1 degree

� 회전방향 : 시계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

� Magnetic Bearing 사용

나) DC-TOF 디스크 특성

� 재질 : Carbon fiber in Epoxy

� Disk cut : Real cut

� 중성자 흡수물질 : Boron-10 in Epoxy

� 중성자 흡수물질 두께 : 디스크 양쪽에 각 0.55 mm 이상

� 중성자 투과율 : 1 Å 파장에서 1.0x10-7 이하 

C. DC-TOF 디스크 초퍼 시스템의 모터 제어

그림 2.7 디스크 쵸퍼 시스템의 Data Flow

각각의 디스크 및 모터는 모터구동 및 제어 콘트롤러와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콘

트롤러는 UPS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아 전기적 안정성을 유지한다. 모든 콘트롤러

는 초퍼 제어 및 모니터링 컴퓨터와 RS485 케이블로 연결되었으며 이 컴퓨터를 

통해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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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어링 콘트롤 

� accommodation of imbalance in specified ranges

� start-up과 유지보수를 위한 제어 및 진단 기능

� 진동 및 열적 로드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진동 제어

� 제어 진단 기능 탑재

라) 모터 콘트롤

� 회전 속도 범위 : 0 ~ 20,000 rpm

� 시계방향 및 반시계 방향 회전

� master/slave 방식의 operation

� 디스크 각 정렬 

� 0.5도 이하의 정밀도로 TDC signal 이용

� BNC connector로 TDC signal 이용

� re-phase time : 60 초 이하

� phase range : 0 ~ 360 도

마) Graphical Control and Monitoring Program

초퍼 콘트롤 PC에는 아래 그림 2.8과 같은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값들을 제어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각 초퍼 하우징의 진공도

� 각 모터 드라이브의 진동

� 각 모터 드라이브의 온도

� 각 디스크의 균형

� 초퍼의 회전 속도, 방향 및 phase

� 냉각수의 유량 및 온도 모니터링.

바) 원격 제어

장치 콘트롤 PC가 별도로 존재하면 이 PC와 초퍼 콘트롤 PC를 네트웍에 연결하여 

TCP/IP 통신을 통해 초퍼를 제어 할 수 있다. 원격 제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원격제어는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한다. 

� 시작/정지 제어

� 초퍼 회전 속도 및 방향 제어

� 정지 제어

� 초퍼 phase 제어

� phase lock indentification

� 필요시 중요 데이터에 대한 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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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Chopper Control GUI

사) 초퍼 하우징

그림 2.9 첫 번째 초퍼 하우징의 설계도



- 127 -

디스크 초퍼는 그림 2.9와 같이 진동 흡수를 위한 댐퍼 및 위치 조정을 위한 초퍼 

설치대 위에 설치된다. 또한 위의 어셈블리들은 다음에 설명될 초퍼 베이스 위에 

설치된다. 제조사인 Astrium GmbH에서는 초퍼의 회전에 의한 진동 전달을 차단

하기 위해 위해 1톤 이상의 중량물 위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고 DC-TOF 팀은 

각 3톤 이상의 중량을 가진 초퍼 베이스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초퍼 하우징은 내부의 디스크 및 모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중성자 유도관과의 

interface가 된다. 중성자 유도관 사이의 틈이 있을 경우 중성자를 잃게 되므로 이 

틈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특수한 초퍼 하우징 디자인을 고안하였다. 초퍼 하우징에서 

Al window로 표시된 부분으로 중성자가 통과하게 되며 이 윈도우에 최대한 가깝

게 유도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의해 93 mm의 유도관 틈이 생긴다. 만약 

그림에서와 같이 Al window가 설치된 부분의 housing을 깍지 않으면 134 mm의 

유도관 틈이 생기게 되고 이는 총 4조의 초퍼 하우징에서 약 150 mm 가량의 유

도관 틈을 줄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2) 집속형 유도관

그림 2.10 집속형 유도관을 이용한 성능 향상.

DC-TOF 장치는 설계 당시부터 초거울 유도관 및 집속형 유도관을 사용하여 장치

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냉중성자원으로부터 1차 분광기 전까지는 단면적 30 

mm(W) x 150 mm (H)의 m2 초거울 유도관이 이미 설치되었고 이후부터는 약 

12.5 m 에 걸쳐 집속형 유도관이 설치 된다. 이 집속형 유도관은 30 x 145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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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도관을 점점 집속시켜 마지막 유도관에서는 22 x 55 mm2의 단면적을 갖게 

된다. 이는 마지막 유도관에서 550 mm 떨어진 시료위치에서의 30 x 50 mm2에 

최대한의 중성자를 집속시키는 설계로 MCSTAS를 이용한 몬테카를로 시늉내기를 

통해 계산되었다. 그림 2.10은 집속형 유도관을 사용했을 때의 중성자 선속을 집속

형 유도관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중성자 선속과 비교한 Monte-Carlo시늉내기 

결과이다. 집속형 유도관을 사용할 경우 2.5 Å에서 최대 40%의 중성자 선속이 증

가한다. 그러나 8 Å 이상의 장파장에서는 오히려 중성자 선속이 감소하는데 이는 

초거울의 최대 m값이 3.0이기 때문으로 차후 m=3.0 이상의 초거울을 이용한 집속

형 유도관을 설치하게 되면 좀 더 높은 중성자선속을 갖게 된다.

집속형 중성자 유도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조상진 박사팀에서 제작되어 2012년 

1월에 설치되었다.

3) 검출기 탱크

그림 2.11 검출기 탱크 3차원 제작도.

검출기 탱크는 시료 챔버와 He 탱크로 구성되어 있다. (주)수력에서 제작을 맡았으

며 2008년 12월에 제작에 착수하여 2009년 8월에 하나로 냉중성자 실험동에 설

치되었다.

가) 검출기 탱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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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챔버는 직경 800 mm, 높이 800 mm의 실린더모양의 진공챔버로 5x10-5 

mbar에서 사용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시료챔버는 초퍼 및 유도관을 거친 중성자

가 통과하는 35 mm x 70 mm의 Al window 가 있으며 시료챔버와 He 탱크는 2 

mm 두께의 Al window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 

He 탱크는 높이 2.4 m, 반경 2.5 m의 실린더 모양이며 중성자 입사방향으로부터 

-95 도에서 140 도로 총 235도가 펼쳐저 있다.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

(STS304)이 대부분이고 중성자가 통과해야 하는 부분은 Al로 되어 있다.

나) 검출기 탱크 설계

검출기 탱크 설계시의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다.

- 총 352조의 1차원 위치민감형 검출기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위치민감형 

검출기는 두께 25 mm, 높이 2000 mm의 긴 실린더 모양이다. 32조의 위치민

감형 검출기와 이 위치민감형 검출기의 신호처리부는 패널에 고정된다. 따라서 

11개의 패널이 검출기 탱크에 설치 될 수 있어야 한다.

- 시료챔버는 5.0x10-5mbar 이하를 유지할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검출기 탱크는 압력탱크로 1.1 bar의 압력을 내부에 충진시켰을 때 누설이 없

어야 한다.

- 시료챔버의 중앙에서 검출기까지의 최단거리는 2500 mm로 유지한다.

- 탱크의 재질은 SUS로 하며 중성자가 투과되는 부분은 Al으로 한다.

- 중성자가 투과되는 Al window의 두께는 기계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 최소가 

되어야 한다. 

- 시료 챔버 및 검출기 탱크의 높이는 CG3 유도관의 빔 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그림 2.12 He Tank의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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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탱크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50 mm의 사각 SUS pipe로 아래 그림 2.12와 

같은 Frame을 제작하였고 상판, 하판 및 Al window 연결부는 frame에 용접하였

다. 

검출기 탱크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2 부분 - 1) 시료챔버와 He 탱크 사이의 Al 

window 1기 (1708x468 mm2), 2) He 탱크 외호의 Al Window (크기 

911x2168 mm) 11조에 대해서는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그 두께를 정하였다. 또한 

검출기 탱크 인양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 변형에 대하여서도 구조해석을 수행하

였다. 구조해석의 결과로 시료챔버와 He 탱크 사이의 Al window는 1 mm, He 탱

크 외호의 Al window에 대하여서는 0.5 mm의 두께를 정하였다.

그림 2.13 DC-TOF 검출기 탱크 도면 총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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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외부 window의 응력강도 분포 (PL+Pb)

그림 2.15 내부 window의 응력강도 분포 (PL+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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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인양 시 자중에 의한 변형1

다) 제작시 설계 변경 및 공장 테스트

� 시료 챔버를 제작하고 난 후 He 탱크와 결합하기 전에 시료 챔버의 진공시험을 

수행하였으나 1 mm 두께의 Al window에 파손이 발생하였고 Al window를 다

시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으나 또다시 파손이 발생하였다. 이에 1 mm 두께

의 Al window를 2mm로 설계변경하고 교체하였다.

� 외부 Al window는 고무 O-ring 및 볼트를 통해 He 탱크와 결합되며 최대 

1.1 bar를 견디어야 한다. He 탱크 내부의 압력을 1.1 bar로 상승시켰을 때 

Leak이 발생하였다. 이에 고무링 뿐만 아니라 Si gasket을 사용하여 He 밀봉

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였다. 

라) 설치

- 8월 24일 선행작업 

� 쎄오도라이트를 이용하여 검출기 탱크의 중심인 시료 센터를 확인함

� 탱크 설치 이전에 20t의 스테인레스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레벨을 측정함. 탱크 

바닥 지지대가 올라갈 총 6개 포인트에서의 레벨을 1481 mm ~ 1482 m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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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 레벨측정기 및 스페이서를 위치에 놓고 레벨을 측정함. 심플레이트를 놓고 

레벨을 맞춤.

- 8월 25일 설치 작업

� 오전 7시 정문에서 탱크 운송 트럭 및 수력측 직원과 만나서 정문을 통과하여 

하나로에 7시 20분에 도착함. 크레인을 이용하여 검출기 탱크의 부속 부품 및 

검출기 탱크 본체를 이송시킴. 9시경 검출기 탱크를 검출기 탱크 설치 위치 근

처에 안착시킴

� 이후 쎄오도라이트를 기존에 측정했던 중성자 입사 라인 선상에 설치하고 레벨

측정기를 설치함

� 쎄오도라이트 : 시료챔버의 중성자 입사 윈도우 및 시료챔버 센터를 중성자 

입사선상에 정렬하기 위함.

� 레벨측정기 : 시료탱크의 각 지점의 레벨을 측정하고 정렬하기 위함

� 검출기 탱크의 시료 챔버 센터를 미리 확인한 시료센터에 맞추고 탱크를 설치 

지지대에 내려 놓음. 이때 육안으로 검출기 탱크의 바닥이 중앙이 높고 끝으로 

갈수록 쳐져있음을 확인함. 

� 이후 아래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레벨러 및 서포터를 이용하여 탱크를 

설치함.

� 시료챔버의 윈도우 센터의 높이가 빔센터와 일치.

� 시료챔버 윈도우와 시료챔버의 시료위치가 중성자 입사방향에 잘 정렬될 것 

� 검출기 패널이 설치되었을 때 각 검출기 패널의 높이가 최대한 잘 맞을것

� 최종적으로 탱크 설치 결과.

� 시료챔버의 윈도우 센터의 높이가 빔센터와 일치함을 레벨측정기로 확인

� 시료챔버의 윈도우 센터와 시료챔버의 시료위치가 중성자 입사방향에 잘 정

렬됨을 쎄오도라이트로 확인

� 검출기 패널이 설치될 위치에서의 높이가 2.5 mm  이내에서 맞음을 확인

� 미리 측정된 패널 센터 위치와 설치후의 패널 센터를 비교하였을 때 그 오차

가 0.04도 이하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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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검출기 탱크 현장 설치 종료후 사진.

마) 검출기 탱크 현장 성능 테스트

검출기 탱크 설치 이후 진공테스트 및 누설률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

래와 같다.

그림 2.18 진공 테스트 결과(좌) 및 누설률 테스트 결과(우)

대기압에서 진공 테스트를 시작하여 26분 후 목표압력인 5.0x10-5 mbar에 도달하

였으며 5시간 이상 펌프를 가동한 결과 최저 6.04x10-6 mbar까지 압력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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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후 시료쳄버와 진공 펌프 사이의 게이트 벨브를 닫고 챔버

의 압력을 장시간 측정하여 누설률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누설률은 6.3 x 

10-5mbar․lit/sec이었다.

He 탱크는 28,000 liter의 내부 부피를 가지며 시료에서 산란된 중성자가 검출기

에 도달하기 전에 산란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He 가스를 95 % 이상 충

진시켜야 한다. 또한 background를 줄이기 위해 검출기 탱크옆면의 원호부는 모두 

0.5mm 두께의 폭 1 m 높이 2 m의 Al window가 11장이 붙어 있으며 앞에도 언

급했듯이 진공챔버와의 사이에 두께 2 mm의 Al window가 있으므로 압력에 취약

하다. 이를 위해 He 탱크는 1100 mbar의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으며 운전시는 

1050 mbar 이하에서 운전을 할 예정이다.

그림 2.19 He 충진 및 누설 테스트 개념도

He 탱크가 100 mbar 이하의 압력을 견딜 수 없으므로 He 충진은 아래와 같은 개

념으로 수행되었다.

� 헬륨 탱크에 100 bar의 He bombe를 연결하며 유량조절계를 통해 주입되는 

He 양 Q1을 조절한다.

� He은 대기보다 가벼우므로 탱크 상부로 주입한다.

� He 탱크에는 가스를 배기시키기 위한 oultet이 존재하며 여기에도 유량조절계가 

달려 있어 배기량 Q2를 조절한다.

� 탱크 내의 압력이 1050 mbar를 넘지 않도록 Q1과 Q2를 세팅한다.

� He tank내에 2개의 O2 센서를 달아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He 탱크 

내의 He 농도를 추산한다.

� He 탱크 내의 He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 되면  Inlet과 Outlet을 잠그고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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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탱크 내의 압력 및 산소 농도 변화를 측정한다.

지속적으로 He 농도를 증가시켜 농도가 93.5 %도달 한 후 He 공급을 중단시키고 

inlet과 outlet을 잠그고 난 후 26일간 산소 농도의 변화와 압력의 변화를 보았다.

검출기 탱크가 위치한 하나로 냉중성자동의 온도는 17 ~ 21 도 사이의 변화가 있

었으며 이에 따라 탱크의 압력도 1015 ~ 1052 mbar까지 변화하였으나 2기의 산

소 농도 측정기를 통해 측정한 산소 농도는 0.1% 이상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농도 변화 : O2  : 1.3 ± 0.1 %

He  : 93.5 ± 0.5 %

압력 변화: 1015 ~ 1052 mbar()

위의 테스트를 수행 한 후 자동화된 He 공급 및 배기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그 개

념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20 He 탱크의 He 충진 및 배기 시스템 설계

총 4조의 He bombe가 연결되며 Regulator 및 유량계(Flow meter)를 통해 Tank

에 주입되는 He 양을 조절한다. 또한 배출부분에도 Flow meter가 존재하여 배기

되는 공기의 최대량을 조절하도록 한다. 

� 탱크 내의 압력이 1050 mbar 이상이 될 경우 스위치를 통해 He 공급을 중단

시키고 He탱크내 공기를 배출시킨다. 이 경우 1030 mbar가 되면 He 배기를 

중지한다.

� 탱크내의 압력이 1010 mbar 이하가 될 경우 스위치를 통해 He 배기를 중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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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He 공급을 재개한다. 이 경우 1030 mbar가 되면 He 공급을 중단시킨다.

� Flow meter는 최대 50 lit/min 까지 조절할 수 있다. 수차례의 테스트 결과 30 

lit/min으로 inlet과 outlet의 최대 유량을 설정 할 경우 무리없이 He을 충진시

키고 유지시킬 수 있었다.

4) 검출기 패널

1조의 검출기 패널에는 32개의 검출기 및 이에 대한 신호처리 보드가 설치되며 검

출기 탱크에 결합시키게 된다. 

검출기 패널의 전면에는 검출기가 부착되며 후면에는 계측회로가 고정된다. 그림 

2.21은 검출기 패널을 검출기 패널 툴에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위해 지면에 수직

으로 패널을 세웠을 때의 사진이다. 총 3기의 계측 보드가 있는데 상부와 하부의 

보드 2조는 검출기 신호 증폭 및 신호처리부이고 중간의 1조가 검출기 계측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TCP/IP 통신을 통해 DAQ PC로 전송하는 디지털 신호 

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부이다. 

차후 검출기 사이의 cross-talk을 방지하고 검출되지 않은 중성자가 패널을 통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d sheet를 패널 전면 및 검출기 사이에 설치할 것이다.

그림 2.21 검출기 패널에 계측회로가 결합되고 회전형 

패널 툴에 설치되어 직립한 모습

마) 1차원 위치민감형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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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1차원 위치민감형 검출기 도면.

DC-TOF는 최대 352조의 1차원 위치민감형 검출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냉중성자 시설기반 구축 및 이용기술 개발“과제 범위상 모든 검출기를 구

매하지 못하고 총 57조의 위치민감형 검출기(Position Sensitive Detector - 

PSD)를 일본의 제작회사인 도시바로부터 구매하였다. 

검출기 내부는 총 6 bar의 3He 가스 및 기타 가스로 충진되어 있으며 SUS pipe 

안에 밀봉되어 있다. Pig tail wire가 양 끝단에 있어 신호처리부와 연결된다. 양 

끝단에 약 2000 V의 고압이 걸릴 수 있다. 총 검출 길이는 2000 mm 이고 직경

이 25.4 mm 이다.

5) 차폐

냉중성자원으로부터 발생한 중성자는 시료에 산란되기까지 공기, 초퍼, 유도관, 시

료 등에서 산란되어 감마선 혹은 중성자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산란되는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해 DC-TOF 장치는 모든 부분에 걸쳐 방사선 차폐가 되어 있다.

가) 쵸퍼 베이스

4조의 초퍼 하우징에 맞춰 4조가 제작된 쵸퍼 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1) 디스크 초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선(감마선 및 중성자) 차폐

2) 쵸퍼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쇠시키는 중량물

쵸퍼 베이스는 금속 Casemate 안에 금속이 함유된 중콘크리트와 B4C  분말을 넣

고 응고시켰다. 총 무게는 3~4 톤 가량이며 밀도는 3.5 이상이다. 시료쳄버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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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운 4번을 제외한 1, 2, 3번 초퍼 베이스는 철재 casemate를 사용하였다. 시료챔

버에 가까운 4번 베이스는 SUS casemate를 사용하였으며 차폐체 내부에 자성체

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번호 규격 (길이x너비x높이) casemate 재질 중콘크리트용 함유물
1 1196 x 1600 x 641 Steel 철근, B4C 분말
2 1140 x 1500 x 641 Steel 철근, B4C 분말
3 1140 x 1500 x 641 Steel 철근, B4C 분말
4 1290 x 1500 x 641 STS 납볼, B4C 분말

표 2.5 초퍼 베이스 규격 및 특성.

나) 쵸퍼 차폐체

그림 2.23 왼쪽에서부터 1, 2, 3번 초퍼 베이스 및 초퍼 차폐체.

초퍼의 디스크 표면에는 Boron을 함유한 필름이 발라져 있으며 여기서 중성자가 

흡수되며 이에 따라 감마선을 방출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1번과 4번 초퍼 차폐체

인데 비탄성 측정을 할 경우 1번 초퍼에서, 탄성 측정을 할 경우는 4번 초퍼에서 

입사되는 중성자의 99% 이상을 흡수하므로 대량의 감마선을 차폐해야 한다. 초퍼 

베이스와는 달리 차폐체 두께를 크게 할 수 없으므로 밀도가 큰 납을 녹여 금속 

Casemate 속에 응고시켰다. 초퍼 베이스와 마찬가지로 4번 초퍼 차폐체의 경우는 

시료환경장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자성체인 STS로 casemate를 제작하였다.

방사선 차폐에 필요한 납의 두께는 MCNP 계산을 통해 확정는데 첫 번째 및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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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초퍼의 경우 두께가 150 mm 이면 차폐체 표면에서의 선량을 10 mSv/h 이하

로 줄일 수 있으므로 첫 번째와 마지막 초퍼 차폐체의 납 두께는 150 mm로 하였

다. 상대적으로 감마선 발생량이 적은 2, 3번 초퍼의 경우는 그 두께를 50 mm로 

하였다. 또한 중성자 차폐를 위해 초퍼 차폐체 내부에 5 mm 두게의 B-rubber를 

설치하였다. 

그림 2.24 STS casemate로 제작된 4번 

초퍼 베이스 및 초퍼 차폐체.

그림 2.25 납의 두께에 따른 방사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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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집속형 유도관 차폐 결합도

집속형 유도관 차폐는 철제 casemate에 밀도 3.5의 중콘크리트 및 B4C 분말 넣고 

응고시켜 제작하였다. 총 21조로 되어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유도관 차폐체에서부

터 마지막 초퍼 직전까지를 둘러 쌓아 집속형 유도관에서 발생하는 중성자 및 초퍼 

radiation을 차단한다. 또한 초퍼 차폐체도 둘러 쌓기 때문에 초퍼 차폐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림 2.27 집속형 유도관 차폐체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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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집속형 유도관 

차폐 가조립.

그림 2.29 집속형 유도관 차폐 설치.

집속형 유도관 차폐는 마지막 초퍼 앞에서 끝나는데 이는 마지막 초퍼와 검출기 탱

크 사이의 공간이 부족하여 집속형 유도관 차폐체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속형 유도관은 기존에 설치된 유도관 차폐체 및 초퍼 차폐체, 초퍼 베이스와 간

섭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우선 casemate만 제작된 상태에서 가조립을 수행하

였다(그림 2.28). 가조립을 수행한 후 간섭사항을 해결하고 중콘크리트 및 기타 첨

가물을 첨가한 후 설치하였다(그림 2.29, 2.30). 

라) 검출기 탱크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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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검출기 탱크 

차폐의 기본 개념.

검출기 탱크 차폐는 두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시료 챔버 및 검출기탱크에서 발

생하는 중성자와 감마선이 외부로 누출되는것을 막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의 

중성자 및 감마선이 특히 검출기에 영향을 주어 백그라운드를 높이는 것을 막는 것

이다. 검출기 및 시료챔버 전체를 100t의 PE 및 5t의 B-rubber 로 둘러 쌓았다

(그림 2.30). PE 내부체 5t의 B-rubber를 볼트로 고정한 후 PE를 미리 설치된 

검출기 탱크 차폐 설치용 구조물에 고정시켰다. 

그림 2.31 검출기 탱크 차폐체 구조물 설치 

모습

PE의 경우 그 크기가 최대 3000 mm x 1200 mm x 100 mm 로 그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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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g에 달하며 탱크를 전후좌우로 둘러 쌓아야 한다. 또한 PE 차폐체가 검출기 

탱크에 하중을 가하면 탱크가 변형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PE 차폐체가 검

출기 탱크에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검출기 탱크 주위에 철제 구조물

을 제작하여 설치한 후 이 구조물에 PE를 결합시키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그림 2.32 검출기 차폐체 설치 구조물 상판 공사중.

그림 2.33 검출기 탱크 차폐 설치 완료 후.



- 145 -

6) 기타 제작

가) 장치 셔터

그림 2.34 장치 셔터.

냉중성자원에서 DC-TOF 장치까지 중성자 초거울 유도관이 중성자를 수송하는데 

필요에 따라 중성자 및 감마선을 막기 위해 3기의 셔터가 설치되어 있다. 장치 셔

터 이외의 2가지 셔터는 아래와 같다.

냉중성자 인출부에 설치된 Main shutter : 중성자 및  감마선 차폐. 냉중성자 전체

를 On/Off 시킨다. 

2차 셔터(Secondary shutter) : 중성자 차폐. 냉중성자원에서 31 m 지점에 위치

하고 있으며 5mm B-rubber를 이용하여 차폐한다.

장치 셔터는 DC-TOF 장치 작업을 위해 중성자 빔을 차단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림 2.35와 같은 방사선 차단부를 가지고 있으며 공압에 의해 움직여 중성자를 통

과시키거나 방사선을 차단한다. 

그림 2.35 장치 셔터의 방사선 차단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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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패널 및 PE 차폐체 설치 스테커

검출기 탱크에 검출기 패널을 설치할 경우와 검출기 탱크의 PE 차폐체중 검출기 

패널 뒤에 붙는 차폐체를 설치 혹은 해체 할 경우에 이용하기 위하여 스테커를 제

작하였다. (그림 2.36)

다) 회전형 패널 툴

검출기 패널은 그 높이가 2 m 를 넘어가고 구조적으로 강하지 않고 고가인 검출기 

및 계측회로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작업을 돕기 위한 회전형 패널 툴을 제작하였다. 

회전형 패널 툴은 이동가능하며 패널을 360도 회전 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지

면에 수평/수직으로 고정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2.36 설치 스테커를 이용한 PE 

차폐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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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회전형 패널 툴 

다. 중성자 선속 측정 및 TOF 스펙트럼 측정

1) 중성자 선속 측정

장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중성자 선속(단위시간, 단위면적당 중성자량) 및 스

펙트럼(중성자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였다.

λ 

˟ ˟ ˟

˟ ˟ ˟

표 2.6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을 통해 계산한 CG3 유도관에서의 중성자 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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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2차 셔터 및 장치 셔터에서의 

중성자 선속 분포.

중성자 선속은 CG3 유도관의 2차 셔터 및 1차분광기 시작점-장치 직전의 유도관

-의 두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유도관 종단의 단면에 해당크기의 종이를 부착하고 

수평방향의 중심선에 대하여 약 5mm 간격으로 총 6개의 금선을, 수직방향으로는 

20mm 간격으로 9개의 금선을 설치함으로써 폭 20mm, 높이 160mm 면적의 입사 

중성자 빔 분포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65시간동안 금줄 조사 후 중성자방사

화분석범으로 중성자속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6에 요약되어 있으며 각 금

줄에서 계산한 공간 분포는 그림 2.36에 나타나 있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은 중성자 스펙트럼의 무게중심(center of mass)를 정확하게 

알아야 중성자 선속을 계산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스펙트럼의 무게중심을 정확

하게 알 수 없으므로 MCSTAS 프로그램을 이용한 Monte-Carlo 시늉내기를 수행

하여 스펙트럼을 예측하였다. 표 2.6의 simulation flux는 몬테카를로 시늉내기를 

수행하여 계산한 중성자 선속이다. 그림 2.38은 금줄 방사화 방법으로 측정한 중성

자 선속의 공간분포이다. 2차 셔터는 곡선 가이드(Curved guide)의 끝단에 위치하

므로 이 위치에서의 중성자선속이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나, 장치 셔터는 곡선 

가이드 이후 직선 가이드가 44 m 이상 진행한 위치에 있으므로 이 위치에서의 중

성자선속의 공간분포는 상당히 균일하다.

2) 스펙트럼 측정

DC-TOF 장치의 스펙트럼을 얻기 위하여 아래 그림 2.39와 같이 초퍼 및 진공 중

성자빔 패쓰, 검출기를 설치하였다. 초퍼는 사진에 보이지 않고 초퍼차폐체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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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었다

.
그림 2.39 TOF 방법을 이용한 스펙트럼 측정 설치.

 

스펙트럼 측정시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Chopper-Detector 거리를 3.405m로 함

� Chopper-Detector 사이에 진공경로 사용 (진공인 경우와 공기층을 지나는 두 

가지 경우 측정)

� Chopping frequency는 50Hz로 고정 (20ms 간격으로 측정)

� Chopper 앞에 직경 1mm Cd 슬릿 설치

� Time resolution : 10us

� Detector bias voltage : 1,300V

� MCS timing offset < 10㎲ 

그림 2.40은 스펙트럼 측정 결과를 몬테카를로 시늉내기 결과와 같이 보여준다. 분

포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시늉내기 결과의 최대값을 스펙트럼 측정에서의 최대

값으로 규격화 하였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시늉내기에서는 최대 중성자 선속을 

갖는 파장이 2.2 Å였으나 스펙트럼 측정에서는 2.6 Å였으며 실제 스펙트럼 측정값

이 시늉내기에 비해 장파장에서 높은 중성자선속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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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DC-TOF 중성자 스펙트럼 측정 결과(Measured) 및 몬테카를로 

시늉내기값(Calculated)와의 비교.

라. DC-TOF 신호처리부 개발

DC-TOF 계측회로는 11 Panel 352조의 PSD의 신호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Panel 단위로 개발되고 있으며, PSD 신호처리회로는 전치증폭기와 신호정형기및 

12 비트 ADC회로로 구성되어 있는 증폭기부, PSD의 위치정보, 비행시간 정보, 

PSD ID,epoch time 등을 하나의 event data format으로 만들기 위한 PSD 로직

회로부, 생성된 event data를 수집하여 PC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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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개발된 PSD 증폭기. 증폭기 이득은 1 V/pC이며, 펄스 정형은 

Unipolar/Bipolar 모두 사용가능하다. 변환시간이 1us인 고속 12 비트 ADC를 내장하고 

있으며, 시스템 불감시간이 5 μsec 로 설정하여 약 200K events/s 까지 event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신호증폭기는 위치검출기 양단에 위치하여 검출기의 미약한 신호를 초기 증폭시키

고 정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기존 외국 장비(J-PARK, ILL)의 증폭기와 차별되

고, 시스템이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면서, 노이즈를 최소화 하도록 증폭부에 직접  

고속 AD 변환회로(1 us 변환시간, 12비트 분해능)를 장착하고, 뒷단에 연결되는 

디지털 신호처리부와는 LVDS를 이용하여 인터페이스 하였다.

그림 2.42  개발된 위치검출기 로직 모듈

위치 검출기 신호증폭기와 LVDS 규격으로 인터페이스 되며, 변환된 AD 값을 전달

받아서 TOF(Time-of-Flight)를 위한 디지털처리를 담당한다. 1개의 위치검출기 

로직 모듈은 4개의 PSD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로직 모듈은 1개의 

FPGA로 구성되며, DC-TOF event format에 따라, Panel 및 PSD ID, PSD 양단

에서 측정되는 2개의 12 비트 ADC 값, 500 ns 분해능을 가진 24 비트 TOF 값, 

그리고 1 sec 시각 분해능을 갖는 32 비트 Epoch time을 생성하여, 뒷단에 연결

되는 DSP와 인터페이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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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PSD 로직 모듈은 1개의 DSP에 인터페이스하여, 총 32 PSD의 데이터를 수

집하여 호스트 PC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TCP/IP 규격에 따라  약 50M bps속도를 

갖고, 총 14바이트로 구성되는 DC-TOF 데이터 포맷을 PC로 전송되며, 입사된 

중성자의 위치 판독 및 분석은 리눅스 환경의 PC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11개의 명령어를 갖는 DC-TOF용 통신 프로토콜을 완성하여, 리눅스환경의 사용

자용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제작된 PSD 증폭회로부와 PSD로직 회로부는 그

림 2.43에 나타낸 PSD신호처리용 prototype보드를 개발하여 그 기능들을 검정하

였으며, 데이터 전송용 프로그램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그림 2.43 PSD 신호처리 및 전송을 위해 개발된 DSP 및 

PSD prototype 보드 

개발된 DC-TOF 신호처리회로의 특성을 구하기 위해실제 DC-TOF 의 규격과 유

사한 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PSD 전하 시뮬레이터를 자체 개발하였다. PSD 양

단에서 나오는 신호와 같이 신호의 크기 비율과 쵸퍼에서 나오는 트리거 신호 주기

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신호처리회로의 특성을 규격화하고 

검출기 없이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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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위치민감형 검출기 및 계측회로를 DC-TOF장치에 결합시키기 위한 패널 2조가 제

작되었으며 그중 1조에 계측회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다음에 기술할 데이

터 획득 소프트웨어를 가동시켜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마. DC-TOF 데이터 획득 Software 개발

그림 2.45 DC-TOF DAQ Softare 구조

총 11 Panel 352조의 검출기와 각 패널당 1개씩 설치된 계측회로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획득 소프트웨어 경북대학교 김홍주 교수

팀과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데이터 획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

을 결정하였다.

� Main control의 시작 요청에 의해 계측을 시작

� 11개의 panel의 DSP들로부터의 event data가 Main DAQ에 저장

� 데이터 저장 포맷 : ROOT format

� Main control는 server 모드로, Main control은 GUI(Graphical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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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client 모드로 작동

총 11개의 DSP는 데이터 수집 전산장치인 MainDAQ와 통신하며 데이터를 전송한

다. Main DAQ의 제어는 또 다른 전산장치인 MainControl에서 이루어진다. 

MainDAQ와 MainControl은 Linux운영체제에서 가동되며 DAQ 및 DAQ 제어 프

로그램은 PyRoot Framework을 이용한 Python으로 작성되었다. 개발된 아키텍쳐

의 다이어그램은 그림 2.45와 같다.

Main DAQ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DSPthread는 각각의 DSP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받아 ROOT format으로 저장

하고 샘플링된 일부 데이터를 display를 위해 Main Control로 보낸다.

� Ctrlthread는 Main Control로부터 계측명령어들을 받아 각각의 DSP들로 보낸

다.

이에 대해 Main Control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Main DAQ로 부터의 샘플링 테이터를 받아 display를 위한 그림(histogram)을 

만든다.

� GUI로부터 계측명령어들어 받아들여 Main DAQ에 전달한다.

� GUI에 display를 위한 그림을 초당 1번씩 업데이트한다.

데이터 획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이미 작년에 개발된 DC-TOF 계측회로 및 

검출기와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 multi DSP들로 부터의 데이터를 서로 충돌없이 하나의 ROOT 파일에 저장

� single panel에서 초당 160K events의 전송

그림 2.46 DC-TOF DAQ Software Main Control 구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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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일 공동 협력을 통한Data Reduction/Analysis Software 개발

2007년부터 DC-TOF 팀과 일본 J-PARC의 MLF(Material & Life Science 

Facility) 그룹은 공동으로 비행시간 분광법을 이용한 비탄성 중성자산란장치의 데

이터 해석 및 분석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왔다. 공동으로 데이터 해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기존의 외국 장치들은 histogram으로 raw data를 저장하고 이 histogram을 읽

어서 데이터를 처리하였으나  DC-TOF와 JPARC의 산란장치들은 Raw data가 

event recoding 방식으로 저장되고 이를 software에서 읽어서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 처리 방식이 요구된다. 

� 4차원의 S(Q, ω)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데이터 사이즈가 매우 커서 수 

Gbyte의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당시까지 영국 ISIS 등에서 개발된 데이터 

해석 소프트웨어는 다른 시설의 장치에서 사용하기 힘들었으며 많은 면에서 비

효율적이었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DC-TOF는 2003년 CNRF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개발이 시

작되었고 일본에서는 2002년 J-PARC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4SEASONS와 

AMATERAS등 2기를 포함한 다수의 비행시간분광법 비탄성 산란장치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양국의 개발진들은 2007년 7월의 회의에서 데이터 해석 및 분석 소프

트웨어의 공동 개발에 합의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아래의 6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

동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 기본 데이터 해석 프로그램 - ISIS의 Homer 

� 장치 정보 시각화 프로그램

� 1D, 2D, 3D 데이터 시각화 및 데이터 해석 프로그램 - ISIS에서 제작한 

MSLICE 류

� 실험 조건 최적화 프로그램

� 단결정 정렬 프로그램

� 진보된 데이터 해석 프로그램 - multiple scattering correciton, multiple 

phonon correction, simulation 연동 데이터 해석 프로그램 등.

한일 양국의 개발팀은 일본 KEK에서 개발한 수치 해석 Library인 

Manyo-library를 기반으로 하여 비행시간 분광법 데이터 해석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고 2년간의 공동 개발을 통해 데이터 해석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1

차 완료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JPARC의 산란장치인 4SEASONS와 

AMATERAS의 데이터 해석에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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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한일 공동 개발 데이터 해석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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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C-TOF 광학 부품의 설치

가. 장치 셔터 및 제어부 

냉중성자원에서 DC-TOF 장치까지 중성자 초거울 유도관이 중성자를 수송하는데 

필요에 따라 중성자 및 감마선을 막기 위해 3기의 셔터가 설치되어 있다. 장치 셔

터 이외의 2가지 셔터는 아래와 같다.

� 냉중성자 인출부에 설치된 Main shutter : 중성자 및  감마선 차폐. 냉중성

자 전체를 On/Off 시킨다. 

� 2차 셔터(Secondary shutter) : 중성자 차폐. 냉중성자원에서 31 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5mm B-rubber를 이용하여 차폐한다.

그림 2.48 장치 셔터의 본체의 방사선 차단 블록.
장

치 셔터는 DC-TOF 장치 작업을 위해 중성자 빔을 차단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장

치 셔터는 DC-TOF의 1차분광기에 들어오는 중성자빔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해 준

다. 또한 전광판을 통해 셔터의 개폐 여부를 장치 외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림 2.48과 같은 방사선 차단부를 가지고 있으며 공압에 의해 움직여 중

성자를 통과시키거나 방사선을 차단한다. 

장치 셔터 본체는 그림 2.48처럼 구성되어 있다. 차폐부는 5mm 두께의 보론 러버

와 50 mm 두께의 납으로 이루어졌으며 차폐부가 LN 가이드 위에서 공압에 의해 

움직인다. 공압 실린더는 차폐부 위에 위치한다. 차폐부가 움직일 때 양단의 스위치

를 On-Off 시키는데 이에 따라 전광판의 표시가 바뀐다. 장치 셔터 본체는 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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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위치하여 가동중에는 밖에서 볼 수 가 없고, 전광판을 통해서만 개폐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49 장치 셔터 본체.

그림 2.50 DC-TOF 셔터 전광판.

셔터가 열러 중성자빔이 장치에 입사되면 붉은 LED의 ON이 밝혀지며 셔터가 닫혀 

중성자빔이 장치에 입사되지 못하게 되면 푸른 LED의 OFF가 밝혀진다. ON-OFF 

중간 혹은 이상이 발생하여 셔터가 중간에 멈추게 된다면 ON, OFF가 모두 밝혀지

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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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장치 셔터 제어부.

그림 2.51은 장치 셔터의 제어부를 보여준다. Open, Close 단추를 통해 장치 셔터

의 개폐를 조절하는데 위의 스위치가 OFF가 되어 있으면 현재 상태에서 변동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원이 끊기거나 압축공기의 공급이 끊겼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장치 셔터가 

닫히게 된다.

그림 2.52 장치 셔터 스위치 결선

도.

그림 2.52는 장치 셔터와 전광판 사이의 결선도를 보여준다. 좌측이 Open 스위치

이며 우측이 Close 스위치이다. 백색과 녹색이 Open switch에 적색과 흑색이 

Close switch에 연결되어 있다.

나. 장치 슬릿 및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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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장치 슬릿 설치도.

장치 슬릿은 초퍼 및 유도관을 거쳐 단색화, 펄스화된 중성자 빔이 시료에 입사되

기 전 그 크기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시료가 중성자 빔의 면적보다 작을 경

우 시료에 산란되지 않는 중성자 빔은 그 자체가 모두 background 역할을 하게 되

므로 시료의 크기에 맞게 빔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치 슬릿은 

유도관의 가장 끝단 이후, 시료 챔버와 모니터 앞에 설치되었다. 총 4개의 보론 

Plate가 그림 2.53에서 보이는 슬릿 하우징 내에서 움직이며 입사되는 중성자를 흡

수한다. 보론 Plate는 각자의 스텝 모터에 의해 구동되며 엔코더 없이 리미트 스위

치로만 제어된다. 리미트 스위치는 모터당 3개-Home, Forward, Backward-가 

연결되어 있다. 

모터 배선(PK225-PB) 리미트 스위치 배선(3A125VAC)

핀 핀 연결 핀 핀연결

A A A C(HOME)

B A.COM B C(FORWARD)

C A/ C C(BACKWARD)

D B D No

E B.COM E No

F B/   

표 2.7 장치 슬릿 모터 및 스위치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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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는 오리엔탈 2상 스텝 모터(모델명 PK225-PB)를 사용하였으며, 모터 컨트롤

러는 Galil사의 8축 모터 컨트롤러(DMC-2182)를 사용하였다. 컨트롤러는 

TCP/IP로 장치 제어 소프트웨어에 연결된다.

모터 및 리미트 스위치 배선은 표 2.7와 같다.

컨트롤러 축번호 슬릿 방향 1mm 이동에 필요한 펄스 수 Home 스위치 위치.

1 좌 3185 13.9 mm

2 우 3185 14.1 mm

3 상 3194 34.0 mm

4 하 3194 33.7 mm

표 2.8 장치 슬릿의 축의 특성. 

갈릴 모터 컨트롤러에서는 1번부터 4번의 축을 사용하며 현재 5~8번은 사용되지 

않는다. 슬릿 앞부분(빔 입사방향)에서 봤을때 좌, 우, 상, 하로 각각 1,2,3,4번을 

사용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장치 슬릿에는 엔코더가 없으므로 위치 제어는 1축당 설치된 3

개의 스위치중 Home 스위치를 이용한다. 1 mm 이동에 필요한 펄스 수와 각 축의 

슬릿 센터부터 Home 스위치까지의 위치는 표 2.8에 나타나 있다.

자세한 구동 방법은 뒤의 장치 슬릿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 모니터 시스템 제작 및 설치.

모니터 시스템은 장치 슬릿 다음에 설치되어 시료에 입사되는 중성자의 선량을 를 

계측하는 시스템으로, 모니터 본체, amp 모듈, 카운터로 구성되어 있다. 본체 및 

amp모듈은 원자력 연구원의 문명국 박사팀이 제작하였으며 카운터는 ULS3023 2

채널 카운터를 사용한다. 시료에 의해 산란되기 전의 중성자 선량을 계측하는데 몬

테카를로 시늉내기에 의해 초당 103~106개의 중성자가 모니터를 지나간다고 예측

된다. 모니터에 의해 계측된 중성자는 시료에 의해 산란 될 수 없으므로 그 효율을 

0.1% 정도로 줄여 대부분의 중성자가 통과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초당 

1~100 개의 중성자를 검출하며, DC-TOF의 한번 실험에 걸리는 시간이 수 시간 

단위 이므로 한번의 실험당 1,000 개 이상의 모니터 카운트가 나온다고 예측 할 

수 있다.

모니터는 알루미늄 박스내에 N2와 CF4가스를 3:7의 비율로 섞어 만들며 박스 내

의 압력은 1기압이다. 이 상태에서 측정 효율은 대략 0.1%이다. 모니터 안의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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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에 고전압은 1200 V를 걸며  amp module의 discrimination level은 300 

mV이다.

모니터 제어 프로그램은 역시 Python와 PyQt4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ULS3023 카운터는 3가지 측정 모드를 지원한다. Timer모드는 지정된 시간동안 

측정하는 것이며, count 모드는 지정된 카운트 만큼만 측정하는 것이고, rate 모드

는 1초마다 측정된 값을 기록한다. 본 소프트웨어는 count모드를 사용하며 소프트

웨어에서 카운터에 약 1초에 한번 query를 보낸 후 송신되는 값을 받는다. Rate 

모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측정 시작과 끝을 제어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DC-TOF같은 장치는 모니터 측정값이 지정된 값보다 크면 측정을 멈

추고 새로운 측정을 하거나 다음 측정으로 넘어가므로 count 모드로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모니터와 amp는 외부의 전기적인 노이즈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전기적으로 절연

시켜 설치하였고 장기적인 가동 테스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보았다. 제어 

소프트웨어는 DC-TOF control PC에 설치되어 있으며 역시 ethernet을 통해 카

운트와 통신한다. 실제로 ULS3023 카운터는 ethernet 통신을 지원하지 않고 

RS232 통신을 지원하므로 RS232-Ethernet 변환기가 중간에 매개역할을 한다.

라. 집속형 초거울 유도관 설치

DC-TOF는 중성자를 집속하기 위해 타원형 집속형 초거울 유도관을 첫번째 초퍼

에서 시료챔버 앞단까지의 12.0 m에 걸쳐 설치하였다. 집속형 유도관은 유도관의 

높이 및 너비가 타원형으로 축소되어 넓은 단면적을 갖는 중성자 빔을 좁은 단면적

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중성자 초거울을 이용하여 중성자의 손실을 줄인다. 

DC-TOF에 설치된 집속형 초거울 유도관은 초거울의 m값이 최대 2.3 정도이다.

아래 표 2.9 에는 집속형 유도관의 각 섹션별 크기를 보여준다.

표 2.9에서 C1_2는 첫번째와 두번째 초퍼 하우징 사이의 유도관을 의미하며 마지

막 C4_S는 마지막 초퍼에서 시료 챔버 사이의 유도관이고, SC는 장치 셔터와 첫번

째 초퍼 하우징 사이의 유도관이다. 집속형 유도관이므로 입구보다 출구가 높이와 

폭이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타원형이므로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정도가 커지므로 

곡률이 커지고 따라서 중성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C3_4와 C4_5 유도관은 길이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그림 2.54, 2.56은 2012년 1월의 집속형 초거울 유도관을 설치하고 정렬하는 모

습이다. 2011년 1월 임시로 설치하여 정렬하였으며, 디스크 초퍼 설치 이후 레이

저 트래커를 이용하여 유도관을 정렬하였으며 정렬 정밀도는 100 um정도이다. 정

렬 후 진공펌프에 연결하여 1.2x10-1mbar의 진공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

로 집속형 유도관의 설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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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집속형 유도관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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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길이   위치 입구 높이   입구 너비 출고 높이 출구 너비
Sh-C1 0.00 0.00 145.00 30.00 145.00 30.00
C1_2 300.00 300.00 145.00 30.00 144.96 30.00
C1_2 700.00 1000.00 144.96 30.00 144.55 29.95
C1_2 630.89 1630.89 144.55 29.95 143.79 29.86
C1_2 300.00 1930.89 143.79 29.86 143.30 29.80
C2_3 300.00 2230.89 143.30 29.80 142.73 29.73
C2_3 1000.00 3230.89 142.73 29.73 140.19 29.44
C2_3 1000.00 4230.89 140.19 29.44 136.65 29.04
C2_3 1000.00 5230.89 136.65 29.04 132.02 28.51
C2_3 770.51 6001.40 132.02 28.51 127.64 28.02
C2_3 300.00 6301.40 127.64 28.02 125.73 27.81
C3_4 300.00 6601.40 125.73 27.81 123.69 27.59
C3_4 484.20 7085.60 123.69 27.59 120.12 27.21
C3_4 500.00 7585.60 120.12 27.21 116.04 26.77
C3_4 500.00 8085.60 116.04 26.77 111.51 26.30
C3_4 500.00 8585.60 111.51 26.30 106.49 25.80
C3_4 500.00 9085.60 106.49 25.80 100.89 25.24
C3_4 500.00 9585.60 100.89 25.24 94.62 24.65
C3_4 500.00 10085.60 94.62 24.65 87.52 24.01
C3_4 500.00 10585.60 87.52 24.01 79.39 23.31
C3_4 300.00 10885.60 79.39 23.31 73.86 22.87
C3_4 150.00 11035.60 73.86 22.87 70.88 22.64
C3_4 150.00 11185.60 70.88 22.64 67.72 22.40
C3_4 150.00 11335.60 67.72 22.40 64.36 22.16
C4_S 100.00 11435.60 64.36 22.16 61.99 22.00
C4_S 100.00 11535.60 61.99 22.00 59.51 21.83
C4_S 100.00 11635.60 59.51 21.83 56.89 21.66
C4_S 50.00 11685.60 56.89 21.66 55.53 21.57
C4_S 50.00 11735.60 55.53 21.57 54.13 21.49
C4_S 50.00 11785.60 54.13 21.49 52.68 21.40
C4_S 38.50 11824.10 52.68 21.40 51.53 21.33
       
SC  345.3 145 30 145 30

표 2.9 집속형 유도관 섹션별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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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집속형 유도관 높이. 첫 번째 초퍼 하우징 다음 위치가 0.0임.

그림 2.56 집속형 유도관 설치 모습.

4. 디스크 초퍼 설치 및 테스트.

가. 디스크 초퍼 개요.

디스크 초퍼는 냉중성자원에서 입사된 중성자빔을 단색화, 펄스와 시켜서 비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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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이다. 최대 20,000 rpm으로 회전하는 원반으로 표면

에 중성자를 흡수하는 B을 입혔으며 좁은 홈을 파서 그 부분이 중성자를 통과시기

고 나머지는 중성자를 흡수하도록 한다. 중성자를 흡수하면 방사선(감마선)을 방출

하기 때문에 주위를 납차폐체로 둘러서 차폐한다.

그림 2.57 DC-TOF 1차 분광기 개요도.

디스크 초퍼는 2008년 11월 독일의 EADS Astrium사에서 제작하도록 계약되었으

며 2011년 6월에 1차 설치되었다. 설치 후 고속 회전 초퍼인 2번 초퍼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하였으며, 또한 캐나다의 SKF에서 제작한 초퍼 컨트롤러의 내부 로

직에 문제를 발결하여 모든 컨트롤러를 수리하였다. 이후 2012년 1월에 재설치하

였다.

디스크 초퍼는 그림 2.57과 같이 총 6개의 디스크가 총 4기의 Housing에 설치되

어 있으며 초퍼 1,2와 초퍼 5,6은 각기 하나의 하우징에 서로 50 mm의 간격을 두

고 반대방향으로 회전한다. 각각의 초퍼에는 고속회전을 위한 모터와 온도 게이지, 

자세제어 게이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우징마다 진공게이지가 연결되어 

있다. 고속회전을 위해서는 0.03 mbarr 이하의 압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하우징

마다 각각 1개씩의 터보펌프가 연결되어 있다. 

1) 디스크 초퍼 제작 및 공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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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업무수행목록

5월 2일
공장 방문, 육안 검사 및 치수검사, 진공 부품 및 전원부 연결 확인. 차페

체와의 간섭사항 확인. 저속 가동 시험

5월 3일
Referrence signal  시험. 초퍼간 phase 동기화 확인.

중속 가동 시험.

5월 4일
Parking 테스트, 전원 정지 시험, 진동시 정지 시험, 고온시 정지 시험, 진

공 파괴 시험, 고속 가동 시험, 디스크 초퍼 설치 논의, 

5월 5일 최고속도 68시간 운전 시험 시작, 디스크 초퍼 설치 논의.     

5월 6일 최고속도 68시간 운전 시험

5월 7일 최고속도 68시간 운전 시험 종료. 정리 회의. 

5월 8일 귀국.

표 2.10 디스크 초퍼 공장 승인 테스트 일정.

디스크 초퍼의 제작 및 가동테스트가 종료된 후 소지용 박사가 2011년 5월 2일에

서 9일까지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승인 테스트(Factory acceptance test)를 

수행하였다. 공장 승인 테스트에는 디스크 초퍼 제작, 설치 책임자이자 소프트웨어 

담당자인 B. Spiegelhalder와 하드웨어 엔지니어인 U. Keller가 같이 수행하였다. 

공장 테스트의 절차는 다음 표 2.10과 같다.

제작 공장에서는 안정상의 이유로 초퍼 전체를 알루미늄 박스 안에다 설치하고 테

스트를 수행하였다(그림 2.59).  5월 2일의 치수검사를 통해 디스크 초퍼의 납차

폐체와 초퍼와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MS 커넥터 사이에 간섭이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한국으로 귀국하여 납차폐체를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디스크 초퍼 컨트

롤러 랙의 전원 입력은 3상 4선식 최대 380 V인것을 확인하여 귀국후 수정하기로 

하였다. 

디스크 초퍼 가동중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상 상황에서 디스크 초퍼 시스

템이 제대로 대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수행하였다. 

� 갑자기 전원 공급이 끊겼을 경우(전원 정지 시험), 

� 냉각수 등의 문제로 디스크 초퍼 온도가 제한값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고온

시 정지 시험), 

� 진동이 발생하여 정상 운전이 불가능 할 경우(진동시 정지 시험), 

� 진공도가 갑자기 기준 압력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진공 파괴 시험)

을 수행하였으며 모두 정상적으로 종료되었고 다시 시작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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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8 디스크 초퍼 가동 테스트시 스

핀들 모션 확인.

또한 이 방문 전에 하나로 실험동 전경을 포함한 자료를 작성하여 디스크 초퍼가 

냉중성자 실험동에 반입될 때 부터 설치될 때 까지의 이동 경로 및 작업 환경을 양

자간에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디스크 초퍼의 최고 회전속도에서 68시간동안 정지

하지 않고 운전하는 시험을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그림 2.59 디스크 초퍼 공장에서의 시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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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스크 초퍼 설치

2011년 6월 말에 디스크 초퍼의 설치를 위해 Astrium의 B. Spiegelhalder와 U. 

Keller가 방문하였다. 이때의 작업 순서는 아래와 같다.

� 실험동 내 트럭베이에서 배송된 디스크 초퍼 부품 및 악세사리 확인

� 실험동 안으로 옮겨 베이스 플레이트 교체 및 댐퍼 부착 작업(그림 2.60).

� 디스크 초퍼 이동 및 디스크 초퍼 설치대에 설치.

� 디스크 초퍼 컨트롤러 랙 및 제어 PC 이동 및 설치 및 전원 연결.

� 디스크 초퍼 컨트롤 및 제어를 위한 컨트롤 라인 연결.

� 레이저 트래커를 이용하여 디스크 초퍼 정렬.

� 디스크 초퍼 가동 시작 및 callibration

� 디스크 초퍼 가동 테스트 및 20,000 rpm 72시간 가동 시험.

그림 2.60 설치 준비중인 디스크 초퍼 1, 2번 하우징.

2011년 7월 2일까지 2주에 걸쳐 설치 및 시험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리고 이후 여러 파장 및 Phase에서의 안정적인 가동을 확인 하였으나 7월 18일 2

번째 디스크 초퍼에서 비상정지가 발생하여 고장난 초퍼를 제조사로 보내어 수리하

였으며 또한 컨트롤러 내의 제어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였다. 그리하여 2012년 

1월에 디스크 초퍼 설치가 완료되었다. 도면상의 위치를 정한 후 레이저 트래커를 

통해 초퍼를 설치하였으며 각각의 초퍼에 컨트롤러 케이블을 연결하였고 각각의 하

우징에 터보펌프를 연결하였다. 또한 초퍼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냉각수를 연결하

였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한 3상 4선식 변환기를 제작,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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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1 설치 직후의 초퍼 1&2.

3) 디스크 초퍼 구동 및 구동 테스트.

2012년 1월 초퍼 컨트롤러 재설치 이후 3000, 5000, 10000, 12000 rpm에서 초

퍼의 위상을 바꿔가며 계속 가동 테스트를 하였다. 가동 초반에는 가끔 UPS Fail 

Error가 발생했으나 어느 정도 안정화 된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디스크 초퍼의 컨트롤러를 구동시킨 후 컨트롤 소프트웨어를 시작하면 그림 2.63과 

같은 화면이 뜨면서 디스크 초퍼를 구동시킬 수 있다. 초퍼 구동 모드는 

1)Master/Slave mode와 2)Asynchronous mode가 있다. 1)번의 경우는 지정된 

마스터 초퍼(DC-TOF)에서는 1번 초퍼를 기준으로 다른 초퍼들이 움직이며 다른 

초퍼들의 속도는 마스터 초퍼의 1:1, 1:2, 1:3, 1:4 등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2)번

의 경우는 각각의 초퍼의 회전수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나 phase를 제어할 수 

없으므로 실제 중성자 산란 측정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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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 초퍼 컨트롤러.

메인 콘트롤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 초퍼의 회전수, phase, 회전 방향, 현재 상태, 

온도 등을 확인하고 지정할 수 있다. 

디스크 초퍼를 구동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3,000 에서 4,000 rpm 사이에서 발생

하는 공명현상이다. 디스크 초퍼는 magnetic bearing을 이용하여 디스크를 부상시

킨 후 회전시키는데 회전축이 고정되지 않으므로 그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공명이 

발생하면 회전축의 deviation이 다른 경우에 비해 매우 커지는데 특정 값을 넘어갈 

경우 자동으로 초퍼 가동이 정지된다. 특히 두개의 초퍼가 하나의 하우징 안에서 

움직일 경우 서로 공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1&2번 초퍼가 그러하다. 우

선은 3,000 ~ 4,000 rpm으로 회전수를 고정시키는 것을 피해야 하며, 초퍼를 그 

이상으로 회전시키기 위해 가속시킬 때 시간차를 두어 가속시켜 더블 초퍼가 모두 

공명 회전수 영역에서 회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디스크 초퍼의 테스트 성공은 다음으로 평가 할 수 있다.

� 가동 중간에 멈추지 않아야 함.

� Veto ratio가 99.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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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진공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아야 함.

여기서 Veto ratio는 각 초퍼의 회전 위상의 정확도가 주어진 값(0.05 도~0.1도)

를 넘어가지 않는 회전수가 전체의 99.9%이상이라는 듯이다.

디스크 초퍼 설치 이후 현재까지 약 2개월동안의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테스트되고 있다.

그림 2.63 DC-TOF 디스크 초퍼 메인 컨트롤 소프트웨어 구동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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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치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개선

가. DC-TOF 통신 연결 및 소프트웨어 개발 개요.

DC-TOF의 장치 제어 소프트웨어는 크게 검출기로부터의 중성자 계측을 제어하는 

데이터획득 소프트웨어, 초퍼를 제어하는 초퍼 제어 소프트웨어, 모니터 제어 소프

트웨어, 장치 슬릿 제어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를 통합하여 제어하는 통합제어 소프

트웨어가 있다. 이중 초퍼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디스크 초퍼 제작사인 EADS 

Astrium사에서 제작하였으며 Windows XP에서 구동되는 디스크 초퍼 제어 PC에

서 구동되고, 다른 소프트웨어와 통신하지 않는다. 

그림 2.64 DC-TOF 통신 연결도.

초퍼를 제외한 장치 제어 소프트웨어는 DC-TOF개발팀 내에서 자체 개발되었으

며, 장치 테스트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다. 모두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로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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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Q Server Software DAQ Client Software

� 최대 11개의 DSP 제어 및 데이터 

교환.

� DSP 데이터를 처리하여 DAQ 

Client Software로 보내줌.

� DAQ Client Software의 명령을 

받아 측정의 시작   및 종료 제어.

� Raw data, Log 저장.

� 이용자로부터 측정 시작/종료 명령을 

받아 DAQ server Software에 전

송.

� DAQ Server   Software의 현 상태

를 받아 이용자에게 게시.

� DAQ Server로부터 데이터를 전송

받아 그래프를   그려줌.

표 2.11 DAQ Software 기능 요약.

졌으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PyQt4, 그래프 출력은 matplotlib, 수치 해석부

분은 numpy 및 scipy, RS232 통신은 pyserial을 이용하였으며 TCP/IP 통신은 

파이썬 자체 라이브러리인 socket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위의 라이브러리는 모

두 opensource이며 무료이고 Windows, Linux, MacOSX를 지원한다. 앞에서 말

했듯이 초퍼는 자체 구동제어 PC가 있으며 별도의 데이터획득 Server(DAQ 

Server)를 통해 검출기 신호처리부와 통신한다. 장치 제어의 심에는 DC-TOF 제

어 피시(DC-TOF control PC)가 있어 데이터 획득 서버 및 기타 주변 장치(슬릿, 

모니터, 시료환경장치)등과 통신한다. 데이터 획득 서버와 제어 피시는 Ubuntu 

Linux에서 구동된다.

DC-TOF 네트웍 구성의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DC-TOF 네트웍은 절대 외부 네트웍에 연결하지 않는다.

� 검출시스템의 DSP는 DAQ Server와만 통신한다. 

� DAQ Server는 DSP 및 DCTOF Control PC와만 통신한다.

� 초퍼와 셔터를 제외한 부품들은 DC-TOF Control PC와만 통신한다.

이렇게 한 이유는 DAQ Server에서 DSP와 통신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과부하 및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다. 

나. 데이터 획득 소프트웨어 개선

데이터 획득 소프트웨어는 DAQ Server Software와 DAQ Client software로 구

성되며 그 기능은 아래 표 2.11 와 같다.

DAQ Server Software가 구동되면 DAQ Client 및 검출기부의 DSP와 통신하기 

위한 전용 Thread를 시작한다. DAQ Client Software가 구동되었음이 확인되면 



- 175 -

Command Type 기능 정상 응답 비정상 응답.
SDC G DSP 설정 ACQ  

SLD G LLD value 설정 ACQ  
BDA G 측정 시작 ACQ  
IRF I 현재 DSP 상황 파악. IRF  

IRB I Buffer 상황 읽기 IRB  
ISD I 측정 종료 IRF  
IRD G 현재 측정 데이터 전송 IRD ACQ

RDC G DSP 설정값 읽기 RDC ACQ
RLD G LLD 설정값 읽기 RLD ACQ
SCB G 버퍼 메모리 삭제 ACQ  

SCT G Epoch time set ACQ  
RSV G 시스템 정보 및 버젼 읽기 RSV  

표 2.12 DAQ Server에서 DSP로 보내는 Command 및 Response 리스트. Gtype: BDA 

명령을 통해 데이터측정웅에는 작동 안함. I-Type: 동작상태에 관계 없이 즉시 반응함.

각 DSP마다 1개씩 최대 11개의 DSP통신 Thread가 시작되며 DAQ Client 

Software의 명령에 따라 측정을 시작하거나 멈춘다. 

그림 2.65는 DAQ Server Software가 구동된 모습을 보여준다. 구동되면 주요한 

실행 과정 및 결과를 보여주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저장시킨다. 

그림 2.65 DAQ Server 구동 모습.

표 2.12에는 Data Acquisition Server 프로그램과 DSP 사이의 통신 명령어가 요

약되어 있다. 

Data Acquisition Software에서 보내는 Command 및 Response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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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DC-TOF Event data format

{PID} {SID} Command {Variable}

형식을 갖는다.

여기서 PID는 1~11 까지의 값으로 패널 ID이며 SID는 {1~32}까지의 값으로 각 

패널마다의 1차원 PSD의 ID이다. Command는 앞에 설명하였으며 {variable}은 

각 command나 response마다 추가로 전송하는 값들이다. 자세한 것은 기술보고서

에기술되어있다. 

중성자 신호가 검출되면 DSP는 아래와 같은 포맷으로 DAQ Server software에 

전송한다. 중성자 검출 이벤트 데이터는 총 14바이트이며 각각 아래 표2.13와 같

은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 STX는 식별자로 모든 이벤트에서 0x03값을 갖는다. ID는 각 PSD의 ID이

다. TOF는 중성자 측정시 기준 시간에 대한 비행시간으로 500 nsec unit이며, 비

탄성 측정시의 에너지 변화량으로 변환된다. PL 및 PR은 위치 정보이고, Epoch 

time은 측정 명령 후 지난 시간을 초단위로 기록한다. 

DSP는 2개의 버퍼를 가지고 각 이벤트를 저장하고 있다가 버퍼에 쌓인 이벤트의 

갯수가 지정된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를 DAQ Server로 전송한다. DAQ Server

는 이 데이터를 raw data로 저장하고, python의 numpy array로 변환시킨후 DAQ 

Client software로 전송한다. 뒤에 설명될 DAQ Client software는 이 array를 받

아 garbage값인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 후 histogram으로 저장하고 그래프를 그

려준다. 

DAQ Client software는 DC-TOF control PC에서 구동된다. 역시 Python으로 

작성되었으며 데이터 측정 시작과 종료를 명령하고 측정중인 데이터를 Histogram

화하여 보여준다. 

DAQ Server와 DAQ Client software간의 통신은 DSP와 DAQ Server간의 통신

과는 다른데, 후자는 command를 c-type 구조체로 만든 후 문자열화 하여 보내지

만 전자는 python의 pickling을 이용하여 문자열화하여 보낸다. C-type 구조체의 

장점은 데이터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송이 빠르다는 것이고, python pickling의 

장점은 데이터 양은 크지만 python에서 처리하기 쉽고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서 

내부 데이터 포맷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즉 이 경우는 unpickling

만 하면 형변환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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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6 DAQ Client Software 구동 모습.

다. 부품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1) 슬릿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그림 2.67 슬릿 정지시(좌)와 슬릿 이동시(우)의 슬릿 제어 소프트웨어 구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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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색 현재 상태 버튼을 누르면 하게 되는 동작

검은색
슬릿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

슬릿 컨트롤러와 연결. 연결이 성공
하면 파란색 버튼으로   전환.

파란색
슬릿 컨트롤러와 연결되어 있으
나 위치값이 초기화 되지 않아 
슬릿 위치를 움직이지 못함

위치값 초기기화하고 작동 가능상
태로 세팅. 성공하면   녹색 버튼으
로 전환.

녹색 슬릿 컨트롤러 작동 대기  

빨간색 슬릿 컨트롤러 작동중.  

보라색 Limit 스위치 작동.
슬릿 위치를 좌,우,상,하로 각각 
10, 10, 25, 25 mm로 이동시킴. 
성공하면 녹색 버튼으로 전환.

표 2.14 슬릿 컨트롤러 주버튼및 동작.

장치 슬릿 제어 소프트웨어는 DC-TOF 컨트롤 PC에 설치되며 모터 컨트롤러인 

DMC-2182와 ethernet을 통해 통신한다.

슬릿 제어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숫자는 슬릿이 모두 닫혔을 때를 0으

로 하고 좌/우/상/하로 얼마나 열렸는지를 나타낸다. 즉 그림 2.67의 좌측 그림에서 

Left, Right, Top, Bottom 옆에 나타나는 숫자는 현재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5 

mm씩, 위, 아래로 각각 10 mm씩 열려서 좌우로 10 mm, 상하로 20 mm 가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검은 바탕의 LED창은 현재 값을 나타내며 흰바탕의 spin button

은 설정값을 나타낸다. Spin button을 통해 값을 설정한 후 [Set] 버튼을 누르면 

슬릿의 위치가 이동한다. 

컨트롤 윈도우의 오른쪽 버튼은 주제어 버튼으로 그 색은 현재 상태를 나타내며 버

튼을 누르면 현재 상태에 따른 동작을 하게 된다(표 2.14).

 

DC-TOF의 장치 슬릿에는 엔코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컨트롤러가 시작 될 

때 현재위치를 파악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알고 있는 슬릿 센터와 Home 

Switch간의 거리를 이용한다. 컨트롤러에 “HM”명령어를 주면 지정된 방향

(“CN” 명령어를 통해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으로 home switch를 발견할 때 

까지 움직인다. Home 스위치를 발견하면 멈추게 되는데 이때의 위치를 0으로 잡

는다. 장치 슬릿을 임의의 위치로 이동시킬 때는 내부적로는 home switch의 위치

를 기준으로 하여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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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그림 2.68 DC-TOF Monitor Control 

구동 모습.

모니터 제어 소프트웨어는 ULS3023 컨트롤러와 통신하여 현재의 모니터 측정값을 

읽는다. 모니터 측정값은 단지 측정값으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검출기 데이터 획

득을 제어하는데도 쓰이므로 모니터 계측을 시작 할 때 최대 계측값을 주어 계측을 

시작한 후 총 측정한 모니터 카운트가 최대 계측값을 넘어가면 통합제어 소프트웨

어에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ULS 카운트가 제공

하는 3가지 측정 방법(Rate mode, count mode, timer mode)중 count 모드를 

이용한다.

6. 데이터 해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비행시간 분광장치는 많은 수의 위치민감형 검출기를 이용하여 비행시간 측정을 하

므로 그 데이터가 복잡하고 용량이 방대하다. 또한 이 데이터를 4차원의 에너지-

운동량 공간에서의 동역학 함수로 환산해야 하므로 데이터 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

하다. 이를 위해 DC-TOF 개발진은 2007년부터 일본 J-PARC과 함께 비행시간 

분광법 비탄성 산란장치의 데이터 처리를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09년 

성공적으로 1차 배포를 마쳤고 이후 J-PARC의 실험 데이터 분석에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이때 개발된 방법은 중성자 검출 이벤트를 8byte(J-PARC)이나 

14byte(DC-TOF)의 이진 파일의 흐름으로 저장하며, 데이터 환산(Data 

Reduction) 및 분석(Data Analaysis)를 위해서는 이를 읽어 4차원의 histogram

으로 변환시킨다. DC-TOF 개발진은 histogram으로 변환하지 않고 event 형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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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자체 개발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기존의 histogram 

방법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 더 정밀한 데이터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2.69 이벤트 데이터 처리 데이터 흐름.

그림 2.69는 이벤트 데이터 처리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보여준다. 중성자 검출 이벤

트를 저장하는 raw data format은 이후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처리용 이벤트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시켜 준 후 데이터 환산(Data Reduction) 작

업을 수행한다. 이후 분말이나 액체 시료의 경우는 운동량의 크기에만 의존하는 물

리량을 가지므로 (E, |Q|)의 변수를 갖는 이벤트 데이터로 변환하며, 단결정의 경

우는 운동량의 방향성에 의존하는 물리량을 측정하므로 (E, h, k, l)의 변수를 갖는 

이벤트 데이터로 변환한다. 모든 이벤트 데이터는 이벤트 데이터끼리의 4칙연산 및 

규격화(normalization)을 지원하며 모든 연산에서 에러 전파(error propagation)

을 자동적으로 수행한다.

실제 데이터 해석을 위해 J-PARC의 4SEASONS에서 측정한 1차원 반강자성체인 

CuGeO3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그림 2.70은 이벤트 데이터로 처리하여 

l=0.5 근처에서 발생하는 반강자성 자기 들뜸과 스핀갭을 보았다.

그림 2.71은 4차원 S(Q, E)의 3차원 슬라이싱을 그래프로 표현해주는 소프트웨어

의 구동 모습이다. 이소프트웨어는 측정 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4차원 공간에서 

탐색할 수 잇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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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0 21.5 meV에서의 스핀 갭 측정.

그림 2.71 4차원 S(Q, E)의 3차원 슬라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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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C-TOF 검출기 측정 테스트

DC-TOF의 검출기 및 계측회로는 외부로부터의 중성자신호와 DC-TOF 장치에서 

계측하는 중성자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 100 mm 두께의 PE와 5 mm 두께의 보론 

러버로 차폐한다. 그러나 차폐체 안에서 백그라운드를 측정하면 그 값이 매우 낮은

데 그렇게 되면 검출기 및 계측회로의 정상 가동을 확인하거나 이상 상황을 파악하

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차폐체 외

부에서 장기간 백그라운드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동이 

확인된 후 차페체 내부에 검출기 및 계측회로를 설치하여 백그라운드 측정을 수행

하였다.

 

가. 차폐체 외부에서의 백그라운드 측정 및 성능 시험

그림 2.72 차폐체 외부에서 백그라운드 측정.

차폐체 외부에서 백그라운드를 측정하며 검출기 및 계측회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

였고 작동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얻을 수 있었다.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DC-TOF 주위에 검출기 및 계측회로를 설치 한 후 지속적

으로 측정하였는데 이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백그라운드를 측정할 경우 주변 장치의 상황에 따라 백그라운드 값은 매우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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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원자로 정지시에는 일정한 값을 보이는데 57개의 검출기에서 초당 20

개 정도의 백그라운드값을 보여준다. 이는 검출기당 0.35 neutron/sec/PSD 이고, 

검출기 m2당 7.0 neutron/sec/m2의 백그라운드를 갖는 것이다.

이 백그라운드 측정을 통해 Panel마다 검출기에 거는 최적의 고전압값을 얻었는데 

먼저 제작된 PN2의 경우는 1300 V, 나중에 제작된 PN3의 경우는 1280 V이다. 

이는 HV 공급기에 설정되는 값으로 실제 값과는 약간 다른데 PN2의 경우는 1575 

V, PN3의 경우는 1545 V 정도의 전압이 실제 걸리게 된다

또한 백그라운드 측정을 통해 discrimination level을 500에서 3500으로 정하였으

며 장기간 측정을 통해 위치, epoch time등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2.73 PL, PR신호와 이를 통해 계산한 위치.

그림 2.73은 2개의 패널에서 측정한 PL, PR신호와 이 신호로부터 측정한 중성자 

검출 위치이다. 백그라운드 신호이므로 측정 가능한 채널을 보기 위한 것으로 정확

한 위치는 차후 위치 보정 측정을 통해 계산될 것이다.

위치는 PL, PR신호를 이용하여 PL/(PL+PR)*scaling factor를 통해 구해진다.

아래 그림은 PSDID와 위치를 2차원으로 그린 그림으로 총 57개의 검출기마다의 

위치 채널값을 보여준다. PSD 마차 측정 채널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 보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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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차폐체 외부에서의 백그라운드 측정을 마친 후 검출기 탱크 차폐

체 안에 넣어 백그라운드 측정을 계속하였다.

그림 2.74 PSDID와 위치 채널(100 channel max).

나. 차폐체 내부에서의 백그라운드 측정

차폐체 내에서의 백그라운드 측정은 디스크 초퍼의 기준 신호를 검출기에 입력한 

경우와 입력하지 않은 경우의 두가지가 있다. 2012년 1월 디스크 초퍼가 설치되고 

가동되기 전에는 디스크 초퍼 신호가 입력되지 않아 비행시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없었다. 

차폐체 내부에 검출기와 계측회로를 설치하고 백그라운드를 측정 할 경우는 주변 

장치의 영항은 거의 받지 않고 원자로 가동에 따라 0.2 neutron/sec/m2(원자로 

가동시) , 0.1 neutron/sec/m2(원자로 정지시)의 백그라운드를 보여준다. 5개월 

이상 장기간 테스트를 수행하여도 이 값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통해 계측회로의 

안정적인 가동을 확인하였다. 프랑스 ILL의 IN5의 경우는 백그라운드가 1.0 

neutron/sec/m2이하라고 발표되었으며 이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로 백그라운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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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좋다고 보여진다.

그림 2.75 백그라운드 측정.

그림 2.76은 디스크 초퍼를 8,000 rpm으로 회전시키면서 첫번째 초퍼의 

reference 신호를 기준으로 검출된 중성자의 비행시간(time-of-flight)를 측정한 

데이터이다. 8,000 rpm으로 회전하는 초퍼는 7.5 msec마다 기준 신호(3V TTL)

를 계측회로의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스(DSP)에 주게 되며 이 신호를 받은 DSP는 

신호의 입력시간과 중성자 계측시간의 차이를 시간 태그(TAG)를 달아 전송한다. 

이에 따라 비행시간은 7.5 msec를 넘을 수 없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7.5 msec를 

넘는 비행시간이 기록된 중성자 검출 이벤트는 매우 적다. 7.5 msec을 넘는 신호

는 전기적인 노이즈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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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6 8,000 rpm 초퍼와 연결시 백그라운드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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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C-TOF 빔 테스트

가. 빔테스트 

DC-TOF를 이용하여 비탄성 산란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6개의 디스크 

초퍼의 Phase를 맞추어야 한다. 각 디스크의 phase는 1번 초퍼 윈도우가 가 열려

있는 시간에 대하여 각각의 초퍼들이 열리는 시간을 말하며 DC-TOF의 디스크 초

퍼는 10 나노초 단위로 페이즈를 조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제 페이즈 측정

은 각각의 초퍼 디스크에 설치된 센서로 측정하므로 실제 초퍼값 윈도우의 페이즈

와 측정하는 페이즈값이 다르다. 이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 1번, 5번 초퍼를 회전

시키고 2번 초퍼의 페이즈를 변경시켜 검출기에 최대 카운트가 나오는 위상값을 통

해 2번 초퍼의 페이즈값을 고정 시킬 수 있다.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여 6

번, 3번, 4번 페이즈를 맞추고자 하였다.

그림 2.77 빔테스트에서 측정한 위치 데이터

시료는 바나듐 sheet를 사용하였으며 57조의 PSD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페이즈를 맞추었다. 우선 아래 그림은 바나듐 시료에 대한 위치 측정값이다. 바나듐

은 incoherent scattering cross-section 값이 매우 크므로 모든 산란각에 대해 

거의 동일한 산란강도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검출기에서 신호가 발생하며 이를 이

용하여 검출기등을 calibration 하는데 사용된다.  1번 패널은 32번부터 63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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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가 설치되었고, 2번 패널은 71번부터 93번까지 검출기가 설치되었다. 위치

는 검출기에서 측정한 PL값과  PR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정확하

지 않은 대략적인 값으로 차후 정밀한 측정으로 통해 보정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time-of-flight 신호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2.78 in-beam 시험에서 측정한 time-of-flight

초퍼의 회전 속도는 10,000 rpm으로 매 6 밀리초마다 1번 초퍼에서 회전 신호가 

발생하며 이는 계측된 중성자 검출 신호의 비행시간을 0으로 초기화한다. 다라서 

비행시간은 6,000 usec 이상을 넘을 수 없는 데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데이

터는 1, 2, 5번 초퍼만을 회전시킨 상태에서 측정하였으며 따라서 단색화 되지 않

은 백색빔이 된다. 

나. 바나듐 시료 측정을 통한 장치 성능 평가

DC-TOF의 장치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1) 단색화된 빔을 확인하고 2) 바나듐 시

료를 사용하여 모든 검출기 측정 영역에서 건전한 스펙트럼이 검출되는 지를 확인

해야 한다. 단색화된 빔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격자상수를 아는 물질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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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DC-TOF의 1차원 검출기 array에 Debey-Scherrer ring 이 생성되는 것을 

보고 입사 중성자의 파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가장 좋은것은 

YIG(Yttrium Iron Garnet)같이 격자상수가 크며 많은 Bragg peak를 보이는 것이

나 이번 시험에서는 Al sheet, TiO2 Powder를 이용하여 파장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Al sheet는 Bragg 피크가 보이는 특정 지점을 제외하고는 중성자를 거의 투과

시키므로 시료 캔에 많이 사용된다.

두가지를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 우선 Al 시료캔 안에 바나듐 시트를 넣고 측정하였

다. 아래 그림 2.79에서 보이는 두 Peak는 각각 (1,1,1), (2,0,0)에서 보이는 것으

로 이를 통해 입사 중성자 파장이 2.447 Å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2.79 Vanadium + Al sheet 측정 결과.  
 

아래 표 2.15은 위의 데이터를 얻을 때의 초퍼 설정값이다. 

μ

μ

표 2.15 입사 파장 2.447 Å에서의 초퍼 설정값. 위상 offset은 초퍼 내부의 위상 센

서와 파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값임.

입사중성자 파장을 확인 한 후 각각의 PSD에서의 얻은 비행시간 데이터를 ħ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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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하였다(그림 2.80) 

그림 2.80 비행시간 데이터를 에너지 변화값으로 변환한 그래프. 

기대했듯이 검출된 모든 검출기에서 거의 동일한 위치에 탄성 피크(elastic peak)

이 보였다. 그리고 특정한 운동량 지점에서의 스펙트럼을 계산했을 때 다음과 같았

다(그림 2.81). 

그림 2.81 |Q|= 3.23 Å에서의 스펙트럼

Least square fit을 통해 에너지 분해능이 1.0 meV인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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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성자 에너지 대비 7.3 %였다. 이 데이터 측정때까지는 검출기 탱크 내부가 

He가스로 충진되지 않았으므로 탄성 피크 주위에 넓은 데이터가 보인다. 

이후 TiO2 분말을 이용하여 4.0 Å의 입사 파장을 확인하였다. 초퍼 5, 6번의 디스

크에는 각각 2종류의 슬릿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가이드 폭과 같은 25 mm 폭의 슬

릿이고 하나는 50 mm 폭의 슬릿으로 전자는 고분해능을 위해, 후자는 고중성자속

을 위해 설치되었다. 고분해능 모드와 고중성자속 모드 각각에서 4.0 Å의 초퍼 설

정은 아래 표 2.16에 나타나 있다.

μ

μ

표 2.16 입사 파장 4.0 Å에서의 초퍼 설정값. 위상 offset은 초퍼 내부의 위상 센서

와 파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값임.

단색화된 중성자빔이 입사하였을 때의 중성자선속을 금박 방사화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4.0 Å의 고분해능 모드에서 1.3x104 n/sec/cm2의 중성자 선속을 측정

하였다. 고중성자선속 모드에서는 직접 측정하지 않았으나 고분해능 모드보다 검출

기에서 검출된 중성자가 2.7배 증가하였으므로 고분해능 모드의 중성자선속이 

3.5x104 n/sec/cm2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독일 FRM2의 TOFTOF의 약 1/3 가량

이며 예측 중성자선속 4.0x104 n/sec/cm2에 거의 근접한 값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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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C-TOF 결론 및 향후 계획

가. 개발 결과

2003년 7월부터 “냉중성자 시설구축 및 이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DC-TOF는 개념설계 및 상세설계를 마치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

여 2012년 3월까지 개발을 수행하였다.

예산 및 장치개발의 난이도로 인해 DC-TOF 장치 개발은 장치의 100%완성이 아

닌 50%완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번 과제년도의 목표는 1) 부품별 제작 및 테스

트 완료, 2) 데이터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이다. 앞에서 상술하였듯이 디스크

초퍼 및 집속형 유도관 설치, 검출기 57조 및 계측회로 설치, 주요 기계 부품 제작 

및 설치, 주요 부품 성능 테스트 및 빔테스트가 완료되었으며 바나듐, 알루미늄, 

TiO2 측정을 통해 장치 건설의 성공을 확인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

이터 해석 S/W 를 일본과 공동개발하여 그 결과물은 이미 J-PARC의 데이터 해

석에 쓰이고 있으며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발도 완성되었다.

나. 잔여 업무 및 향수 성능 향상 방안.

DC-TOF의 과제 목표가 장치 완성 대비 50%완성이므로 앞으로 DC-TOF를 이용

자에게 개방하기위해서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검출기 확충

디스크쵸퍼 비행시간 분광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다음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1) 파장 및 분해능을 장치 성능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음 

2) 한꺼번에 넓은 E-Q 영역을 동시에 측정 할 수 있음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다수의 검출기를 구비 한 경우에만 가능한 데 DC-TOF는 

352개 검출기가 설치 가능하나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57개의 검출기만 구비하고 

있으며 이는 장치 성능에서 가장 큰 제약조건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의 전 세계

적인 He3 공급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그나마 시장에 나와 있는 

He3가스의 양에도 제한이 있어 구비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행히 2015년부터 한국

에서도 He3가스가 생산 될 예정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틔일 전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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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치 성능 시험(commissioning)

DC-TOF의 바나듐 시료 및 분말시료를 이용하여 초퍼의 회전수 및 위상에 따른 

입사 파장과 이에 따른 분해능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spurous peak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야 할 초퍼 configuration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적어도 2, 3, 5, 7, 8, 10 A의 입사 파장에서 낮은 분해능과 높은 분해능에서 안전

하게 쓸 수 있는 초퍼 configuration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분해능을 확인

해야 한다.

그리고 DC-TOF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와 감마선을 측정하여 방사선량률을 6.5 

uSV/h 이하로 줄이며 DC-TOF장치에 들어오는 백그라운드를 줄여야 한다.

다) 시료환경 장치 및 Radial Collimator 확충

다양한 환경에서 물질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저온, 극저온, 고자장, 고온 등의 

시료환경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시료환경장치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

할 수 있도록 radial collimator를 구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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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구목표 대비 연구개발성과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 Cold-TAS 주요 부품 제작, 
현장 설치

45 % 장치 전부분 설치 여부, 제작도면

� Cold-TAS 성능 시험 5 %
현장설치 종료 여부, 중성자속 및 
기준 시료 측정 결과, 관련논문발표

� DC-TOF 부품별 제작 20 %
장치 부품 설치 여부, 
제작결과보고서, 제작도면

� DC-TOF 제작 부품 현장 
설치 및 테스트

20 %
현장설치 종료 여부, 장치 테스트 
결과, 관련논문발표

� DC-TOF 데이터 해석 
software 개발

10 % 기술보고서, 관련 논문 발표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개발

 

 ○ Cold-TAS 주요 부품 
제작, 현장 설치

 
○ Cold-TAS 성능 시험

- 주요 중성자 광학 부품 제작, 
설치

- 주요 기계 부품 제작, 설치
- 검출기 계통 제작 설치
- 장치 제어 프로그램 설치

- 시료 위치 중성자속 측정
- 기준 시료 동역학 측정

□ 냉중성자 
산란장치 
DC-TOF 
개발

 ○ DC-TOF 부품별 
제작 

 

○ DC-TOF 데이터 해석 
S/W 개발

- 디스크초퍼 및 집속형 유도관 
설치

- 검출기 57조 및 계측회로 설치
- 주요 기계 부품 제작 및 설치
- 주요 부품 성능 테스트 및 

빔테스트
- 데이터 해석 S/W 개발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이 과제의 협약서에 명시된 연구 개발 목표와 내용,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는 다음 표와 같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의 개발에 대해서는 일단 할 수 있는 업무가 모두 완료되었

다. 1) 예산 사정으로 일부 구매할 수 없었던 부품이 있으나 장치에 필수적으로 필

요한 주요 중성자 광학 부품은 모두 제작 설치되었으며, 2) 주요 기계 부품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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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제작, 설치되었다. 3) 검출기 계통도 제작 설치되어 중성자 검출기 가능해졌

으며, 4) 장치 제어 프로그램도 설치되어 이를 이용해 장치를 제어하고 있다. 5)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 측정도 마쳤으며, 9.2☓106 n/cm2/s 으로 세계적 수준

임을 확인하였다. 단 6) 기준 시료의 동역학 측정은 노이즈가 심하여 회절 신호를 

측정하는데 그쳤다. 이 부분은 노이즈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2003년 7월부터 “냉중성자 시설구축 및 이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DC-TOF는 개념설계 및 상세설계를 마치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

여 2012년 3월까지 개발을 수행하였다.

예산 및 장치개발의 난이도로 인해 DC-TOF 장치 개발은 장치의 100% 완성이 

아닌 50% 완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번 과제년도의 목표는 1) 부품별 제작 및 테

스트 완료, 2) 데이터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이다. 앞에서 상술하였듯이 디스

크초퍼 및 집속형 유도관 설치, 검출기 57조 및 계측회로 설치, 주요 기계 부품 제

작 및 설치, 주요 부품 성능 테스트 및 빔테스트 가 완료되었고 데이터 분석을 위

한  데이터 해석 S/W 개발도 일본과의 공동개발로 인한 결과물은 이미 J-PARC

의 데이터 해석에 쓰이고 있으며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발도 완성되었다.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와 디스크 쵸퍼 비행시간 분광장치의 개발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용 원자로에서 이뤄진 중성자 빔 장치 개발 역사의 일부로, 이 개발 결과와 경

험은 앞으로 하나로에서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연구용 원자로나 파쇄 중성

자원에서의 중성자 빔 장치 개발에 자양분이 될 것이다. 두 장치의 개발이 독특했

던 것은, (열중성자 삼축분광장치와 더불어) 국내 최초로 분광 장치를 개발해야 했

기 때문에 1) 회전하는 단색기와 쵸퍼를 사용하는 기술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었

고, 2) 회전하는 해석기를 적용하는 기술과 다수의 검출기로 비행시간 분광법을 구

현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구현한 것을 들 수 있다. 위 1)번은 분광장치가 아닌 

회절 장치라도 필요한 기술이었으나, 아직 국내에서 구현하지 못했던 것으로 향후 

중성자 빔 장치를 개발, 설치할 때 같은 방법 또는 개량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

리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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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대로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1차 완성되어 이미 프렌들리 유

저에 의한 이용을 시작하였으나, 이용자 친화적인 장치로서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일이 남아 있다. 이를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장치 주위에 펜스를 제작, 설치해야 하며, 이 때 냉각수/전기/공기 스테이션을 이설

해야 한다. 가장 필요한 콜리메이터는 구매하였으나, 아직 더 필요한 콜리메이터를 

구매하지 못하여 장치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해야 

한다. SPICE를 설치하여 이용 중이긴 하나, 앞으로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

에 맞게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몇 차례의 디버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차폐체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로는 취약 지점을 보강하고, 세그먼트 차폐체에 윤활제를 지속적으로 칠해 주는 

일 등이다. 그리고 댄스 플로어는 몇 년 주기로 래핑을 통해 보수해야 한다. 마지막

으로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보조 장비를 구입하고나 제작하여 비치해야 한다.

다른 측정 방법에 비해 중성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중성자

의 자기 산란 특성이다. 중성자는 그 자체로 작은 자석이기 때문에, 자성을 띤 원자 

- 보통 자기 모멘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 에 의해 산란한다. 중성자 산란이 처

음 과학계의 이목을 끈 계기도 다른 방법으로 발견할 수 없었던 반강자성체의 존재

를 실험적으로 관측한 것이었다.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애초부터 이와 

같은 중성자의 장점에 착안하여 편극 중성자 장치로서 설계되었다. 편극 중성자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단순한 방법인 호이슬러 단색기와 호이슬러 

해석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이 경우 기존의 HOPG 단색기와 HOPG 해

석기는 빔 경로에서 모터를 사용하거나 손으로 치우고 호이슬러 단색기와 호이슬러 

해석기를 설치하게 된다.

중성자는 방향을 결정해 줄 자기장이 없으면 금방 편극 성질을 잃게 되므로, 중성

자의 경로를 따라 가이드 필드를 계속 걸어줘야 한다. 가이드 필드는 20 mT 정도

의 세기면 충분하며 컴퓨터로 제어 가능해야 한다. 편극 중성자 실험을 하기 위해

서는 시료 주위에 헬름홀쯔 코일을 장착해야 한다. 이 코일은 통상 사용하는 시료 

환경 장치 외각에 설치되며, 이를 위해 직경 400 mm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편극 중성자 실험에서 꼭 필요한 부품 중에는 중성자 편극 반전기(Fl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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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아직 국내에는 편극 중성자를 사용하는 중성자 분광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에 편극 중성자 기능을 추가하는 연구는 지속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중성자 검출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채널 2차 분

광기와 같은 기술적 진보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단 후자의 경우는 이 장치가 상당

히 안정화 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로 냉중성자 삼축분광장치는 수 meV에 해당하는 낮은 에너지의 동역학을 측

정하는 도구로서 다양한 물질의 동역학 측정에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따르

면, 비탄성 자기 산란을 이용한 각종 자성체의 연구 - 양자 자성, 저차원 자성, 기

하학적 쩔쩔맴 등의 연구에 가장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중성자 산란 장치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장치를 구축하고 가동하는 데에는 막

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최대한 이 장치의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 

연구 그룹이 장치를 독점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활용도 또

한 떨어지므로, 이 장치는 이용자 시설의 일부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

나 여건상 선진국처럼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이용자 장치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이 

장치의 장치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치 과학자와 전문 이용자 그룹의 육성

에 중점을 두고 빔 타임을 배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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