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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중성자소각산란장치의 파장 검정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중성자소각산란(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는 재료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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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로 생체분자, 폴리머체인, 콜로이드입자, 마이셀 등의 고분자구조분석, 세라믹

재료와 금속재료내의 미세석출물의 크기와 구조분석등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에서는 현재 SANS 장치를 제작 설치중에 있으며 2001

년 중반부터 외부이용자들의 장치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성자소각산란실험을 

위해서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백색중성자빔을 단색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며 하나

로의 중성자소각산란장치에서도 백색의 중성자빔을 단색화 시켜주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가 설치되어 있다. 단색화된 중성자빔의 특성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설치

조건에 큰 향을 받으므로 최적화된 중성자빔을 얻기위한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설치조건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색화된 중성자빔의 특성을 평가하

기 위해 단색화된 중성자빔의 파장과 분해능을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설치하여 최적화된 중성자빔을 얻기위한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설치조건을 확립하 고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동작특성을 평가하 다.  

TOF법과 표준시료 측정을 통하여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거친 단색화된 중성자빔의 

파장과 분해능을 측정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입사빔에 대해 -3°tilting된 상태를 최적의 설치조건

으로 확립하 다.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거쳐 단색화된 중성자빔의 파장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 회전속도 25500, 21300, 17100, 13100 rpm에 대해 각각 4.31, 5.14, 

6.37, 8.29Å으로 측정되었다. 중성자빔의 파장(λ)과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rpm(U) 사이는 λ[Å]=A+B/U[rpm]의 관계식을 만족하 고, A=0.11077와  B=107171

의 값이 얻어졌다. 또한 중성자빔의 파장분해능은 약 10%로 측정되어 중성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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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기 제작사가 제시한 제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시료인 

Silver Behenate를 이용하여 측정한 중성자빔의 파장과 TOF(Time of Flight)법으

로 측정한 파장은 잘 일치하 고, 그 차이는 0.05%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연구에서 측정한 파장과 분해능 데이터는 SANS 실험에서 기본 데이터로 이

용될 것이다. 또한 표준시료를 이용한 파장교정법은 주기적인 SANS 장치의 교정에 

이용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행한 파장교정법은 향후 다른 중성자산란장

치의 파장교정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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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A Wavelength Calibration of the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at 

HANARO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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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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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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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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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icelle etc.) and size and structure analysis of precipitates in metals 

and ceramics.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SANS) has been under 

construction in HANARO, KAERI. The installation is scheduled to be finished 

in mid 2001 and SANS will be opened to external users after the installation. 

In order to perform the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experiment, a white 

neutron beam from the reactor should be monochromatized. The neutron 

velocity selector(NVS) which monochromatize the white neutron beam was 

installed after the LN2 cooled Bi/Be filter at HANARO. Because 

characteristics of a neutron beam is strongly affected by the installation 

condition of the NVS, the installation condition of NVS should be 

characterized and established for obtaining optimized neutron beam. It is 

essential to measure the wavelength and the resolution of monochromatized 

neutron beam after the NVS.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A NVS was installed and its installation condition of the NVS was 

established for obtaining optimized neutron beam.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NVS was evaluated. The wavelength and the resolution 

of the neutron beam monochromatized by the NVS were calibrated using both 

time of flight method and diffraction measurement on standard material, 

silver beh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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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Condition of tilting the NVS relative to the neutron beam direction by 

an angle of -3°was obtained as an optimum installation condition of the 

NVS. The wavelengths of neutron beam monochromatized by NVS were measured of 

4.31, 5.14, 6.38 and 8.29Å at 25500, 21300, 17100 and 13100 rpm of N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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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utron wavelength λ[Å] was obtained as λ[Å]=A+B/U[rpm], with A=0.11077 

and B=107171. In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specification, the 

wavelength resolution(FWHM) was measured and confirmed as Δλ/λ≈10%. The 

wavelength measured by silver behenate diffraction standard was in accord 

with the wavelength measured by a TOF method, and its difference between 

both measurements is within 0.05%.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wavelength and the resolution data measured and analys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continuing SANS experiments. The 

wavelength calibration method using diffraction standard will be applied for 

periodic calibration of the small angle neutron spectrometer, and this 

method could be applied to a wavelength calibration of other neutron 

spectr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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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중성자소각산란(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은 재료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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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로 생체분자, 폴리머체인, 콜로이드입자, 마이셀 등의 고분자구조분석, 세라믹

재료와 금속재료내의 미세석출물의 크기와 구조분석등 광범위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1,2]. 최근에는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그 이용범

위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화학, 고분자등의 분야에서 SANS 

장치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기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유일의 중성자원인 원

자력연구소의 하나로에서는 현재 SANS 장치를 제작 설치중에 있으며 2001년 중반

부터 외부이용자들의 장치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각 중성자산란장치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백색 중성자를 단색화시켜주는 중

성자 속도 선별기, 온도 및 위치 제어가 가능한 시료환경장치, 그리고 2차원적인 

중성자검출이 가능한 위치민감형검출기로 구성되어있다. 중성자 속도 선별기

(Neutron Velocity Selector)는 중성자 필터를 통과한 중성자를 기계적인 방법으

로 단색화 시켜주는 장치이다. 백색중성자를 단색화 시켜주는 것은 백색 중성자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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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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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빔을 얻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4-20Å 범위의 파장을 갖는 

단색화된 중성자빔을 만들 수 있는 기계적인 중성자 속도 선별기가 SANS 실험에서

는 많이 이용되고 있다[3]. 단색화된 중성자빔을 이용하여 SANS 실험을 수행하려

면 단색화된 중성자빔의 파장과 분해능을 측정하여야 한다. 중성자 파장과 분해능 

측정은 일반적으로 TOF(Time of Flight)법이 이용되며 소각에서 Bragg 회절 peak

를 갖는 Silver Behenate나 Opal등의 표준시료들에 대한 회절상을 가지고도 이루

어진다. TOF법에서는 회전하는 쵸퍼, 다중파고분석기(Multi-channel Analyzer) 

그리고 중성자검출기로 구성된 중성자검출시스템을 통해서 중성자의 비행시간을 

측정한다. 중성자의 비행시간을 측정하면 중성자의 속도를 알 수 있고 드브로이 

관계식에 의해 파장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제작, 설치하여 동작특성을 평가하 고 

TOF법과 표준시료 측정을 통하여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거친 단색화된 중성자빔의 

파장과 분해능을 측정하 다. 본 보고서의 제 2 장에서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원리, 제원 및 동작특성에 대해 기술하 고 제 3 장과 4장에서는 TOF법과 표준시

료측정을 통해 평가한 중성자 파장검정 결과에 대해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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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중성자 속도 선별기 제작

제1절 이론적 배경

1.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작동원리

그림 1(a),(b)는 중성속도 선별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1(a)와 같이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회전체에 나선형의 넓은 블레이드(blade)가 붙어있는 구조

로 만들어져 있다. 나선형 블레이드들은 중성자가 투과하지 못하도록 차폐물질이 

도핑 되어있어 중성자 속도 선별기가 회전하면 회전속도에 따라 특정한 속도를 가

진 중성자만이 투과할 수 있다. 그림 1(b)는 중성자빔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로 중

성자 속도 선별기를 도시한 것으로 α는 중성자빔의 divergence, β는 블레이드 

사이의 divergence, b는 블레이드 사이의 길이, L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길이, 

γ는 블레이드의 나선각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 1(c)는 v 공간에서 투과되는 중성

자의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φ(V)는 입사되는 중성자의 도분포, A(V)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에 의해 주어지는 투과함수, 그리고 u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를 나타낸다. 그림 1(c)에 나타난 바와 같이 φ(V)와 A(V) 그리고 u에 

의해서 투과되는 중성자의 속도분포가 결정되고 속도분포가 결정되면 투과되는 중

성자의 파장범위도 결정된다.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투과되는 중성자의 도분포 

φ t(V)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4].

φ t(V)=A(V)⋅φ(V) (1)

식 (1)로부터 투과함수 T(V)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T(V)=⌠⌡V= const
A(V)⋅φ(V)dVy/

⌠
⌡V= const

φ(V)dVy (2)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성자의 도분포함수, φ(V)가 입사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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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0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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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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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ΔV( fwhm)=V 0⋅ α
2
+ β0

2
/tgΓ (3)

또한 최대투과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m=T(V 0)=Tm⋅β0/ α
2
+ β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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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작동원리; a) 나선형 블레이드 type의 중성자 

속도 선별기 b)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단면도 (c) v  공간에 표현된 중성자

의 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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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Tm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로터축에 평행한 중성자빔에 대한 최대투

과도를 나타내고, β0= b/L, 그리고 tgΓ=u/V 0로 정의된다. 중성자 속도 선별기

의 분해능 R은 R=ΔV/V 0로 정의되므로 식 (3)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 0⋅R
-1
⋅ α

2
+ β0

2
=u (5)

식 (5)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에 대한 모든 인자들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중성

자 속도 선별기의 성능이 좋으려면 최대 투과도값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높은 최

대투과도 값을 i)높은 중성자 속도, ii)좋은 분해능, iii) 큰 입사빔의 

divergence 조건에서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림 1과 식 (3), 식(4)을 

고려하면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 u를 높이는 것이 이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구성요소가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성능에 미치는 향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성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회전속도는 나선형으로 부착된 블레이드의 인장강도에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블레이드들의 숫자를 증가시키면 높은 투과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블레이드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중성자 속도 선별기 전면에서의 

중성자 흡수, 1-Tm 가 커지게 되어 이 요인이 블레이드의 숫자에 대한 제한요소

로 작용한다. 또한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직경이 커질 경우 radial 방향으로의 

transmission deviation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상승하고 설치면적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그림 2는 twist angle 11.9°, 250개의 블레이드 조건에서 α각의 변화에 따

른 최대투과도 Tm과 분해능 R을 high speed와 low  speed에서 비교한 것이다. 그림 

2는 α각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투과도 Tm과 분해능 R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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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eam divergence의 변화에 따라 계산된 중성자 속

도 선별기의 투과함수 T(V/V 0)의 변화거동; Full lines: 

prototype design with 28300 rpm maximum. Dashed lines: 

low-speed-selector designed for conventional 7000 rpm 

maximum.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설치할 때 그 성능에 향을 주는 인자로는 tilt 

angle, ξ와 빔 높이가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ξ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

하면 투과중성자의 속도 범위가 줄어들어 분해능이 좋아지고, ξ가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투과중성자의 속도 범위가 증가하고 분해능이 저하된다. 그러나 ξ값이 

증가하면 최대투과도 Tm이 감소하므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3은 

빔 두가지 height 조건에서 ξ의 변화에 따른 최대투과도 Tm,분해능 R, current 

density(∼
⌠
⌡T(V)dV≈R⋅Tm) 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beam height가 작

을 경우 최대투과도와 분해능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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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두가지 빔 height 조건에서 ξ의 변화에 따른 최대투과도 Tm, 분해

능 R, current density(∼R⋅Tm)의 변화의 변화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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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Dornier 중성자 속도 선별기

1.Dornier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제원[5]

SANS 실험에서 사용될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독일 Dornier사에서 제작한 것

으로 0.4mm 두께의 72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4는 Dornier 중성자 속

도 선별기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블레이드 재료로는 가볍고 강도가 높은 탄소

섬유강화 에폭시 복합재료를 채용하 고 중성자를 흡수하기 위하여 
10
B을 코팅하

다. Dornier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길이 296mm인 회전체를 최고 28,300rpm으로 회

전할 수 있으며, 회전수에 따라 0.45-4.3nm 범위의 중성자 파장이 결정된다. 이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α=30′, ξ=0, 빔 height=20mm 조건에서 88%의 투과율과 

10.5% resolution을 나타낸다. 표 1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자세한 제원을, 그림 

5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제작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72개의 블레이드로 구성된 Dornier 중성자 속도 선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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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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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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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ornier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구동 및 제어시스템 구성

그림 6은 monitoring 시스템이 포함된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전체 시스템 구

성을 보여준다. 전체 시스템은 하드웨어적으로 중성자 속도 선별기, converter, 

monitoring 시스템 포함된 data aquisition unit, 그리고 PC로 구성되어 있고, 이

것들은 그 기능에 따라 선별기, drive 시스템, 작동을 위한 제어 프로그램, 

monitoring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다음은 기능에 따라 분류된 구성요소들에 대해

서 설명한 것이다.

그림 6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monitoring 시스템

가. 중성자 속도 선별기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블레이드 carrier, 블레이드가 포함된 로터와 케이스

로 구성되어있다. 높은 인장강도와 비틀림강성을 갖기 위하여 블레이드내의 탄소

섬유들은 90°를 벗어난 각도로 적층되어 있다. 블레이드에는 중성자를 흡수하기 

위하여 
10
B이 코팅되어 있으며 그 함량은 36g/㎡ 이상을 유지하도록 제작되었다. 

케이스 원통형 모양으로 알루미늄 재질로 진공도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었고 냉각

수, 진공라인, 전선등이 한쪽면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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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rive system

Drive system은 모터와 converter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7은 drive system

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모터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로터 안에 위치하며 

회전장을 일으키기 위한 코일은 안쪽에 바깥쪽에는 자석이 설치되어 있다. 

Converter는 로터의 회전속도를 급격히 감소시키기 위한 braking circuit 과 로터

의 position detection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림 7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drive system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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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을 위한 제어 프로그램

PC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제어와 monitoring을 기

능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제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Control and display of the selector operating mode

* Speed-controlled normal operation

* Stand-by operation (idling cycle)

* Braking

- Display of actual speed on the monitor

- Display of the actual current and its polarity

- Speed related storage of the actual power loss in a special

  file

- Selection between manual and automatic power loss monitoring

- Automatic slip monitoring, i.e. in the case of too high a

  nominal/actual speed deviation during normal operation, the

  selector is switched into the 'braking' mode

- Prevention of operating the selector in critical speed

  ranges

- Addition and storage of the selector operating times

다. Monitoring 시스템

PC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작동을 제어하는 역할 이외에 

여러 실험인자들을 monitoring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서 

monitoring하는 인자들이다.

- Speed, speed deviation(slip)

- Current and its polarity

- Power loss

- NVS-vibration

- BCU value

- Rotor temperature

- Cooling water inlet temperature

- Cooling water outlet temperature

- Cooling water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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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ng vacuum

- Sensor defect of the measuring tube operating vacuum

- Position of the vacuum valve

이 Monitoring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나뉘어 진다. 그

림 8은 monitoring 시스템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림에 나타난 인자들에 

대해 하드웨어 시스템은 모두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시

스템은 그림 8에 나타난 인자들의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해 주며 그 값들이 허용범

위를 넘을 경우 경고 메시지가 나오거나 장비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림 8 Monitoring 시스템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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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동작 특성

1.작동조건

중성자 속도 선별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작동전과 작동 중에 monitoring 되

는 작동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조건들은 온도, 진공도, 회전속도, 냉각수 유

량, 진동, BCU(Bearing Condition Unit)들이다. 조건들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지 

않으면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작동을 하지 않거나 멈추게 된다. 표 2는 온도, 진공

도, 회전속도, 냉각수 유량에 대한 작동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진동은 속도의 단위로 주어지며 BCU란 bearing의 condition을 나타내는 인자

로 무차원 인자다. BCU값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한

다. 그러나 진동은 지지대의 중량이나 강성에 의존하고 특정한 속도범위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 제작사에서는 자체 실험한 조건을 근거로 3600-4200mm/sec 범위와 

7300-8600mm/sec 범위에서 높은 진동을 나타내므로 이 두 회전속도 범위에서의 작

동을 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3은 진동과 BCU 값의 작동범위를 중성자 속도 선

별기의 회전속도의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표 2 온도, 진공도, 회전속도, 냉각수 유량에 대한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작동

조건

Operating Condition Range of Operating Condition

Before

Operation

Rotor Temperature, TRot >+15℃

Operating Pressure, p <5x10-3 mbar

During

Operation

Operating Pressure, p <5x10
-3
 mbar

Rotor Temperature +15℃<TRot<+50℃

Cooling Water Switched on at 

Speeds
>3000rpm

Cooling Water Switched off at 

Speeds
<3000rpm

Cooling Water Flow Rate >1.0l/min(up to 15,000rpm)

Cooling Water Flow Rate >1.5l/min(above 15,000rpm)

Cooling Water Temperature +8 t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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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진동, BCU에 대한 회전속도 변화에 따른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작동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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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동방법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매뉴얼 작동방법과 컴퓨터 작동방법의 두가지 방법으

로 작동이 가능하다. 매뉴얼 작동은 그림 9에 나타난 control panel에서의 조작으

로 이루어진다. 표 4는 control panel의 주요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컴퓨터 작동

은 NGS.exe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control 프로그

램과 monitoring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진다. Control 프로그램은 표 2와 표 3에 나

타난 작동조건들을 범위를 결정하는 setup menu와 start/stop, 회전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control menu로 구성되어 있다. Setup menu는 안전을 고려하여 작동조

건들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제작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 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수정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Control menu는 Controlling, Idling, Braking 그리

고 Power Loss의 네 가지 m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속도의 조절은 Controlling 

mode에서 이루어진다. Monitoring 프로그램은 표 2와 표 3에 나타난 작동조건들을 

컴퓨터 상에서 표시해 주며 setup menu에서 결정된 안전작동을 위한 조건을 벗어

날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작동을 중단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표 4 매뉴얼 작동법의 주요기능

'I'-button Mains is switched on

'O'-button Drive is disconnected from the mains

'Decelerate'-button Motor is slowed down until it stops

'Idle'-button Drive is switched powerless

'Automatic'-button
Controller drives the selector to the 
speed indicated on the 5-digit 
BCD-switch

5-digit BCD-switch Adjust nominal speed

'Reset'-button Releases a hardware reset

'Mode' display
Display of the actual mode of 
operation

'Current' display

Display of the actual rated current of 
the motor controller; if the first figure 
shows an 'E;, the second figure 
represents an error message

'Speed' display Display of the actual speed of the 
selector(rpm)

'Stop'-button
Release of the emergency stop 
function



- 27 -

그림 9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control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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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작동실험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작동실험은 CN 수평공에 설치하기 전 제작된 지지대의 

적합성과 구성된 시스템의 작동성능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하 다. 모래주머니 

위에 두께 50mm 길이와 너비가 각 1000mm인 알루미늄 바닥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고정시킨 후 회전속도를 3100rpm에서 28300rpm까지 증가시

키면서 온도, 진공도, 회전속도, 냉각수 유량, 진동, BCU를 monitoring 하 다. 1

차 실험은 Huber 회전대(rotation table)을 장치하지 않고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직접 알루미늄 바닥판 위에 고정시킨 후 실험을 실시하 고 2차실험은 Huber 회전

대를 장치에 고정하고 바닥판 사이에 높이와 위치조절을 위한 20mm 두께의 알루미

늄 판을 3개 삽입한 조건에서 실시하 다. 그림 10은 2차실험시 구성한 중성자 속

도 선별기의 설치모습을 보여준다. 1차 실험결과 상기 6가지 실험조건에서 28300 

rpm까지 회전속도가 증가하여도 작동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차 실험결과 다른 

조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진동 값이 9300-10200rpm 범위의 회전속도에서 작동

조건 범위를 벗어나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작동이 정지하 다. 2차 실험후 분석결

과 지지대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진동을 감당할 만큼 무게나 강성이 충분히 커

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질량이 중성자 속도 선별기(약 39kg)와 비슷하게 중성

자 속도 선별기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지지대를 질량이 각각 약 20kg인 두께

58mm의 강재 두 개로 제작하 다[6]. 그리고 높이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판 

사이에 높이와 위치조절용으로 삽입된 20mm 알루미늄판 3개를 제거하고 장치를 바

닥판에 설치한 후 3차 실험을 실시하 다. 그림 11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에 지지

대로 Huber 회전대를 고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2는 Huber 회전대와 강재 지

지대를 연결하는 알루미늄 판의 도면을 나타낸 것이다.3차 실험결과 상기 6가지 

실험조건에서 문제가 없었고 28300 rpm까지 회전속도가 증가하 다. 그림 13은 1

차, 2차, 3차 실험에서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 변화에 따른 진동 값의 변

화와 표 3에 제시된 진동 값의 허용범위를 함께 도시한 것이다. 2차 실험에서는 

9800rpm에서 허용범위를 넘는 진동 값을 나타내어 장치의 작동이 정지하 으나 1

차, 3차 실험에서는 진동 값이 모두 허용범위를 넘지 않아 작동에 문제가 없는 것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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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높이/위치 조절용 알루미늄 판으로 고정된 중성자 속도 

선별기

그림 11 강재 지지대로 연결되어 Huber 회전대 함께 설치된 중성

자 속도 선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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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Huber 회전대와 강재 지지대를 연결하는 알루미늄 판의 

제작도

그림 13 로터 회전속도의 변화에 따른 진동의 변화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2.2

2.4

 Maximum Admissible vibration
 NVS without Huber cradle
 NVS with Huber cradle on Al plates

       NVS stopped at vibration of 1.8mm/sec
 NVS with Huber cradle on steel supports

Vi
br

at
io

n 
(m

m
/s

ec
)



- 31 -

4.장치유지와 보수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장시간 동안 고속으로 로터가 회전하므로 일정주기마

다 베어링을 교체해 주어야 한다. 베어링의 교체 및 유지보수는 제작사에서 이루

어진다. 2000년 6월 본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던 중성자 속도 선별기(NVS 021)도 

시험도중 BCU값이 이상적으로 높아져 제작사에 문의한 결과 베어링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받아 당해연도 7월 제작사에 운송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 다. 표 

5는 6월 9일과 6월 22일에 각각 측정한 rpm 변화에 따른 BCU 값으로 BCU 값이 높아

져 장치운용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준다. 

표 5 rpm 변화에 따른 BCU 값의 변화

NVS rpm BCU(June 9, 2000) BCU(June 22, 2000)

3100 0.04 0.04

13100 0.04 0.27-0.32

17100 0.16 0.39-0.63

21300 0.12 0.94-1.24

25500 0.24 0.98-1.45

28300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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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점채널 보정을 통한 TOF법에의한 파장교정

제1절 디스크 쵸퍼 장치 제작

1.디스크 쵸퍼 장치의 제원

TOF 기술은 쵸퍼와 다중파고분석기와 같은 중성자 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백

색 중성자(white neutron)를 짧은 시간 간격의 중성자 펄스로 분할한 후, 중성자

의 에너지, 즉 속도에 따라 일정거리를 비행하는 시간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작은 

에너지 범위(channel)의 중성자로 분할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일찍이 

단결정 구조연구에 이용하 으나, 그 후 비탄성산란 연구의 활성화로 급속히 발전

하 으며 펄스 원자로(pulse reactor)나 가속기에 의한 파쇄 중성자원

(accelerator-based spallation neutron source)의 출현으로 그 이용이 극대화 되

었다[7]. 백색 중성자가 아닌 좁은 에너지범위를 갖는 단색화된 중성자빔에 대해 

TOF 기술을 적용하면 입사중성자빔의 속도를 알 수 있고 그 결과 파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술은 SANS 장치에서는 단색화된 중성자빔의 파장교정을 위해

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TOF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구조를 갖는 중성자쵸퍼가 제작되어 현재 

단일 디스크 쵸퍼, 이중 디스크 쵸퍼, 나선형 slot 등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단일 디스크 쵸퍼를 이용하 고 그림 14는 실험에 사용된 SR540 disk 

chopper를 나타낸것이고 표 6는 디스크 쵸퍼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4 SR540 disk chopper, Stanford 

Research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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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SR540 디스크 쵸퍼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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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스크 쵸퍼 장치의 동작특성

그림 15는 디스크 쵸퍼의 작동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선원에서 나온 빔은 회

전하는 디스크에서 chopping되어 검출기를 통해서 검출되고 디스크가 설치되어 있

는 부분에 위치한 광다이오드는 reference 신호을 만들어 amplifier에 입력된다. 

광다이오드에서 감지되는 신호의 주기는 디스크에 위치한 slot의 개수와 디스크의 

회전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쵸퍼장치를 중성자빔의 비행시간측정에 이용할 경

우 광다이오드에서 감지되는 reference 신호로 비행시간의 측정시간폭이 결정된

다. 즉 광소자에서 발생한 첫 번째 신호는 채널을 열기 위한 출발동기(start 

trigger) 신호로 작용하고 두 번째 신호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중성자빔의 비행시

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간폭(gate width)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비행시

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쵸퍼장치는 source에서 나온 빔이 디스크를 통과하는 순

간 광다이오드에서도 빛이 감지되어 출발동기신호를 주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

러나 실제 쵸퍼장치에서는 중성자빔이 통과하는 시각과 출발동기신호로 채널이 열

리는 시각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쵸퍼장치

에 대한 점채널보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간차를 계산하거나 쵸퍼장치와 검출기사

이을 변화시켜 측정하여 이러한 오차를 보정해 주고 있다[8]. 

그림 15 쵸퍼장치를 이용한 실험모식도

디스크의 회전속도가 빨라질 경우 측정시간폭은 감소하고 이 때 비행시간이 

아주 느린 장파장의 중성자빔의 경우에는 측정시간폭보다 비행시간이 길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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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디스크 쵸퍼를 이용하여 중성자빔

의 비행시간을 측정할 경우 실험하는 중성자빔에 맞는 회전수를 결정해야 한다.

SR540 디스크 쵸퍼는 원래 광학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제작사에서 공급된 디스

크 블레이드는 30/25 slot과 6/5 slot 두가지로 그림 16는 그 두가지 디스크 블레

이드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디스크 블레이드들은 모두 inner slot과 outer slot

을 가지고 있으며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outer slot의 바깥쪽에 30/25 

slot의 경우 6개, 6/5 slot의 경우 1개의 작은 노치를 가지고 있다. SR540 모델에

서 디스크가 설치되는 부분에는 두 개의 광다이오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두 개는 

각각 outer slot과 작은 노치에 들어오는 빛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림 17은 쵸퍼 제어기를 나타낸 것으로 controller는 쵸퍼의 주파수를 표시하게 

되어있고 회전속도를 변화시켜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부착되어 있다. 

광다이오드에서 감지된 주파수 신호가 외부장치로 연결되는 것은 그림의 오른쪽의 

REFERENCE MODE에 있는 BNC port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림 16 30/25 slot and 6/5 slot chopper blade

공급된 디스크 블레이드를 이용하면 controller 오른쪽에 위치한 스위치로 

총 다섯가지의 주파수 모드를 구현할 수 있다. 표 7은 그 다섯가지의 주파수 모드

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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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디스크 쵸퍼 제어기

표 7 디스크 쵸퍼장치의 주파수 구현 모드

Name Frequency Description

f f outer row

5f 5f 5xouter row

finner 5f/6 inner row

fsum 11f/6 outer row + inner row

fdiff f/6 outer row - inner row

f 모드의 경우 outer slot 위치에 있는 광다이오드에서 바로 신호를 받아서 

구현되며 f/6 모드의 경우 outer slot 바깥쪽에 있는 노치 위치에 있는 또다른 광

다이오드의 신호로 구현된다. 나머지 모드들은 이 두가지 모드를 합성하여 이루어

진다. 5f 모드의 경우 f 모드의 주파수를 내부회로를 이용하여 5배 증가시켜 만드

는 것이다. 표 8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5가지 모드에 대한 주파수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회전수와 측정된 주파수와의 관계는 slot의 숫자에 따라 결정되어 

6/5 slot의 경우 f 모드에서 디스크 블레이드 1 cycle/sec의 속도에 대해 6Hz의 주

파수를 30/25 slot의 경우 30Hz의 주파수를 나타내었다. 측정결과 모든 조건에서 

측정된 주파수는 표 7에 제시된 결과와 일치하 고 설정된 주파수에 대해 ±2% 이

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디스크 블레이드 모양이 달라질 경우 구현되는 주파수는 표 7에 제시

된 값과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 f/6 노치가 존재하지 않는 디스크 블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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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사용할 경우 f와 5f 모드는 구현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모드들은 구현되지 않

는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빔을 측정하기 위해서 폭 2mm 길이 15mm의 slot 두 개

를 갖는 디스크 블레이드를 카드뮴으로 제작하 다. 표 9는 중성자용 디스크 블레

이드를 장착하여 측정한 주파수 측정결과이다. 제작한 블레이드는 f/6 노치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f, 5f 모드의 경우 정상적으로 구현되지만 finner, fsum, fdiff 모

드는 설정된 것과 다른 주파수로 측정되었다. f/6 모드가 작동하지 않았기에 

finner, fsum, fdiff 모드는 각각 5f/6, 11f/6, f/6 대신에 5f, 11f, f로 나타났다. 그

러나 광학용 디스크 블레이드로 실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측정된 주파수는 설정

된 주파수에 대해 ±2% 이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f 모드를 

사용하면 제작된 쵸퍼장치가 중성자 비행시간 측정시험에 안정되게 이용될 수 있

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8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광학용 디스크 블레이드에 대한 주파수 측정결과

Blade type 6/5 slot 30/25 slot

Chopper 

Frequency
10Hz 100Hz 1000Hz

Name
Period 

f(Hz)

Width

f(Hz)

Measured 

V(V)

Period 

f(Hz)

Width

f(Hz)

Measured 

V(V)

Period 

f(Hz)

Width

f(Hz)

Measured 

V(V)

f 9.80 18.18 5.08/-0.08 100 2000 5.08/-0.08 1000 1998 5.08/-0.08

5f 47.62 90.9 5.08/-0.08 500 1000 5.08/-0.08 5000 10000 5.08/-0.08

finner 8.00 15.38 5.08/-0.08 83.3 166.7 5.08/-0.08 833 1663 5.08/-0.08

fsum 18.18 31.25 5.08/-0.08 185.2 366.3 5.08/-0.08 1852 3663 5.08/-0.08

fdiff 1.66 333.33 5.08/-0.08 16.7 3533.6 5.08/-0.08 167 7813 5.08/-0.08

표 9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중성자용 2 slot 디스크 블레이드에 대한 주파수 측

정결과

Blade type 2 slots

Chopper 

Frequency
10Hz 50Hz 1000Hz

Name
Period 

f(Hz)

Width

f(Hz)

Measured 

V(V)

Period 

f(Hz)

Width

f(Hz)

Measured 

V(V)

Period 

f(Hz)

Width

f(Hz)

Measured 

V(V)

f 9.86 1254.7 5.08/-0.16 49.3 6250 5.08/-0.16 100 12820 5.08/-0.16

5f 49.3 99.0 5.08/-0.16 246.3 491.7 5.08/-0.16 500 1000 5.08/-0.16

finner 49.3 99.0 5.08/-0.16 246.3 491.7 5.08/-0.16 500 1000 5.08/-0.16

fsum 109.9 217.4 5.08/-0.16 543.5 1081.1 5.08/-0.16 1095.3 2197.8 5.08/-0.16

fdiff 9.86 2702.7 5.08/-0.16 49.3 13513.5 5.08/-0.16 100 27027.0 5.0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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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디스크 쵸퍼의 점채널 보정

쵸퍼를 이용하여 TOF 측정을 실시할 때 이론적으로 쵸퍼장치는 중성자빔이 디

스크를 통과하는 순간 광다이오드에서도 빛이 감지되어 출발동기신호를 주도록 구

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성자빔이 통과하는 시각과 출발 동기신호로 채

널이 열리는 시각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하며 이 시간차는 광소자와 투과빔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주요원인으로 발생한다. 또한 광소자에서 감지된 신호가 MCA에 이

르는 데에도 일정한 지연시간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TOF 측정시 초기의 일정

시간범위에서는 중성자를 기록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측정 전에 쵸퍼장치의 

점채널을 보정해야 한다. 

점채널 보정은 특정 파장을 갖는 중성자빔을 쵸퍼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MCA로 측정하여 이루어진다. 본 실험에서는 NVS를 25500rpm으로 동작시킨 조건에

서 쵸퍼의 주파수를 40Hz에서 180Hz로 변화시키면서 10μs의 채널폭을 갖는 MCA로 

중성자빔을 측정하 다. 실험에 사용된 디스크 쵸퍼는 두 개의 slot을 갖고 있어 

쵸퍼의 주파수는 디스크 회전 주기의 두배가 된다. 그림 18은 쵸퍼 주파수 변화에 

대해 기록되는 MCA channel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파수가 

작아지면 기록되는 MCA의 channel number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광소자와 투

과빔이 완벽하게 평행하고 광소자에서 감지된 신호가 MCA에 이르는 데에도 지연시

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쵸퍼 주파수에 대해 측정되는 MCA의 channel은 쵸퍼 주파

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할 것이다. 그러나 쵸퍼의 장치구조상 광소자와 투과빔은 

평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갖고 있어 광소자에서 MCA에 이르는데도 지연

시간이 존재하므로 측정 초기에 기록할수 없는 시간폭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이

러한 시간폭은 광소자와 투과빔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나타나므로 주파수가 작아

짐에 따라 측정초기에 기록할 수 없는 시간폭은 커져서 측정되는 channel number

는 증가하고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 측정되는 channel number는 감소하게 된다. 그

림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파수가 증가하면 측정되는 channel number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 수렴되는 값이 실제 중성자빔의 비행시간을 나타낸다. 

만약 쵸퍼의 주파수가 무한대로 커진다면 각도차이에 의한 지연시간이 무시되므로 

측정되는 channel number는 실제 비행시간을 나타내며 이 값은 그림 18에 나타나

는 수렴값과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TOF 실험시 실험조건으로 선택되는 쵸퍼 회전

수에 대해 점채널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그림 19는 그림 18의 결과를 disk period(10
6
/쵸퍼 회전수/2)에 대한 지연시

간으로 plot한 것이다. 그림 19는 그림 18에 나타난 결과가 직선으로 잘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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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9의 지연시간은 MCA에 기록된 channel number를 시

간으로 환산한 것이다. 그림19의 fitting 결과에서 기울기는 광소자와 투과빔이 

이루는 각도를 나타내며 기울기가 0.02764이므로 disk chopper는 

0.02764x360=9.95°의 phase shift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Y-절편은 각도차이

에 의한 지연시간이 보정된 값으로 y-절편으로 나타난 값(3970μs=397 channel)이 

실험에 사용된 중성자빔의 비행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19에 나타난 y-절편값은 그

림 18에 나타난 수렴값과 일치하는 값으로 점채널이 보정된 비행시간을 나타낸

다. Y-절편에 나타난 값은 광소자에서 MCA에 이르는 지연시간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지연시간은 작은 값이므로 무시된다. 그림 19의 기울기를 이용

하면 TOF 실험에서 사용된 쵸퍼의 주파수에 따라 측정된 channel값을 보정할 수 

있다. 즉 100Hz의 쵸퍼 주파수에 대해서는 어떤 중성자빔을 MCA로 측정할 때 기록

된 시간에 대해 0.02764x100/(100/2) = 553μs 만큼 빼주어야 하며 40Hz에 대해서

는 0.02764x100/(40/2) = 1382μs 만큼 빼주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대부분 

40Hz의 쵸퍼 주파수로 측정하 고 channel폭이 10μs인 MCA를 사용하 으므로 측

정된 channel값에서 138 channel값을 빼준 것을 파장측정시의 계산값으로 이용하

다.

 

그림 18  쵸퍼 회전수 변화에 따른 measured channe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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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Disk period 변화에 따른 지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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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TOF법에 의한 파장교정

TOF법을 이용한 파장측정의 실험조건과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Chopper to detector distance : 3.22m

- Chopper frequency : 40Hz, 100Hz

- MCA channel width : 10μs

- λ=
h
mv , λ(Å)=3.9561⋅tm(ms)/D(m) 

표 10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 rpm 변화에 따른 중성자빔의 파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VS wavelength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 설계에 따라 계산된 값이고 

measured wavelength는 TOF로 측정된 값이다. 두 값은 ±2% 범위에서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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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TOF로 측정된 NVS rpm 변화에 따른 measured wavelength

rpm

NVS 

wavelength

(Å)

Channel

Chopper 

Frequency

(Hz)

Zero 

Channel 

Calibrated 

Channel

Measured 

Wavelength

(Å)

28300 4.5 496.64 40.00 138.00 358.64 4.41 

25500 5.0 453.00 100.00 55.00 398.00 4.89 

21300 6.0 539.00 100.00 55.00 484.00 5.95 

15900 8.0 776.00 40.00 138.00 638.00 7.84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설치할 때 중성자빔 방향에 대해 선별기를 tilting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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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면 선별기는 중성자빔에 평행할 때에 비해 큰 파장의 중성자빔을 선별하고, 

ξ가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면 작은 파장의 중성자빔을 선별한다.  그림 20은 

28300 rpm에서 선별된 중성자빔을 -3°∼ +3°범위에서 tilting 하고 파장을 측정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21은 -3°tilting한 조건에서 13100, 17100, 

21300, 25500 rpm에서 중성자빔의 파장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rpm의 역수와 측정되는 중성자빔의 파장과는 

1차 비례 관계식을 만족하고 그 관계식은 λ(Å) = 0.03717+105924/U[rpm]로 표현

된다.

그림 20 Tilting angle 변화에 따른 중성자빔의 파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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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중성자 속도 선별기 rpm 변화에 따른 중성자빔의 파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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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는 tilting angle 변화에 따른 FWHM과 area rate percent를 나타낸 것

이다. 입사중성자빔의 intensity가 파장변화에 무관하게 균일하다면 area ratio는 

tilting angle 0°에서 peak를 갖고 양이나 음의 방향으로 tilting시 감소할 것이

다. 그러나 감소폭을 살펴보면 제작사에서 제시된 자료에서는 -3°∼ 3° 범위에

서는 intensity의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 그러므로 실제 

중성자빔의 intensity는 tilting 각의 변화보다 입사빔의 intensity 분포와 더 

접한 관계가 있다. CN 수평공에서 filtering된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거치기 전의 

중성자빔은 4.2Å 부근에서 intensity가 가장 높고 4Å 파장보다 작은 파장에서는 

intensity가 급격히 감소하고 높은 파장에서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분포를 가지므

로 중성자빔은 -1°tilting각에서 가장 높은 area ratio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실제 실험시 -1°tilting한 상태로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설치할 경우 가장 높은 

intensity를 갖는 중성자빔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중성

자 속도 선별기를 운전할 경우 최대 rpm을 가능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장

치의 수명과 보수주기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음의 방향으로 tilting각을 

증가시키면 같은 rpm에서 낮은 파장의 중성자빔을 얻을 수 있고 4.2Å 정도의 파

장이 가장 입사빔의 intensity가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tilting한 상태에서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고정하 다[10]. 이 조건에서는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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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5500rpm에서 4.2Å의 중성자빔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2  Tilting 각도변화에 따른 중성자빔의 FWHM과 are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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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검출위치 변화에 따른 TOF법에 의한 파장교

정 및 파장분포

제1절 TOF법에 의한 파장교정

1.파장교정 결과

점채널을 보정해서 TOF 측정을 수행하는 것은 쵸퍼장치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고 한 조건에서 한번의 측정만으로 파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점채널 측정에 따른 오차와 쵸퍼-검출기간의 거리측정에 따른 오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 조건에 대해 거리가 다른 두가지 TOF 측정을 수행하여 그 

거리차에 따른 측정채널 폭으로 중성자빔의 파장을 측정하는 법이 널리 쓰이고 있

다. 검출위치 변화에 따른 TOF 측정의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 쵸퍼-검출기 거리 : 1.4m, 4.4m

- 쵸퍼 주파수 : 100Hz

- MCA channel width : 10μs

- 중성자 속도 선별기 tilting : tilting angle = 3°

- λ=
h
mv , λ(Å)=3.9561⋅tm(ms)/D(m) 

검출위치 변화에 따른 TOF 측정에서 윗식의 D(m)는 두 검출위치의 거리차이

로 주어지며 tm은 두 측정위치에서 각각 측정된 채널위치의 차이로부터 얻어진다. 

그림 23과 24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 17100, 21300 rpm에서 쵸퍼-검출기간 거리 

1.4m와 4.4m에서 얻어진 TOF 측정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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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TOF 측정결과(NVS rpm=17100)

0 200 400 600 800 1000

0

100

200

300

400

500

600

Data: N171LD1_START
Model: Gauss
Chi^2 = 170.42092
y0 47.64402 ±1.42775
xc 268.34198 ±0.29202
w 42.67299 ±0.7037
A 11731.35389 ±213.44881

                NVS 17100rpm 
 Sample to Detector Distance : 1.4m
 Sample to Detector Distance : 4.4m

Data: N171LD3_START
Model: Gauss
Chi^2 = 159.02628
y0 87.55409 ±1.62011
xc 756.50889 ±0.40959
w 84.57106 ±1.2112
A 22542.59458 ±407.99561

N
eu

tro
n 

C
ou

nt
s

Channel

그림 24 TOF 측정결과(NVS rpm=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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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는 13100, 17100, 21300, 25500 rpm에서 검출위치를 변화시킨 TOF법

으로 측정한 중성자빔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5에서도 중성자 속도 선별

기의 rpm의 역수와 측정되는 중성자빔의 파장과는 1차비례관계식을 만족하고 그 

관계식은 λ(Å) = 0.11077+107171/U[rpm]로 표현된다.

그림 25 중성자 속도 선별기 rpm 변화에 따른 중성자빔의 파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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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채널보정

표 11은 점채널 보정으로 단일한 검출위치에서 측정한 중성자빔의 파장과 

검출위치를 변화시킨 조건에서 측정한 파장을 비교한 것이다. 표 1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단일 검출위치에서 측정한 중성자빔의 파장과 검출위치를 변화시킨 조건

에서 측정한 파장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단일검출위치에서 측정한 점채널을 

보정해서 TOF 측정을 수행하는 것은 오차와 쵸퍼-검출기간의 거리측정에 따른 오

차가 수반된다. 검출위치 변화실험에서는 10m 이동시 ±0.1mm의 정확도를 갖는 스

테핑 모터가 장착된 검출기이송대에 검출기를 위치하고 검출 위치를 변화시켰으므

로 쵸퍼-검출기간의 거리측정에 따른 오차가 발생하여도 두 검출위치간의 거리차

이(4.4m-1.4m=3m)는 오차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실은 검출위치변화

로 측정한 파장이 더 신뢰성이 높은 결과임을 뒷받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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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TOF 법으로 측정한 중성자빔의 파장

NVS rpm 검출위치변화로 측정한 파장(Å) 단일 검출위치에서 측정한 파장(Å)

25500 4.31355 4.22009

21300 5.14227 4.94275

17100 6.37808 6.28216

13100 8.29176 8.11079

그림 26은 측정된 파장의 함수로 MCA에 기록된 channel number를 1.4m와 4.4m

의 검출위치에서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직선의 기울

기는 다르지만 y-절편 값은 34.0 channel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y-절편

값은 다음절의 파장분포계산에서 이용되는 window-offset channel, N0 값을 나타

낸다.

그림 26 파장의 함수로 나타낸 MCA에서 측정된 channel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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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파장 분해능

그림 23, 24에 나타난 바와같이 TOF 측정결과 나타난 spectrum은 gaussian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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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수로 fitting 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 I max⋅exp(-(N-N max )
2
/σ
2
) (6)

쵸퍼-검출기간의 거리 L에서 FWHM은 gaussian 분포의 bell with인 σ로 정의

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FWHML=ΔN
+
0.5=2⋅σ⋅(- ln(0.5))

0.5=2⋅σ⋅(+ ln(2)) 0.5 (7)

쵸퍼 slot의 넓이가 무한대로 작아서 쵸퍼에 의한 파장 분해능을 무시할 수 

있다면 파장 분해능(FWHM) Δλ/λ는 TOF spectrum의 gaussian fitting으로부터 바

로 구할 수 있다. 식 (8)은 쵸퍼의 분해능을 무시할 때의 파장 분해능을 나타낸 것

이다.

Δλ/λ =(FWHML2-FWHML1)/(N maxL2-N maxL1)

=2⋅( ln(2))
0.5
⋅(σL2-σL1)/(N maxL2-N maxL1)

=2⋅( ln(2))
0.5
⋅ΔσL2,L1/ΔNmaxL2,L1

 (8)

그러나 실제 실험에서 쵸퍼 window는 유한한 넓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쵸퍼에 의한 파장 분해능 함수가 존재한다. 쵸퍼에 의한 파장 분해능 함수는 쵸퍼 

window shape 함수를 시공간에서 Fourier 변환하여 얻어지며, 쵸퍼 window shape 

function은 slit 모양의 쵸퍼 window 모양과 입사빔 모양과의 convolution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쵸퍼 분해능 함수는 gaussian 분포함수로 표현할 수 있으

며 그 결과 TOF 측정에 대한 파장분포는 gaussian 분포함수의 bell width σ를 이

용하여 중성자 속도 선별기에 의한 σneutron과 쵸퍼에 의한 σchopper로 표현할 수 있

다. 

σ2TOF=σ
2
chopper+σ

2
neutron (9)

식 (7)과 (9)로부터 다음의 식 (10)에 나타난 FWHMneutron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식 (10)에 나온 σchopper은 실제 복잡한 window shape function으로부터 구

해야 한다.

FWHMneutron=2⋅[ ln(2)⋅(σ
2
TOF-σ

2
chopper)]

0.5 (10)

그러나 두가지 검출거리에서 TOF 실험을 실시할 경우 평균 σchopper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쵸퍼장치에서는 광소자와 투과빔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주요원인

으로 하여 시간차가 존재하며 이때의 시간차를 window offset channel, N0로 정의

한다. N0는 그림 26의 파장-channel 그래프에서 y-절편값으로 정의되며 파장 분해

능,쵸퍼-검출기간 거리, L에 대한 Δλ/λ는 다음의 식 (11)로 주어진다. 

Δλ/λ =FWHMneutron/(N max ,L-N 0)

=2⋅[ ln (2)⋅(σ2TOF,L-σ
2
chopper)]

0.5/(N max ,L-N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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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의 쵸퍼-검출기간거리 L1, L2에 대하여 식 (11)을 나타내면 그 관계로

부터 σchopper를 구할수 있으며 그것은 식 (12)로 표현된다.

σ chopper= [σ
2
TOF,L2 (N max ,L1-N 0)

2
-σ

2
TOF,L1(N max ,L2-N 0)

2
]

/( (N max ,L2-N 0)
2
-(N max ,L1-N 0)

2
]
0.5 (12)

식 (12)에서 구한 σchopper를 식 (11)에 대입하면 쵸퍼장치가 보정된 파장 분

해능을 구할 수 있다.

표 12는 쵸퍼 분해능을 고려한 것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성자빔의 파

장 분해능, Δλ/λ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그림 27은 표 12에 나타난 결과를 도시

한 것이다. 그림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쵸퍼의 분해능은 중성자빔의 파장이 작을 

때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 중성자빔의 파장 분해능, Δλ/λ

Wavelength(Å)
파장 분해능(%)

(쵸퍼분해능 고려)

파장 분해능(%)

(쵸퍼분해능 고려안함)

4.31355 13.114 6.944

5.14227 11.800 6.570

6.37808 12.559 10.07

8.29176 11.618 10.82

그림 27 SANS 중성자빔의 파장 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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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표준시료를 이용한 파장교정

Silver Behenate(CH3(CH2)20COOAg)는 다결정 분말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료로 

X-선 및 중성자빔의 소각산란 실험에서 파장교정을 위한 표준시료로 널리 사용되

고 있다. Silver Behenate는 격자상수가 큰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각 역에서 

규칙적으로 분포된 (001) peak를 나타낸다. Silver Behenate의 (001)면의 면간거

리는 d001은 synchrotron 실험결과 58.380Å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001)면에 대한 

Q값은 Q001=2π/d001=0.107626으로 주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Silver Behenate의 회절 결과를 이용하여 시료-검출기간의 거

리를 보정하 다. 그림 28(a)는 2차원 검출기에 검출된 Silver Behenate의 소각산

란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28(a)은 128x128의 2차원 데이터로 표현한 것이

다. 그림 28(b)는 그림 28(a)의 측정결과에서 중심에 해당하는 x=63과 x=64의 두

열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1차원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8은 중성자파장 4.31

Å에서 얻어진 결과로 그림 28(b)에서 빔 중심과 회절 peak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Silver Behenate의 면간거리(d001=58.380Å)를 이용하면 Bragg 관계식에 의해 시료

-검출기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표 13은 3가지 조건에서 측정한 거리측정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거리 L-1000은 1m 이송시 오차가 0.1mm인 검출기에 장착된 

stepping motor를 이용하여 시료-검출기간의 거리를 거리 L에 대해 1000mm 감소시

킨 것이다.

그림 28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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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28 Silver Behenate에 대한 소각산란 실험결과; (a) 2-D 

image, (b) 1-D image(λ=4.31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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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Silver Behenate 측정결과를 이용한 시료-검출기간 거리측정

시료-검출기간 

거리(mm)
중성자 파장(Å)

빔중심과 회절 

peak간의 거리(mm)

측정된 

시료-검출기간 

거리(mm)

L 4.31 210.9 2851.8

L-1000 4.31 137.8 1862.4

L-1000 6.38 203.5 1854.0

그림 28은 시료-검출기간 거리 2.85m인 조건에서 Silver Behenate에 대한 소

각산란결과를 I vs. Q로 나타낸 것으로 Q값은 중성자빔의 파장을 TOF 측정으로 얻

어진 값인 4.3136Å로 계산한 것이다. 측정결과 (001)면에 대한 peak Q 값은 

0.10775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 중성자빔의 파장은 4.3150Å로 계산되었다. 이 결

과는 TOF법으로 측정된 중성자빔의 파장(4.3136Å)과 비교하여 표준시료를 이용한 

측정이 0.05%이내에서 일치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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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Radially average한 Silver Behenate의 소각산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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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중성자 속도 선별기 제작, 설치하여 최적화된 중성자빔을 

얻기위한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설치조건을 확립하 고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동

작특성을 평가하 다.  또한 TOF법과 표준시료 측정을 통하여 중성자 속도 선별기

를 거친 단색화된 중성자빔의 파장과 분해능을 측정하 다. 

중성자 속도 선별기는 입사빔에 대해 -3°tilting된 상태를 최적의 설치조건

으로 확립하 다.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거쳐 단색화된 중성자빔의 파장은 중성자 

속도 선별기 회전속도 25500, 21300, 17100, 13100 rpm에 대해 각각 4.31, 5.14, 

6.37, 8.29Å으로 측정되었다. 중성자빔의 파장(λ)과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rpm(U) 사이는 λ[Å]=A+B/U[rpm]의 관계식을 만족하 고, A=0.11077와  B=107171

의 값이 얻어졌다. 또한 중성자빔의 파장 분해능은 약 10%로 측정되어 중성자 속

도 선별기 제작사가 제시한 제원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시료인 

Silver Behenate를 이용하여 측정한 중성자빔의 파장과 TOF법으로 측정한 파장은 

잘 일치하 고, 그 차이는 0.05%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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