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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중성자유도관 제작을 위한 생산 및 품질보증 절차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BT, NT, 고체물리, 고체화학 등의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의 원자단위의 측정기

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냉중성자연구기반시설구축및이용기술개발' 이라는 

프로젝트가 2003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시작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인 수행을 위해 몇몇 중요 개발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이중 중성자 유도관 제작기

술 개발은 ISIS, SNS, J-PARC, CIAE등의 중성자 연구기관들이 신규설치나 교체를 

위해 많은 양의 유도관을 필요로 하여 최근 유도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도관 제작기술 확보를 위해 계획 되었다. 본 기술의 확보는 냉중성자 프

로젝트를 위한 전반적인 작업 공정을 KAERI 스스로가 조절하고 예산 절감에 중요

하게 기여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KAERI에서 제작된 유도관의 품질보증을 위해 유도관 제작 및 검사방

법을 체제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대면적 유리기판 세척기술 절차화

     나. 대면적 유리기판 증착기술 절차화

     다. 유도관 접합 측정기술 절차화

     라. 유도관 정렬기술 절차화

IV. 연구개발 결과

   가. 본 생산 절차에 따른 각 중성자 유도관 제조공정의 자세한 분석을 통해 고

성능의 중성자 유도관을 효과적으로 제작 가능하게 되었다.

   나. 각 제조 공정의 품질보증에 의해 박막 불안정에 따른 유도관 노화 문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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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 사항

  이 보고서의 절차에 의해 제작된 중성자 유도관은 높은 품질의 신뢰도를 확보하

여 기존 상용제품과 기술적 경쟁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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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Procedure of Production and Quality Assurance for Neutron Guide Fabrication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project called '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r cold neutron research and 
utilization technique development' was launched in KAERI in July 2003, in order 
to meet the demand for measurement techniques on an atomic scale in the field 
of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biotechnology, nano-technology, solid 
state physics, solid chemistry etc. 

Lately the demand for neutron guides has continuously increased, because a 
number of neutron guides are required for installation and replacement in neutron 
research facilities such as ISIS, SNS, J-PARC, CIAE etc. Thus the neutron guide 
production was planned to possess it's production technique. This will have an 
influence overall on the whole project so that the whole work process will be 
coordinated by KAERI itself and the project budget will be also reduced.

The objective of this report is to establish a procedure for a guide production & 
test for a quality assurance of neutron guides which will  be fabricated by 
KAERI.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to establish large substrate cleaning process
 - to establish large substrate coating process
 - to establish substrate assembly and measurement procedure
 - to establish guide alignment procedure

IV. Result of the Project
It was possible to effectively fabricate neutron guides with a high quality 
through a detail analysis of each step for the guide fabrication in compliance 
with the guide production procedure.   
Also with using this quality assurance program it facilitates to analyze the guide 
aging problem due to a layer stability on a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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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uture Plan

Neutron guides fabricated in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 of this report will 
secure the reliable guide quality and have a high competitiveness to a 
commerci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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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자재관리

 1. 기자재 관리

   기자재 관리는 중성자 유도관 제작에 관련된 기자재의 인수, 저장 및 재고 통제

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제조, 측정기기는 

본 자재관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기자재 입고 검사 절차는 크게 현지 검사와 

입고 검사로 나누고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현지검사

   KAERI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제작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규정된 검사 보고서의 

규격에 기자재 제작의 부합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준비 단계에서 해

당 제작업체는 기자재의 검수를 위해, 현지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사 4

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 검사 시 기판 표면의 손상 및 가공 치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판 표

면을 검사하여 단위면적당 손상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가공 치수 검사는 공급 

업체가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여 기자재의 치수를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

자재 치수 및 기하학공차 검사표(첨부 2,3)를 작성하여야 한다. 최종검사 완료 후 

시험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 판정기준에 일치하면 입고를 허용한다(첨부 1).

   입고 허용을 위한 공차는 외형 치수를 기준으로 ± 0.05 이하이며, 기판 표면 손

상 면적은 100μm/cm
2
 이하이여야 한다.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 을 경우 검사 담당자는 

지적사항을 업체에 통보하며, 검사결과를 기록하며, 기록된 지적사항들은 제작업체

와 협의 후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한다. 주요 지적사항은 기록, 관리하여 재발방지

에 사용한다. 

   업체 측의 사정에 의해 검사 일정을 연기 또는 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 2일

전까지 통보되어야 한다.

그림 1 중성자 유도관 개발을 위한 붕규산 유리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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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고검사

   입고 검사는 현지검사에 합격된 기자재의 경우라도 운송 중 파손, 변형 발생이 

가능하므로 입고 직전 제품의 외관 및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입고 

검사 준비 단계에서 제작업체는 작성한 입고검사보고서를 KAERI에 제출하여 검사

신청을 한다.

   입고검사는 현지검사 때 지적된 사항 및 검사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한다. 검사는 입고된 전 품목을 실시하며 합격된 경우 검사 결과서에 기록 후 기자

재 입고 절차에 따라 입고한다. 불합격일 경우에는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작

업체에 통보하고 기자재가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입고되는 기자재의 품질 관리를 위해 각 기판에 검사표가 작성되어야 하며 유도

관 제작 시 첨부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2. 기자재 입고 및 관리

   기자재의 입고 및 관리는 기자재 수급에 수반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효율적인 입고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 기자재 입고

   기자재 입고는 가공업체가 유도관 제작 현장까지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고될 기자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제품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기자재 치수 및 기하학공차 검사표 사본을 동봉 하여야 한다.

   ③ 기판 운반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기판 운반 시 기판의 손상을 고려하여 목재 함을 사용함으로써 습기 및 충격

을 방지 한다.

   ⑤ 포장 완료된 기자재는 KAERI의 입고 요청 시 제조된 순서에 따라 입고한다.

   ⑥ 입고 시 KAERI는 자재입고검수대장(부록 1)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 관리

   기자재 관리는 입고된 기자재의 원활한 제조를 위한 보관 상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기자재 관리한다. 

   ① 입고된 기자재는 진공 폐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② 기자재 사용 시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기자재 사용 시 변형 정도를 측정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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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기판 증착

 1. 기판세척 검사

   기판세척은 중성자 유도관 제작의 전처리 과정으로 기판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

하는 공정을 말한다. 세척 공정에 사용된 용매는 부록 5. 검사점검표(기판세적공정)

에 기입하여야 하며 세척 후 표면 상태를 측정하여 증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검사는 표면 검사기, 광학 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기판 오염 정도를 측정하며 검사

점검표(기판세적공정)를 작성 보관한다. 합격 판정 기준은 검사점검표(기판세적공

정)를 확인하여 결정하며 기판의 이물질이나 손상 면적은 100μm/cm
2
 이하이어야 

한다.

 

그림 2 기판 장입된 증기탈지기 

그림 3  유리 기판 표면 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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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판세척 공정도

      

기판 육안검사 

기판 세척준비 

기판 정밀검사 

기판 유·무기물 제거 

기판 세척 마무리 

기판 육안검사 

기판 세척 완료 

기판 폐기 

YES 

NO

NO

NO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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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판증착

   기판의 표면에 박막을 증착시키는 공정을 말하며 중성자 유도관 제작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공정이다.

  가. 증착 전 확인사항

  증착은 작업장의 온도 및 습도, 이물질 등 기판에 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최

소화 후 실시한다. 각 증착 공정 시 증착 챔버의 기저 진공도, Ar 유량, throttle 

valve의 개폐 정도, arc 상태, 사용 가스 및 공정 압력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그림 5 중성자 유도관 제작을 위한 대 면적 증착 장비

그림 6 증착 장비의 제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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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증착 후 품질 검사

   증착된 박막의 특성 평가를 위해 대형 기판과 측정용 샘플을 동시에 증착한다. 

증착에 대한 모든 측정은 샘플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이상 현상 발생 시 대형기판

을 폐기한다. 증착된 대형기판의 측정은 주기적으로 선별하여 샘플과의 측정결과를 

비교한다.

   기판의 증착면을 선별하기 위한 UV Lamp 테스트 여부, 기판 지지대 위에 장착

된 기판의 위치(타겟과 기판의 거리) 및 총 증착 시간 등을 증착 공정표에 기입하

여야 한다. 

   또한 증착 후 샘플을 이용하여 sellotape를 이용한 접착력 테스트, 물방울의 표면

장력을 이용한 접착력 테스트, Pin hole 측정 등을 실시하여 중성자 유도관 접합 여

부를 결정한다.

   측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측정명 측정 기준

Pin hole  100μm/cm
2
 이하

접착력(표면장력이용)  기판과의 접촉각 40° 이하

평탄도  1.0E-04 rad 이하

반사율
 Ni 거울 ; 전반사 반사율의 98% 이상

 초거울 M2의 경우 88% 이상

표 1 증착 후 기판 품질 측정기준

 



- 7 -

그림 7 기판증착 공정도

             

챔버 진공 

기판 증착준비 

증착 

장비 

점검 

NO

NO

NO

YES 

이온건 플라즈마 

티타늄 플라즈마 

니켈 플라즈마 

진공테이프 부착 

기판 장착 

챔버 배기 

YES 

기판 분리 

진공테이프 분리 

육안검사 

기판 증착 완료 

기판 폐기 
NO

YES 

NO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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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착 기판 검사

   기판 증착검사는 기판의 육안검사, 점착도, 표면 거칠기, 평탄도, 반사율 및 균일

성 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증착 기판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행된다.

  가. Pin hole 측정

   증착된 기판과 동시에 증착된 샘플을 이용하여 pin hole 측정 검사를 실시한다. 

pin hole 생성이 과다하게 생성되었을 경우 세척 공정표 및 증착 공정표를 검토, 참

조하여 생산자에게 보고하며 pin hole 생성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pin hole 

측정은 증착이 끝나고 48시간 후에 측정하며 pin hole의 허용치는 100μm/cm
2
이하이

다.

그림 8 Ni, Ti이 증착된 기판

   

 

    

     

  그림 9 V.I.M 측정모습           그림 10 V.I.M 측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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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증기탈지기 세척 후 박막 

     

Rubbing 1회 공정                    Rubbing 2회 공정

그림 12  Rubbing에 의한 세척 후 박막

            

 그림 13 초음파세척 후 박막      그림 14 증기탈지, Rubbing 세척 후  박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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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착력 검사

   ① sellotape를 이용한 부착력 검사는 ISO 9022-1에서 규정하는 조건하에서 인

장 응력이나 전단 응력을 가했을 때, 광학 코팅의 기계적 특성 변화를 평가하는 것

을 말하며 부착력 검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부록 B)에 기술되어 있다. sellotape

을 이용한 부착력 검사 허용치는 증착 층이 sellotape에 붙어서 박리가 일어나 육안

으로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합격으로 처리한다.

그림 15 부착력 검사와 셀로판 테이프

   ② 물방울의 표면장력과 접촉각을 이용하는 부착력 검사는 약 10㎖ 정도의 물방

울을 증착된 기판의 표면에 떨어뜨려 기판과 물방울사이의 접촉각을 측정하는 검사

법이다. 이검사법의 허용치는 기판과 물방울의 접촉각이 40° 이하이어야 한다.

그림 16 물방울과 기판의 접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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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탄도 검사

   단파장인 중성자의 손실량은 기판의 휨 곡률과 표면 거칠기에 따라 결정되므로 

박막증착 후에 기판에 휨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유도관 정  접합에 필요한 허

용 평탄도는 1.0E-04 rad 이하이다.

그림 17 평탄도 측정 장비

M a in  P r o g r a m

P r e s c a n M e a s u r e m e n t

M a in  P r o g r a m

P r e s c a n M e a s u r e m e n t

그림 18 Waveform Scan 장치의 Program

그림 19 Waveform Scan 장치의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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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반사율 측정

      반사율 측정을 위해선 샘플을 이용 X-선과 중성자 반사율 검사를 수행하여

야 하며 대형 기판도 임의적 선별하여 측정한다. 니켈 거울의 경우 임계각 내의 반

사율은 전반사 반사율의 98% 이상이어야 하며, M=2의 경우 88% 이상이어야 한다. 

각각의 측정 결과는 다음 공정을 위해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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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유도관 접합

 1. 유도관 접합 평가

   유도관 정렬시 입·출구의 크기 및 형상공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출구의 치수

를 정 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유도관 접착 상태 측정 시 경과 시간, 접착제 및 측

정 환경(온도, 습도)등이 검사표에 기입되어야 한다.

유도관의 사용 여부는 접착 오차 ±5㎛ 이내 이며, 내면의 평탄도를 측정하여 검사

표에 기입하여 보관한다.

그림 20 3차원측정기

              

     그림 21 유도관 측정 부위         그림 22 3차원 정  측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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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치수 및 기하학 공차

 치수 및 기하학 공차는 3차원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유도관 정렬 비접촉 측정 기구를 사용한다. 측정 환경은 20C〫 , 습도 40% 

등 접합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된다.

   나. 진공도

   제조된 유도관의 가압검사, 진공검사 및 헬륨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방법은  누

설 시험 (Leak Test)에 규정되어 있으며, 리크검사 합격여부는 첨부(부록 11)된 유

도관 누설시험 검사표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유도관 내면 평탄도 검사

   유도관이 측정 오차 범위 내에 접합되었어도 전체적으로 뒤틀릴 수 있어 입·출

구의 내면을 측정하여야 한다. 유도관 내면 평탄도 오차는 입·출구를 기준으로 ▱

0.0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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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유도관 정렬

 1. 유도관 정렬

    유도관 정렬은 측량 작업 절차에 적합하게 측량된 시공측량을 기준으로 메탈자

겟이 설치될 Pillar와 I-beam의 위치를 고정 설치한다. I-beam이 설치되고 그 위에 

위치한 메탈자켓의 수직, 수평 등을 고려 한 후 측량을 실시하여 유도관 정렬라인

을 선정한다.

   가. Pillar 설치

   시공 측량으로 선정된 임의의 선상에 2m간격으로 Pillar를 수직으로 설치한다. 

바닥면과의 틈새 및 Pillar의 비틀림이 없어야 하며, Pillar 설치 시 방진 패드를 사

용하여 바닥과의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

   나. I-beam 설치

   Pillar의 상부에 위치하는 I-beam은 메탈자켓의 기준 보가 되는 역할이므로 설

치 시 처짐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다. 메탈자켓의 설치

   메탈자켓 내부에 실제 중성자 유도관이 설치되므로 메탈 자켓 설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Pillar와 I-beam에 변형이 일어나도 메탈자켓에는 변형 향이 적

어야하며, 단위 길이 당 설치 오차가 적어야한다. 또한, 설치 시 비틀림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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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메탈자켓 

  1. 메탈자켓의 내압 및 진공도 검사

   메탈자켓의 내부 진공은 로터리 펌프 1개와 터보 펌프 1개를 이용한다. 초기 진

공을 위해서 로터리 펌프를 작동 후 진공도가 10
-3
 torr 이하가 되면  터보 펌프를 

추가로 작동시켜 고진공에 도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 Leak Rate 측정을 위한 펌프 및 게이지

    Leak Rate는 진공시스템이 가지는 단위시간당 유입 또는 유출되는 기체의량으

로 진공시스템 체적에 압력을 곱한 양이다. 

Q =
(P 2-P 1)V

t

     Q는 leak rate, P1은 시간 t=0일 때의 즉 초기상태의 진공시스템 내부의 압력

이며, P2는 일정 시간(t)이 지났을 때의 진공시스템 내부의 압력이다. V는 진공시스

템의 체적이다. 이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leak rate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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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메탈자켓 개념도

  

        그림 25 메탈자켓 설치사진         

  2. 메탈자켓의 조립 및 성능검사 

   조립범위 및 성능검사를 위하여 하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한다.

   ① 조립 및 취부상태 확인

   ② 중심선(Center Line) 일치 확인

   ③ 간격, 굴곡, 변형 등 주요 치수 점검

   ④ 볼트 체결상태 확인

   ⑤ 각 메탈자켓 및 각 부품들 간의 조립위치 확인

   ⑥ 세부 부품 작동여부 및 작동상태를 확인

   ⑦ 제품의 설계 특성상 목적하는 성능을 확인(Lea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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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내압 및 기 시험 조건

순위 시험종류 시험압력 시험기간

1 내압시험

1) 수압시험: 최고사용

   압력의 1.5배의 압력
시험압력에 도달한 후 30분 이상

2) 기압시험: 최고사용

   압력의 1.5배의 압력

(단, 구조상 수압시험을 실

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에만 실시하며, 공기.

질소등 위험성이 없는 기체

를 사용)

 ① 시험압력의50%까지 서서히 가압

 ② 10%씩 단계적 가압, 5분이상 유

지, 시험압력까지 상승후 30분 유지

 ③ 설계압력까지 압력을 내린후 기

   시험을 시행

2
기 시험

(누설시험)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하여 발표제등을 사용
시험압력에 도달한 후 15분이상 유지

     메탈자켓 재작 업체에서는 상기 표에 명시되어 있는 내압시험을 적용하여 검

사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납품한다.

  다. 검사 

   ① 제작업체는 전수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KAERI에 제출한다.

   ② KAERI는 성적서를 참조하여 무작위 10%를 채취 검사 판정하며 불합격일 

경우에는 또 다시 20%를 채취 검사하며 그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에는 제작품 전량

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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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부록 1. 자재 입고 검수 대장

자 재 입 고 검 수 대 장

품  명 : 규  격 : 작성일 :       년     월     일 

월   일 설  계  량 반  입  량 합  격  량 불 합 격 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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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기판가공 검사점검표(CHECK LIST) 

검사점검표(기판가공)
가공회사명 검사점검표 번호

위치/장소 원재료 기판번호

납품요청일자 가공 도면번호

기판가공일자 기판 가공자

검사항목
결과

비고
합 부

 1. 원재료 관리

1) 원재료는 가공공정순서에 맞도록 관리되고 있는가?(번호부여)

2) 원재료의 관리 상태는 사진으로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

3) 타 회사에 전용되는 일은 없는가?

 2. 재단

1) 생산된 제품은 폭 및 길이가 허용오차 이내인가?

 3. 가공

1) 치수 및 기하공차 도면에 맞도록 가공 되었는가?

 4. 포장 및 검사

1) 최종 완료된 제품의 규격, 색상, 흠, 크랙 등 검사

2) 제품은 벤딩 되어 오염방지를 위한 비닐포장을 하였는가?

3) 포장 완료된 제품의 보관 상태는 양호한가?

 기타사항

검    사   자 합격여부

날 짜 / 서 명 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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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자재 치수 및 기하학공차 검사표 1

※ 기호와 기준치수는 제작하는 유도관의 크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기판 가공치수 검사표 번호.

가공기판번호/ 단위 : mm

기 호 기준 치수

검사 치수

비 고
1차 측정 치수 2차 측정 치수

A 1,000 -0.05/-0.15

B1 72 ±0.05

B2 72 ±0.05

C 11 ±0.1

D 54 ±0.1

E 1 ±0.1

F 1 ±0.1

G 0.7 ±0.3

H 0.01

I 0.01

J 0.01

K 0.01

L 0.05

검사날짜: 검사담당자: 검사승인자: 합격여부

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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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기자재 치수 및 기하학공차 검사표 2

※ 기호와 기준치수는 제작하는 유도관의 크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기판 가공치수 검사표 번호.

기판번호/ 단위 : mm

기 호 기준 치수

검사 치수

비 고
1차 측정 치수 2차 측정 치수

A 1,000 -0.05/-0.15

B1 50 -0.04/-0.06

B2 50 -0.04/-0.06

C 11 ±0.1

D 0.7 ±0.3

E 0.01

F 0.01

G 0.01

H 0.01

I 0.05

검사날짜: 검사담당자: 검사승인자: 합격여부

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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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검사 점검표

검 사 점 검 표 (기판 세척 공정)

기판 번호 검사점검표 번호

세척작업 일자 세척작업자 / 서명

검사항목
세 척 공 정 확 인

비고
작업자 검사자

1. 세척액

  엔솔브,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아세톤, 메탄올

2. 세척공정

  1차 세척

  증기탈지기

  2차 세척

3. 표면검사측정(할로겐)

  육안확인 이물질 및 손상 10개소 이하

4. 표면검사측정(현미경)

  100μm/cm2이하

5. 보관

 기타사항

검   사   자 합 격 여 부

서명 / 날짜 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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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검사 점검표

검사항목
증 착 공 정 확 인

비고
작업자 확인자

1. 증착준비

 부록 7진공장치 정기점검표 확인

2. 진공테잎 부착

 증착부위 외 부착 여부

3. 챔버진공

 base pressure :                   torr

4. 이온건 플라즈마 / Pre-sputtering

 이온건 플라즈마    회 /    분

5. 기판증착

 working pressure :                torr

 

기타사항

확   인   자 합 격 여 부

서명 / 날짜 가 부

검 사 점 검 표 (기판 증착 공정)

기판 번호 검사점검표 번호

증착검사장소 증착샘플번호

증착작업일자 증착작업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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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진공장치의 정기점검 유지보수표

진공장치의 정기점검 유지보수표
NO 항  목 매일 매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비고

1 전원계통  전압 ● ◈ ±10% 이내

2
냉각수계통

 압력, 수량, 수온 ● 15∼25℃

3  누수, 막힘, 필터 ● ◈ ▣

4
공압계통

 압력, 누설 ● 5∼7㎏/㎠

5  공기, 필터 ● ▣

6

로터리펌프

 오일 ● ▣ 오염상태, 오일량

7  벨트/풀리/배인 ● ◈ 유격, 고정상태

8  진동도 ●

9

크라이오펌프

 헬륨 ● 오염상태, 헬륨량
10  히터 ● ◈ 동작상태

11  진동도 ●

12 고진공밸브

저진공밸브

폴라인밸브

벤트밸브

R/P리크밸브

 디스크 오링 ● ◈ ▣ 오염상태

13  샤프트 오링 ● ◈ ▣ 오염상태

14  디스크시트 표면 ● ◈ 오염상태

15  디스크 커플링 ● ◈ 오염상태

16  동작상태 ●

17

배기배관

 오링 ● ◈ 오염

18  벨로우즈 ● ◈ 오염, 누설

19  센서소켓 오링 ● ◈ ▣ 오염
20  진동도 ●

21

진공조

 도어 오링 ● ◈ ▣ 오염
22  진동도 ●

23  리크시험 ●

24  내피 ◈ 오염

25

지그회전장치

 회전기어 ● ◈ ▣ 마모, 소음, 고정상태

26  메인기어 실링 ● ◈ ▣ 누설

27  베어링 ● ◈ ▣ 마모, 소음

28
증착원

 디씨파워서플라이 ● ◈ 동작상태

29  타겟 ● ◈ 절연, 냉각수, 오염

30

계측센서

 피라니 게이지 ● ◈ 오염, 누설

31  콜드케소드게이지 ● ◈ 오염, 누설
32  온도계 ● ◈ 오염, 누설

33 근접스위치  센서 ● 위치

장치의 용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 점검조정 ◈ : 분해세척 ▣ : 분해교환. 가동 : 8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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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기판 증착 표면 검사표

기판 증착 표면 검사표 번호.

기판 번호

- 기판 번호 / 샘플 번호   /  

- 기판 Type  Ni/Ti SM 120

- 기판 재료  11mm Schott borofloat

접착력 검사

- ISO9211-4:1996E, 광학 및 광학기기 - 광학코팅 - 4부: 시험방법에 의해 검사 실시
- 기판과 물방울(10㎖)의 접촉각 40° 이하

검사날짜: 검사담당자: 검사승인자: 합격여부

가 부

Pin Hole 검사

48시간 경과 후 측정 pin hole의 합산 허용 측정값은 100μm/cm2이하

검사날짜: 검사담당자: 검사승인자: 합격여부

가 부

표면 거칠기 검사 측정값

RMS 거칠기                        Å

증착 두께                          ㎛

초거울 코팅면의 임의의 면을 X선 반사율 측정기를 사용하여 RMS거칠기와 
증착 두께를  측정한다.
RMS 거칠기 허용 측정값은 5Å 이하이며, 증착 표면층 허용 측정값은 20Å 이하이다.

검사날짜: 검사담당자: 검사승인자: 합격여부

가 부

표면 평탄도 검사 측정값

평균 표면 파상도                            rad

높은 정밀도의 게이지와 NR 간섭계를 사용하여 측정
평균 표면 파상도 허용범위 : 1.0E-04 rad 이하

검사날짜: 검사담당자: 검사승인자: 합격여부

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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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기판 증착 표면 반사율 검사표

기판 반사율 검사표 번호.

기판 검사번호

- 기판 번호 / 샘플 번호    / 

- 거울 Type  Ni/Ti SM 120

- 기판 재료  11mm Schott borofloat

기판 반사율측정

- 임계각         θC

- 파장  λ=    Å

- 반사율  %

- 평균반사율  A =     Å-1

측정데이터 삽입

검사날짜: 검사담당자: 검사승인자: 합격여부

가 부



- 12 -

부록 10. 유도관 치수 및 기하학공차 검사표

※ 기호와 기준치수는 제작하는 유도관의 크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유도관 접합치수 검사표 번호.

 사용접착제 : Bhole UV 단위 : mm

기 호 기준 치수 검사 치수 비 고

A 1,000 -0/-0.2

B 50 ±0.01

C 72 ±0.1

D 50 ±0.01

E 72 ±0.1

F 11 ±0.1

G 11 ±0.1

H 0.01

I 0.01

J 0.01

K 0.01

L 0.01

M 0.01

기 호 기판번호 / 샘플번호 기판가공치수점검표번호 수 량 비 고

M / 1

N / 1

O / 1

P / 1

검사날짜: 검사담당자: 검사승인자: 합격여부

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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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유도관 누설시험 검사표

유도관 누설시험 검사표 번호.

 정밀측정 장소

 제품 번호

 정밀측정 규정

 사용 설비

 정밀측정

정밀측정실

2006 GSM-0000

NONE

가압게이지 : LB1145, 컨트롤러
진공게이지 : DV 1000/01143 LEYBOLD VACUUM 진공펌프
누설측정게이지 : LB1130; 헬륨 누설 탐지기, UL 200 센서

가압 측정(압축공기): 1.24bar로 10분을 유지, 감압이 없어야 함.
진공 측정(압축공기): 12mbar로 10perc을 유지, 증압 3mbar 이
내일 것.
누설 측정(헬륨): 930mbar로 최소 30분 이상 유지할 것
허용누설 범위: 5X10-5mbar liter/sec.  

제조
공정
관리
번호

가압 측정 1.24Bar
진공 측정 

8mBar
헬륨 누설측정 허용여부

비고
게이지

고유번호
측정

시간(분)
측정
값

측정
시간
(분)

측정
값

측정시간
(분)

측정값 
(bar)

허용/불용

특이사항

날짜: 검사담당자: 검사승인자: 합격여부

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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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B

부록 1. 부착력 시험 (ADHESION CHECK TEST)

ISO9211-4:1996E, Optical coating – Part4: Specific Test Methods

1.1 부착력 시험

부착력 시험의 목적은 ISO 9022-1에서 규정하는 환경 조건하에서 인장 응력이나 

전단 응력을 명시하 을 때, 부품 또는 기판에 있는 광학 코팅의 기계적 특성이 받

는 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1.2 시험 조건  이 시험에 사용되는 테이프는 길이가 25mm, 나비가 12~13mm이며, 

9.8N의 접착력을 가진 무색이어야 한다. 또한 테이프가 일정한 속도로 롤에서 풀려 

나올 때 변형, 끊어짐, 늘어남, 찢어짐, 접착제의 떨어짐 등이 없는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1.3 조정방법  조정 방법 2에 따르는 가혹도 등급은 표 1과 같다.

가. 시료의 치수가 허용될 경우 코팅 표면에 테이프를 약 25mm 정도 부착하고, 손

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여유 길이를 준다.

나. 손가락으로 테이프 표면을 문질러 속에 있는 기포를 빼내고 시료 박막에 단단

히 부착되도록 한다.

다.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시료의 끝단 2mm 이내에는 테이프를 부착시키지 않

는다(끝단의 정의에 대하여는 ISO 9211-1의 6.3을 참조).

라. 한 손은 시험해야 할 부분의 테이프 끝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은 시료를 단단히 

붙잡는다.

마. 표 1에 제시한 등급 중 하나로 코팅 표면에 직각으로 테이프를 당긴다.

표 1 조정 방법 1(부착력)에 따른 가혹도 등급

비 고 테이프를 당기는 순간은 손목과 손가락의 순간 작용을 참조한다.

1.4 원상 복귀평가하기 전에는 시료를 닦지 않는다.

1.5 평 가  시료의 표면은 육안으로 반사광 또는 투과광을 이용하여 코팅 시료의 

물리적 결함을 검사하고, 부착력 시험을 한 표면에는 코팅 부분이 벗겨졌다는 어떤 

증거가 없어야 한다. 시험은 부속서 1에 명시된 방법이나 ISO 10110-7에 따르거나 

또는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가혹도 등급 01 02 03

테이프 제거율
느리게

(25mm를 약 2초에서 3초)
빠르게

(25mm를 약 1초)
순간적으로

(25mm를 1초보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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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육안으로 보았을 때 코팅 부분의 퇴색, 즉 때, 오물, 줄무늬 또는 이슬 방울 

등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어진 시방에서 요구하는 광학

적 요건이나 내환경 요건을 만족한다면 결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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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3198/2006 

     제목 / 부제  중성자유도관 제작을 위한 생산 및 품질 보증 절차서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저자)
 조상진 (229446)

연 구 자 및 부 서 명  김상민(9001278), 류재삼(9001074), 이창희(207858),

                         김학노(001449)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6

페 이 지    36 p.     도  표  있음( O ),    없음(   )  크  기   26 Cm.

참고사항  

비밀여부
 공개( O ), 대외비(   ), 

 __ 급비밀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BT, NT, 고체물리, 고체화학 등의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의 원자단위의 측정기술의 요

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냉중성자연구기반시설구축및이용기술개발' 이라는 프로젝트가 

2003년 7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시작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몇몇 중요 개발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이중 중성자 유도관 제작기술 개발은 ISIS, 

SNS, J-PARC, CIAE등의 중성자 연구기관들이 신규설치나 교체를 위해 많은 양의 유

도관을 필요로 하여 최근 유도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도관 제작

기술 확보를 위해 계획 되었다. 본 기술의 확보는 냉중성자 프로젝트를 위한 전반적인 

작업 공정을 KAERI 스스로가 조절하고 예산 절감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KAERI에서 제작된 유도관의 품질보증을 위해 유도관 제작 및 검사방법

을 체제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중성자거울, 초거울, 품질보증, 진공쳄버, 코팅,

 중성자유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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