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TR-3255/2006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개발 

Development of the HANARO Neutron Reflectometer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소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6년도 “중성자 빔 및 조사시험 시설 운 ” 과제의 기술보

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0.  .   

                        주 저 자 : 이 정 수 

                        공 저 자 : 이 창 희 

                                   성 백 석 

                                   홍 광 표 

                                   최 병 훈 

                                   김 기 연 



- 1 -

요 약 문 

I. 제  목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는 중성자의 광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박막 시료의 임

계각 부근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중성자선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박막의 표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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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가 개발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고분자 및 생체재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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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반 하여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수직형 시료 배치를 갖는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개발, 설치하 다. 반사율 

측정장치를 이용한 박막의 구조해석을 위해서는 뛰어난 장치 성능 이외에도  효

율적인 반사율 측정 및 측정 데이터의 해석 과정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장

치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운 을 위해서는 장치 설치 과정이외에도 슬릿, 시

료대 및 검출기 등의 정렬과정의 확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반사율 측정 과정

의 특성상 박막시료의 정렬 및 측정 데이터의 처리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우

선 off-specular 측정에 의한 장치 바탕값의 보정이 필요하고 반사율 측정을 위

한 장치의 전체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수직형 시료배치를 갖는 중성자 반사

율 측정장치를 개발, 설치하 다. 우선 하나로 ST3 수평공 바닥홀에 동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바닥구조 보강 공사가 수행되었으며 단색기 차폐를 위한 ST3 차

폐체가 설계, 제작 설치되었다. 감마 및 중성자 검출기 등을 이용하여 ST3 차폐

체 외부 표면에서의 차폐성능을 평가하 다. 또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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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부품인 빔 집속시스템, 장치 구동 시스템, 검출시스템 및 ICP 등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 다. 장치의 이용 역을 보다 확장하기 위하여 고온 진공챔버 

및 전자석 등을 개발하 으며 수직시료 반사면 조건에서 일부 액체 흡착에 의한 

고분자박막의 거동 현상 연구가 가능한 Teflon-Solid-Liquid Cell 을 준비하 다.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단색기, 시료대 및 슬릿 

유니트 등의 정렬과정을 수립하고 장치 설치를 완료하 다. 금줄 방사화법을 이

용하여 단색기 및 시료 위치에서의 이용 가능한 중성자속을 평가하 으며 박막

의 두께가 다른 d-PS, SiO2 등의 기준 박막 시료의 반사율을 측정하고 해석함으

로써 장치 최소 반사율, 측정 가능한 Q 역 등의 장치 성능을 평가하 다. 동 

과정을 통하여 박막 시료의 반사율 측정 절차를 수립하 으며 반사율 평가를 위

한 측정 데이터의 전처리 절차를 확립하 다.  

   한편  Ni/Ti을 교대로 10층씩 적층한 다층막 및 Ni 초거울 박막(m=2) 등의 

금속 박막의 반사율을 측정하고 그 구조를 해석하 다. 또한 Teflon-Solid 

-Liquid-Cell 및 고온 진공 챔버를 이용하여 특수한 조건에서 고분자 박막의 반

사율을 성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박막 재료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IV. 연구개발결과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수직형 시료배치를 갖는 중성자 반사

율 측정장치를 개발 설치하 다. 동장치의 설치 및 주요 부품의 정렬 절차를 수

립하고 반사율 측정 및 해석 절차를 확립하 다. 또한 박막의 두께가 다른 여러 

기준 박막의 반사율상을 측정하고 해석함으로써 장치 성능을 평가하 으며 다양

한 분야의 박막의 반사율을 성공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

정장치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하나로에 설치 완료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는 고분자, 유전체, 금속 및 자

성체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박막 재료에 대한 구조 특성을 측정 및 해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의 관련 연구 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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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he HANARO Neutron Reflectometer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Neutron reflectometer is a special instrument which can be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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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m from a film surface near a critical angle. At present, there are more 

than 30 neutron reflectometers being operated in the world. They are being 

used to study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various thin films such as polymer, 

bio-materials, magnetic thin film and a super mirror.  

   In consideration of the overseas and domestic research situations, a 

neutron reflectometer with a vertical sample geometry has been developed at 

the HANARO which is the only research reactor in Korea. Al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lignment procedure of the slit, sample table and 

detector for an effectiv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the instrument. In 

general,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a reflectivity measurement process, 

the process of obtaining thin film sample alignment and measurement data is 

very complicated. At first,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e instrument's 

background by a measurement of the off-specular reflection. Moreove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total concept of the instrument for a reflectivity 

measurement.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A neutron reflectometer with a vertical sample geometry has been installed 

at the HANARO. At first, the enforcement work of structure on the ST3 

floor in the reactor was done and a ST3 monochromator shield was 

developed and installed in sequence. The shield's performance wa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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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sing a radiation detector such as a gamma and neutron detector. Also, 

the major parts such as a beam collimation system, an instrument movement 

system, a detection system and an ICP were developed and evaluated. In 

order to expand instrument's utilization, a high vacuum chamber and an 

electromagnet were developed. The Teflon-Solid-Liquid Cell which can be 

used to study the phenomena of a polymer behavior by the adsorption of 

some liquid under the condition of a vertical sample reflection was prepared. 

   In order to install the instrument effectively, the alignment process of  

various parts such as the monochromator and slit unit was established. The 

installation work of the shield was finished successfully. The available 

neutron flux at the monochromator and sample position was evaluated by 

using the gold the wire activation method. The reflectivity of the referenced 

thin films such as a d-PS and SiO2 with different thicknesses was measured 

and analysed. Therefore, the instrument's performance such as a minimum 

reflectivity and an available Q range  was evaluated. The procedure for a  

reflectivity measurement of a thin film and a data reduction for a 

determination of the reflectivity were established through this work. The 

reflectivity of thin metal films such as a Ni/Ti multilayer(10 bilayer) and a 

Ni super mirror(m=2) was measured and analysed. Also, the reflectivity of a 

thin polymer film under special condition by using a Teflon-Solid 

-Liquid-Cell and a high vacuum chamber was measured successfully. 

Therefore, it was verified that the instrument can be used to study the 

structure of various thin films. 

IV. Result of the Project

   A neutron reflectometer with a vertical sample geometry has been installed 

at the HANARO which is the only research reactor in Korea. The processes 

for an installation, the major parts alignments and the reflectivity 

measurement and analysis for the instrument were established. The 

performance of the instrument was evaluated by a reflectivity measurement 

and analysis of various thin films with different thicknesses. Als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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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ibility of  the instrument's appliance to practical research was verified by 

a successful measurement of the reflectivity for various thin films.

V. Proposal for Applications 

   A neutron reflectometer with a vertical sample geometry has been installed 

at the HANARO in this study. Since research on the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various thin films such as polymer, dielectric, metal and magnetic materials 

is now available, the instrument will contribute to an enhancement of this 

research ba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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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중성자 reflectometry는 시료 표면에 스치는 입사 각도의 저각에서 발생하는 

중성자의 거울 반사(specular reflection)를 이용하는 것으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

장치(reflectometer)는 이를 구현하는 장치이다. 이 방법은 1981년에 Hayter에 의

해 처음 제안된 이래 고분자, 유전체, 자성체 및 반도체 등의 다양한 박막 재료

의 표면 및 계면 구조 탐색에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1]. 중성

자 거울형 반사는 박막 표면에 수직 방향으로 산란 길이 도(SLD)의 변화를 탐

색함으로써 깊이 10∼5,000Å 까지의 표면 구조에 대한 두께, 표면 거칠기, 경계

면 거칠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2]. 

하나로 ST3 수평공에 단색기 차폐체를 개발 설치하고 차폐체 특성을 평가하

으며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주요부품인 단색기, 시료대, 슬릿, 빔 채널 등

의 빔 집속시스템, 검출 시스템 및 장치 구동시스템 등을 개발하 다. 또한 장치 

구동 및 반사율 측정을 위한 구동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러한 각 부품들의 

성능 및 특성을 평가하고 ST3 수평공의 중성자 빔 중심에 대하여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그 위치를 정렬하 다. 이와 같이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설치를 완

료하고 장치성능을 시험 평가하 다. 그림 1-1∼3 은 하나로 Rx hall 의 ST3 수

평공 지역에 설치 완료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이다. 

그림 1-1.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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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전경

그림 1-3.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조감도

REF-V

REF-H

HI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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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성자 reflectometry 기본 개념

   중성자 reflectometry는 고전광학에서의 빛과 유사하게 grazing incidence의 

저각에서 중성자의 거울형 반사를 이용하는 기술로 두께 10∼5000Å 까지의 표

면구조에 대한 두께, 표면 거칠기, 경계면 거칠기, 구조성분, 구조 결함 등에 대

한 정보를 최대 10Å의 분해능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광범위한 분

야의 물질에 대한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비파괴적인 탐색자로 널리 이용되고 있

다.

     (i) 표면 물리/화학

        . density profiles at a liquid-vapour interface

        . soap films

        . insoluble surfactant monolayer at a liquid surface

        . adsorption of soluble organic materials at a liquid-vapour

          interface

        . hard carbon films

        . oxide layers

        . wetting phenomena

        . polymer-polymer interfaces

     (ii) 고체 박막

        . Langmuir-Blodgett films

        . polymer films

        . multilayer semiconductor structure

          interfacial irregularities and inhomogeneities within the layers can

          be assessed, e.g. GaAs, Ga/AlAs, dielectrics films on Si

        . multilayers mirrors

     (iii) 표면 자성

        . ultra thin ferromagnetic films

        . magnetic glasses, magneto-optical films

        . magnetic thin layers

        . magnetic multi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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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ux penetration in superconductors 

이와 같은 중성자 반사율 측정은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의 파장, 입사각도 등에 

의존하며 기본적으로 시료의 경계면에 수직한 핵 및 자기구조의 깊이 모양(depth 

profile)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 2-1. 중성자 reflectometry 개념도 

 

그림 2-2. 일반적인 중성자 반사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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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중성자 reflectometry 이론

1. 반사율 

   중성자 reflectometry는 표면에 스치는 입사 각도의 저각에서 중성자의 거울 

반사(specular reflection)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울 반사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표면에 수직한 운동량 성분의 변화로 예를 들어 공기에서 시료 표면에 수

직한 파수 벡터의 수직성분(z)은 k z,o=2πsinθ/λ 이다. 여기서 λ 는 입사 중성자

의 파장, θ는 입사 중성자의 스치는 각도이며,  k의 o는 공기를 의미한다. 중성

자 산란길이 도가 ρi
s
 인 물질에서 파수 벡터의 z 성분은 

          k z,j = ( k2z,o-4πρ
s
i
2) = ( k 2z,o-k

2
c,i )             (1)

으로 주어지며 여기서 kc,i는 전반사가 발생하는 kz,i의 임계값이다.  주어진 산란 

길이 도에 대하여 전반사 조건은 λ 를 고정하고  θ를 변화하거나 반대의 과정

으로 구할 수 있다. 무한히 선명한 두 물질의 경계면 (i, i+1)에서 반사 계수는 

                 r i,i+1  = 
k z,i-k z,i+1
k z,i+k z,i+1                       (2)

으로 주어진다[3-4]. 이 식으로부터 공기와 물질의 경계면의 경우에 반사 계수는 

r 0,1=(kz,o-kz,1)/(kz,o+kz,1)  이며 반사율은 R=r 0,1r
*
0,1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공기와 시료사이의 경계에서 Fresnel 반사율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RF(k z,o) = 

1- 1-(k c,1/k z,o)
2

1+ 1-(k c,1/k z,o)
2               (3)

만일 kz,o>kc,1 이면 RF(kz,o)∝(kc,1/kz,o)
4  이므로 큰 kz,o 에서 반사율은 k-4 z,o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림 2-1과 같이 기판위에 두께 d인 시료가 놓여 있

는 경우에 반사율 계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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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 0,1+r 1,2exp(2ik z,1d)

1+r 0,1r 1,2exp(2ik z,1d)                  (4)    

여기서 r1,2는 기판과 시료사이, r0,1는 시료와 공기사이의 반사율 계수이다. 따라

서 반사율은 

    
R(k z,o)= rr

*
= 
∣r 0,1∣

2
+∣r 1,2∣

2
+2r 0,1r 1,2cos(2k z,1d)

1+∣r 0,1r 1,2∣
2
+2r 0,1r 1,2cos(2k z,1d)      (5) 

이며, 반사 계수가 실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R(k z,o)= 

r
2
0,1+r

2
1,2+2r 0,1r 1,2cos(2k z,1d)

1+r
2
0,1r

2
1,2+2r 0,1r 1,2cos(2k z,1d)            (6)

즉, 반사율 측정상에서 나타나는 진동의 두 최소치 간격( Δkz,1)은 측정 시료의 

두께 d 와 관련이 있어 계산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데 척도가 되며, 시료내의 

산란길이 도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d = 

π
Δk z,1

∝
π
Δk z,0                           (7)  

(2) 식은 임의의 층을 포함하는 기판상의 시료에 의한 반사 계수의 계산으로 일

반화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은 다음과 같이 공기와 시료의 경계면에서 반사 계

수가 얻어질 때 까지 반복될 수 있다[5-6].

             r n-1,n= 
r' n-1,n+r' n,n+1exp(2ik nd n)
1+r' n-1,nr' n,n+1exp(2ik nd n)              (8)

           r n-2,n-1=
r' n-2,n-1+r n-1,nexp(2ik n-1d n-1)

1+r' n-2,n-1r n-1,nexp(2ik n-1d n-1)  

그림 2-2는 일반적으로 계산된 중성자 반사율상을 보인 것으로 여기서 관찰되는 

kz 의 증가에 따른 반사율상의 진동은 시료 박막의 두께에 의한 것으로 그 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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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7)식에 의하여 시료의 두께를 구할 수 있다. 

2. 거칠기 

   실제 실험에서 대다수의 시료는 제작상의 문제로 기판과 시료 박막층 또는 

시료 박막층간의 경계 표면은 무한히 선명하지 않으며 균일하지도 않다. 심지어 

공기층에서 시료 표면까지도 도의 경사가 나타난다. 이러한 시료 경계면의 결

함 즉, 거칠기는 일반적으로 측정 반사율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경

계면의 거칠기와 wavieness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시료 표면의 

곡율이 결맞음 길이(coherence length), Lc 보다 대단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투사 

도는 매우 급격하다. 즉, 이러한 장범위 거칠기 또는 waviness 는 편평한 표면

상에서 입사빔의 분산에 의한 피크 변화 효과와 아주 흡사하다. 반면에 일반적

인 경우 표면에서의 waviness는 Lc보다 훨씬 적은 거리에서 발생하고 투사 도

상은 완만한 변화를 보여주며 경계면의 평균값에 대한 실제 경계면의 편차는 

Gaussian 분포에 의해 기술될 수 있다[7]. 

            G(z) = 
1

2πσ
exp(-z

2
/2σ

2
)                     (9)

여기서 G(z)는 깊이 z에 관한 도의 미분을 나타내며 σ는 실제 경계면의 표준

편차를 나타낸다. 한편 k z,o≫k c  일 경우 

            
R(k z,o)

RF(k z,o)
= |⌠⌡ ρ '(z)exp(-2ik zz) dz|

2

              (10)

이므로 R(kz,o)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으며

  R(k z,o)= RF(k z,o)|⌠⌡
∞

-∞

1

2πσ
exp(-z

2
/2σ

2
)exp(-2ik zz) dz|

2

 

                = RF(k z,o) exp(-4k
2
zσ
2)                     (11)

이로부터 여러 흥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8]. 우선 반사율상의 측정이 경계

면의 표준편차 σ의 값에 대단히 민감하며 거칠기로 인하여  반사 강도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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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시료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 분해하기 힘든 진동수를 가

지므로 식 (11)은 거칠기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된다. 한편 n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박막 시료의 경우 각 층의 두께가 Li 이고 산란길이 

도가 ρ i  라고 하면 다음 식이 만족되므로

   
R(k z,0)

RF(k z,0)
=(∑

∞

i=0

ρ i-ρ i+1
ρ o

exp(-2ikD i)exp(-2k ik i+1⋏σ
2
i+1⋎))

2

      (12)

 

반사율상에 대한 각 층의 거칠기에 의한 기여를 평가할 수 있다[9]. 

제 2 절. 중성자 reflectometry 특성

   중성자 reflectometry는 선원의 특성상 X선의 경우와는 여러 가지로 다른 특

성을 가지고 있다[10-12]. 우선 통상의 중성자 반사율 측정 장치의 시료 위치에

서 이용 가능한 중성자속은 ∼10
6 
n/cm

2
/sec 이하로 10

10 
photons/cm

2
/ sec 이 

가능한 방사광 X선의 경우보다 훨씬 낮아서 반사율 측정시 보다 장시간의 측정

이 필요하게 된다. 중성자는 시료의 선택적인 중수소화로 경계면 구조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농도를 바꿀 수 있으며 시료의 자기적 성질에 민감하여 자성 재

료 박막에 대한 특성을 측정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성자는 그 질량이 커서 동

일 파장의 X 선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측정 과정을 통

하여 시료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으므로 반사율 측정의 시간 의존성을 방지할 

수 있다. 중성자의 경우 시료의 간섭성 길이는 통상 μm 크기를 갖는 X선에 비

하여 대략 한 차수가 높으므로 두 방법이 서로 상호 보완성을 가짐을 알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측정 가능한 거울 반사율의 한계 값은 보통 바탕값(background)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바탕은 퍼짐(diffuse) 및 비간섭성 산란 등에 의

한 것으로 거친 표면에서의 퍼짐 산란은 거울 반사에 대해 큰 Q 값에서 중요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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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특성 

1. 장치개요 및 구성 

   앞서의 1 식에서 kz,o 의 변화는 측정 과정동안 시료에 스치는 각도 θ를 고

정하고 λ를 변화하거나 반대로 λ를 고정하고 θ를 변화하므로서 가능하다. 이러

한 차이를 기준으로 단일 파장과 TOF(Time of Flight)에 의한 임의의 파장 

역을 이용하는 두 종류의 반사율 측정장치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중성자 선원 및 연구 역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단일 파장법은 주로 연구용 원자로 선원에서의 맥스웰 분포를 갖는 중성자 

빔을 단색화하여 단일 파장의 입사 중성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장

치를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고 측정 반사율이 낮은 큰 Q 역에서 보다 

낮은 수준의 바탕을 달성할 수 있으며 반사율상의 측정 과정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반사율상의 측정 과정동안 시료와 검출기를 움직여야 하므로 중성

자 빔에 조사되는 시료의 면적이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보정이 필

요하다. 또한 반사율상의 측정에서 넓은 Q 역에 대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장파장의 중성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냉중성자 선원

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원자로 선원의 중성자 분포가 장파장에서 급

격하게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TOF 방식은 다양한 파장 분포를 갖는 중성자가 측정 시료로부터 검출기에 

도달하는 비행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4∼20Å 의 파장 분

포가 이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파쇄(spallation) 선원과 같은 펄스 중성자원이 이

상적이나 원자로와 같은 연속 선원에 대해서도 단속기(chopper)에 의한 펄스 선

원의 생성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Gian Felcher의 선도적인 연구에 이

어 중성자 reflectometry 연구를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13]. 이 방법의 주요

한 특징 중의 하나는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 빔이 다양한 파장의 중성자 분포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측정 과정동안 시료에 대한 빔 배치가 일정하다는 점이

다. 즉, 일정한 시료 조사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측정 시료의 반사면을 수평으로 

하여 예를 들어, 액체 표면 등에 대해 특별한 실험 장치의 준비 없이도 반사율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입사 빔의 각도를 여러 다른 각도로 하므로서 측정 Q 

역의 가변을 쉽게 할 수 있으며 그 역을 보다 확장하기 위하여 검출기를 입사 

중성자 빔에 대하여 특정 각도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치 분해능(Δ

Q/Q)을 쉽게 바꿀 수 있고, 모든 파장에 대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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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해석시 편리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입사 빔의 파장 분포를 결정하기 위

하여 단속기를 이용하거나 장파장과 단파장의 중성자를 동시에 이용하므로 이들

의 비행 속도 차이에 의해 틀 겹치기(frame overlap)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정

확한 반사율상의 측정을 위해서는 이의 보정이 필요하다. 

2. 장치성능평가요소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한 주요한 요소로는 주로 측정 가

능한 산란 벡터 즉, Q 역과 장치 분해능 및 도달 가능한 최소 반사율, 해석 가

능한 시료 박막의 제원 등이 있다[14].

가. Q 역 

   장치의 측정 가능한 Q 역은 측정 시료의 종류와 제원 및 가능한 장치 변수

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 Qmin은 측정 시료의 산란길이 도와 Q c=4 πNb  관계

에 있는 임계 Qc 값을 넘어야 한다. 대부분의 고체 박막에서 Qc > 0.01Å
-1
, 중합

체의 경우 Qc > 0.004Å
-1
인 점을 고려할 때, Qmin은 반사율상의 전반사 측정 

역을 고려하여 최소 0.002Å
-1 

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사 중성자 빔의 파장이 

2.568Å 일 때 중성자 빔의 최소 입사각은θmin=0.023
o 
이다. 실제 가능한 Qmin은 

주로 측정 시료에 의한 Qc와 장치적으로 가능한 입사 중성자 빔의 최소 입사각 

θmin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장파장의 중성자를 이용할 경우 보다 적은 Qmin이 가

능하다. 또한 Qmax은 가능한 최대 측정 각도와 장치의 바탕에 의해 결정되는 최

소 반사율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운 중인 반사율 측정장치들의 Q 

역은 대부분 0.003∼0.6Å
-1
 범위 내에 있다.

나. 장치 분해능

   반사율 측정장치의 분해능(ΔQ/Q)은 주로 입사 및 반사 빔의 분산각과  입사  

중성자의 파장 분산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가동중인 여러 연구소의 반사율 측정

장치들의 경우 이 값은 일반적으로 < 10% 이내이다. 이러한 장치 분해능에 의

해 깊이 모양의 정도가 결정되며 특히 측정 가능한 Qmxx에 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사율 측정장치의 Q 분해능은 다음과 같이 입사 중성자 빔의 파장 

및 각도 분산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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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Q
Q
= (

Δθ
θ
)
2
+(
Δλ
λ
)
2

                     (13)

   단일 파장 방식에서 단색화 결정으로 널리 이용되는 Ge, PG 등의 경우 

Δλ/λ≈1∼2% 정도로 일정한 값이다. 따라서 장치의 분해능은 주로 입사 중성자 

빔의 각도 분산에 의해 좌우되며 각도 분산 Δθ 를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 입사 

각도가 증가할수록 분해능이 개선된다. 일반적으로 각도 분산 Δθ 는 시료 위치

에서의 조사 빔을 정의하기 위한 시료 전단에 위치하는 슬릿 시스템의 빔 개방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중성자 빔의 시료 입사 각도 범위가 θini=0.03∼

3.0
o
 이고 시료 전단에 위치하는 두 개의 슬릿의 간격이 2,000mm, 슬릿의 폭이 

0.02mm 일 경우 각도 분산은 0.02∼2.0%에 달한다. 따라서 Δλ/λ≈1.5%일 경우 

장치 분해능은 ΔQ/Q≈1.5∼2.5%로 Q의 증가에 따라 분해능이 개선된다. 이와 

같이 시료 입사 빔의 입사각도 증가에 따라 가변된 분해능을 반사율상의 해석에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나, 시료에 입사하는 중성자 빔의 단면적이 감소하므로 이

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입사 각도의 증가에 따라 슬릿의 폭을 변환

하여 시료 조사 빔의 면적을 일정하게 할 수 있으며 전체 측정 역을 통하여 

장치의 Q 분해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반사율상 해석시 편리한 점이 있다. 또한 

시료 위치에서의 입사 중성자속이 증가하여 높은 Q 역에서 실험 데이터의 통

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측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 최소 반사율 

   장치의 최소 반사율은 시료 위치에서 이용 가능한 중성자 속의 크기와 선질 

및 고 반사각에서 장치의 바탕과 시료의 조건 등에 의해 결정되며 시료 해석의 

정확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고체 박막의 경

우 10
-4
∼10

-5
 정도의 반사율상 측정으로 대부분 해석이 가능하나 일부 중합체 시

료에서는 ∼10
-6 

까지의 최소 반사율상이 측정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시료의 

조건에 따른 측정 가능한 최소 반사율은 통상 시료의 상태가 비교적 균일한 고

체 박막의 경우 ∼10
-6 

정도이며 시료 표면의 불규칙성이 크거나 액체시료에서는 

∼10
-4
 정도인 경우도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운 중인 반사율 측정장치들의 도

달 가능한 최소 반사율은 통상 10
-5
∼10

-6 
이고 이상적인 경우 NIST의 NG-7과 

같이 ∼10
-7
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NIST의 NG-1, ILL의 ADAM과 같

이 ∼10
-8
의 최소 반사율 측정이 가능한 장치도 개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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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T3 수평공 작업 및 빔 특성 평가 

제 1 절. ST3 관련 준비작업 

1. 콜리메터 장전

   ST3 회전셔터 내의 1#, 2# 콜리메터 채널의 dumy 플러그를 인출하고  중성

자 분광실험 장치의 중성자 빔 집속을 위한 20', 30' 분산각의 콜리메터를 장전

하 다[15]. 이들 장전용 콜리메터(cd 도포 steel balde)는 CILAS에서 제작한 것

으로 회전셔터내 장전을 위하여 콜리메터의 전면에 부착할 플렌지의 좌우 측면

과 상하 볼트홀에 4개의 위치 조정용 M8 나사를 부착한 후 콜리메터 전면에 위

치 조절 및 고정용 플렌지를 4개의 M5□30 소켓머리 볼트로 고정하고 콜리메터 

후면에 고정용 플렌지(hinge type)를 6개의 M5□25 소켓머리 볼트로 고정하

다. 

   Dumy 플러그 인출시 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전셔터를 CR 방향으로 회전

하여 closed 채널을 빔 출구 방향과 180
o
 반대 방향으로 하고 dumy 플러그 전면

의 M24 볼트 텝에 인출용 볼트를 결합하여 dumy 플러그를 인출하 다. Dumy 

플러그를 인출한 closed 채널이 빔 출구 방향에 오도록 회전셔터를 회전한 후 이 

채널을 통하여 빔 선상의 inpile 콜리메터에 보조차폐 플러그를 삽입하고 그 전

단에 콜리메터 장전시 정렬 작업에 필요한 광원을 삽입하 다. 회전셔터를 CR 

방향으로 90
o
 회전하여 #1 콜리메터 채널이 빔 선상과 반대 방향에 오도록 한후 

dumy 플러그를 인출하 다.(사진 6-4) 앞서 준비한 분산각 20' 콜리메터를 거꾸

로 들어 상하부가 바뀌게 한 후 #1 콜리메터 채널에 삽입하고 회전셔터를 CR 방

향으로 180
o
 회전하여 #1 빔 채널이 빔 선상에 오도록 하 다. 앞서 삽입한 20' 

콜리메터 후단 플렌지의 hinge가 채널 종단의 R8 hinge hole 에 삽입되도록 하

으며 이 과정에서 세목줄 및 sand paper로 hinge를 정  가공하 다. 원자로 

벽면에 위치한 빔의 수직선 및 수평선과 측량기의 hair line이 일치하도록 측량기

를 정  설치하고 콜리메터 전면 플렌지의 좌우에 부착한 위치 조정용 M8 나사

를 조정하여 측량기 수직 방향의 중심 hair line과 콜리메터 전면의 blade가 평행

하도록 하 다. 이제 측량기 망원경의 초점을 조정하여 콜리메터의 후면 중심선

에 부착한 붉은 실이 보이도록 한후, 그 부근에서 측량기의 초점을 미세 조절하

여 콜리메터 blade의 종단을 찾고 전면 플렌지의 좌우의 위치 조정용 M8 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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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측량기 수직 방향의 중심 hair line과 blade 전면 및 종단에서의 간격이 

같도록 하 다. 장전 콜리메터가 최종적으로 정렬될 수 있도록 채널과 콜리메터

의 상하 간격에 판 스프링을 삽입하여 콜리메터 수직방향의 위치를 고정하 다.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2 콜리메터 채널의 dumy 플러그를 인출한 후 분산각 30' 

콜리메터를 장전하고 그 위치를 정렬하 다. 이제 회전셔터를 CR 방향으로 회전

하여 closed 채널이 빔 선상에 오도록 한후 inpile 콜리메터 내의 광원과 임시 차

폐용 dumy 플러그를 인출하고 이 채널을 다시 빔 반대 방향으로 한 후 앞서 인

출한 dumy 플러그를 재 장전하 다. 또한 open 채널이 빔 선상과 반대 방향으로 

오도록 회전셔터를 회전한 후 dumy 플러그를 인출하 다. 최종적으로 회전셔터

의 종단에 폐판을 재장전하고 He 누설 시험을 수행하여 폐판 전면 및 측면

을 통하여 누설이 없음을 확인하 다.

2. ST3 회전셔터 콘트롤러 제작 

   기존의 ST 빔포트 회전셔터 제어기는 TTL 방식의 구형으로 단 1대 만이 이

용 가능하여 각 빔포트 회전셔터의 개폐시마다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는 어

려움과 제어기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PLC 방식으로 구동되는 새로운 회전셔터 제어기를 개발하 다. 

이 제어기는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4개의 화면과 2개의 POP UP 화면으로 구성

되어 화면상에서 회전셔터의 현재 위치 및 센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방

향 및 역방향의 회전 구동이 가능하다(그림 3-3∼4). 또한 jog running 기능으로 

화면상에 좌, 우 화살표를 누르는 동안만큼 구동할 수 있어 필요시 회전 셔터의 

미세한 위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러한 회전셔터의 각 위치가 ST3 빔 

인출 통로와 일치하도록 구동할 때 각각의 신호값은 다음과 같다. 즉, 회전셔터

의 폐쇠시에는 243, 개방시에는 2,291 이며 20‘ 콜리메터 위치는 3,315, 30’ 콜리

메터의 위치는 1,266 이다. 

3. ST3 바닥구배 측정

   ST3 수평공 바닥홀에 REF 및 HIPD 등의 이용을 고려한 차폐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바닥홀의 높이에 대한 정확한 구배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레벨

기와 측량대로 바닥구배를 측정하 으며 ST3 수평공의 원자로벽에 표식되어 있

는 기준선을 이용하 다. 우선 ST3 바닥홀의 후방 임의의 지점에 레벨기를 설치

하고 레벨기의 중심선 hair line을 원자로벽의 기준선과 일치하도록 한 후 바닥홀



- 14 -

을 1m
2 
으로 등분하 다. 이러한 각 사각형의 꼭지점과 중심에 정 한 눈금 및 

수준계가 부착된 측량대를 수평하게 세운 뒤에 측량기의 중심선 hair line과 일치

하는 측량대의 높이를 측정하 다. 측정 결과 중심선으로부터 최대 1,347∼

1,379mm의 구배를 보 다[15]. 

4. ST3 수평공 바닥구조 보강 및 정 공사 

   ST3 차폐체 설치 전 지역은 우선 바닥 철근이 나오도록 쪼아내기 한 후 리

세스 차폐체 설치 지역은 두께 30mm 철판을 표면이 Z=-1,200±0.5mm가  되도록 

설치하고 무수축성 몰타르를 충진하 으며 그 이외의 지역은 무수축성 몰타르를 

Z=-1,220±2mm/25m
2
가 되도록 충진, 마감하 다[16]. 이때 차폐체 설치를 고려하

여 바닥구조를 보강하 다. 또한 ST3 바닥차폐체의 고정을 위한 bracket 고정철

판을 설치하 으며 ST3 수평공 후방에 거더크레인용 바닥 기초 철판을 설치하

다. 앞서의 공사구간을 장기 양생하고 그 표면에 에폭시를 충진하여 기준선 높

이 -1,200mm 가 되도록 하 다. 이러한 에폭시는 프라이머-몰탈레진-스크래핑-

라이닝 순으로 하 으며 라이닝은 2차에 걸쳐 12시간 간격으로 수행하 다. 최종

적인 전체 바닥 표면의 높이 구배는 기준선 높이 -1,200mm 에 대하여 최대 

±2mm의 정 성을 가짐을 확인하 다(그림 3-5∼7).  

그림 3-1. ST3 회전셔터 장전 콜리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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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콜리메터 장전 전경

 

그림 3-3. ST3 회전셔터 콘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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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Run setting 화면 

그림 3-5. ST3 바닥공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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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ST3 바닥공사 전경

     

그림 3-7. 공사완료 후 ST3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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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T3 차폐체 설치  

1. ST3 차폐체 설계, 제작 

   ST3 수평공의 차폐체는 기본적으로 차폐체 외부로의 빔 인출을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 고중성자속 분말회절장치(HIPD) 및 

수평형 REF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부수적으로 중성자 래디오그라피 시료의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림 3-8)[16]. 

가. ST3 차폐체 거푸집 설계, 제작  

   ST3 차폐체 거푸집은 총 1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며 원자로 가동시 모든 방

향의 표면 선량이 1.25mrem/hr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기본 개념은 다

음과 같다. 

- ST3 차폐체의 최종 조립시 그 크기는 2,200mm(W)□2,260mm(H)□4,200mm 

(L) 이며 14개의 블록으로 구성한다. 

- REF 43°, 80° 및 HIPD 90° 인 3개의 빔 채널과 직진빔 채널 등을 두어 각 중

성자 분광장치를 위한 빔 인출을 가능하게 한다. 

- 각 차폐블럭의 두께는 입사빔에 대하여 모든 방향으로 750mm 이상으로 한다. 

- 차폐체 거푸집은 도 5.0g/cm
3
 이상의 중콘크리트 충진시 내, 외부의 변형이 

없도록 두께 10mm의 철판을 이용하고 내부를 보강한다. 

나. ST3 차폐체 거푸집 제작 및 검사 

   각 빔 채널은 두께 10mm의 철판으로 제작하 으며 그 내부는 부식 방지를 

위하여 경질 크롬 도금하 다. 이러한 빔 채널의 빔 통로 크기는 전면(단색기방

향)이 30mm(W)□200mm(H) 이며 후면(시료방향)이 63mm(W)□225mm(H) 이

다. 또한 빔 채널의 후면에는 시료 입사 중성자 빔의 크기를 제한하기 위한 콜리

메터 장전시 위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의 판스프링이 측면에 부착되어 

있다.  

   예를 들어 REF 43° 빔 채널의 정렬의 경우 우선 REF 43° 빔 채널의 전면 및 

후면을 각각 6개의 M12 장볼트로 상하(2개) 및 좌우(4개) 측면을 고정하여 빔 

통로에 위치하도록 하 다(그림 3-9). 앞서의 장볼트의 위치를 조정하여 최종적

으로 빔 채널의 내부 통로의 높이 및 폭 중심 값이 REF 43° 인출 빔의 중심선

과 일치하도록 하 다. 이제 빔 채널 상부의 고정용 장볼트 및 지지대를 풀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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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외각 상부와 빔 통로사이에 간격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보조 지지판을 덧대고 

폭방향으로 3점 이상씩 tag 용접을 수행하 다. 또한 빔 채널 우측(후단부차폐체 

방향)의 고정용 볼트 및 지지대를 풀고 앞서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5점 이상을 

용접 고정하고 마찬가지로 빔 채널 좌측의 수직 방향으로 5점 이상을 용접 고정

한 후 마지막으로 빔 채널 하단에 보조 지지대를 덧대고 용접하여 최종적으로 

빔 채널을 빔 통로의 해당위치에 고정하 다. 최종적으로 전체 빔 채널의 장치 

설계치에 대한 정렬오차는 수직 방향의 경우 최대 0.4mm, 수평 방향의 경우 빔 

채널 전, 후단이 최대 1.7mm를 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REF 80°, 

HIPD 90° 및 직진빔 채널의 정렬작업을 수행하 다. 또한 광원 누설 검사를 통

하여 각 차폐블럭의 결합부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각 블록에 대한 누수검

사를 수행하 다(그림 3-10).

그림 3-8. ST3 차폐체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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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빔채널 정렬 

  

  

그림 3-10. 차폐체 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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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3 차폐체 보조기구 제작 

가. BGU 제작  

   ST3 차폐체 내의 단색기 위치로 중성자 빔의 개폐를 위하여 수직구동형 

BGU(beam gate unit)를 제작하 다(그림 3-11, 3-12). 이러한 BGU는  

40mm(W)□170mm(H)□600mm(L) 제원의 빔 통로가 있으며 BGU 폐쇠부 통로

의 내부에는 납블럭[98mm(W)□98mm(L)□217mm(H),1EA] + BPE[37mm(W)□ 

88.5mm(L)□209mm(H),7EA] + 납블럭[98mm(W)□98mm(L)□217mm(H), 1EA]

의 순서로 차폐재료를 가공하여 삽입하 다. BGU 승강부의 전, 후면에는 10mm 

두께의 B4C+에폭시 PE를 빔 통로 내부에는 5mm 두께의 PE를 부착하고 빔 통

로 내부의 제원을 측정하 다. 

나. 신속셔터 제작 

   신속셔터는 ST3 차폐체의 단색기 케이스 철판내부의 HIPD 및 REF 빔 채널

의 입구에 설치되어 필요에 따라 차폐체 외부로의 이용 중성자 빔을 신속하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속 셔터는 압축공기로 수직 구동되고 

납차폐부의 제원은 50mm(W)□220mm(L)□47mm(T) 이며 행정거리는 220mm 

이다(그림 3-13). 

다. 외부차폐도어 제작 

   외부차폐도어는 HIPD 및 REF 빔 채널의 출구에 설치되어 압축공기로 좌우 

수평 방향으로 구동되고 110mm(W)□260mm(H)□100mm(T) 크기의 납으로 제

작한 차폐블럭의 행정거리는 120mm 이다(그림 3-14). 또한 납 차폐블럭의 전면

에는 차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B4C+에폭시 PE를 제작하여 부착하 다. 

라. 공압셔터기 제작 

   기존의 수동식 공압 셔터기 대신에 랙 설치가 가능한 자동 공압셔터 콘트롤

러를 제작함으로서 단색기 차폐체내의 신속셔터 및 외부차폐도어를 효율적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콘트롤러의 후면에는 RS422 입출력 포트가 있

어 향후 ICP에 의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 다(그림 3-15, 3-16). 

마. 정렬지그 제작 

   ST3 차폐체의 조립 설치시에 REF, HIPD 및 직진빔 인출 채널의 정확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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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정렬은 관련 분광장치의 효과적인 설치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ST3 차폐체 내의 각 단색기 설치판에 고정할 수 있는 원통형 지지대와 정렬표

식판으로 구성되는 정렬지그를 제작하 다. 정렬지지대 상부에는 0°와 90°로 직

교하는 홈이 파져 있으며, 그 사이로 80°, 43°, -10°, -47°의 방향으로 홈이 파져 

있어 REF 43°, 80° 및 HIPD 90°의 빔 인출 채널의 위치 정렬시 해당 정렬표식

판을 끼워놓을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13). 

그림 3-11. BGU 제작전경

      

그림 3-12. BGU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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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신속셔터 및 정렬지그

   

그림 3-14. 외부차폐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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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REF 공압셔터 전면 

   

그림 3-16. REF 공압셔터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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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3 차폐체 거푸집 충진 

   전체 ST3 차폐체 거푸집의 충진은 입사 중성자 빔의 방향 및 인출 부위 등

을 고려하여 차폐재료의 배합을 일부 달리하 다 (표 3-1). 예를 들어 직진 빔 

통과가 예상되는 리세스차폐체, 수직조사공차폐체, 후단부차폐체 및 빔 채널이 

위치하는 좌, 우측면부차폐체와 수평 및 직진빔 차폐플러그들에는 못밥, steel 

shot, steel ball 등과 함께 B4C 분말을 섞어 차폐성능이 보강되도록 하 다. 좌, 

우측면부차폐체의 전후면의 빔 채널과 차폐체 빔 통로 결합부위에는 차폐성능의 

강화를 위하여 중콘크리트 충진전에 B4C 분말을 에폭시 수지에 섞어 가공한 PE

를 부어 굳힌 다음 상부 뚜겅을 닫고 고정하 다. 또한 납 주괴를  용융하여 좌, 

우측전단부차폐체의 전면, 상부보조차폐체의 하단, 수평 및 직진빔차폐플러그의 

상하단 등에 충진함으로써 차폐성능을 보강하 다. 한편 ST3 차폐체 빔 통로에

서 중성자 빔의 효율적인 차폐와 설계 제원 확보를 위하여 B4C 분말을 에폭시와 

혼합하여 두께 5mm, 10mm의 성형판을 제작하고 리세스, 수직조사공차폐체, 

BGU 등의 빔 통로(두께 5mm)와 빔 통로 전면(두께 10mm)에 부착하 다. 

4. ST3 차폐체 설치

   ST3 차폐체의 원자로내 반입은 7톤 지게차 2대와 10톤 트럭을 이용하여 수

행하 으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저울(허용중량 10톤)을 30톤 천정크레인의 후크

에 부착하여 각 차폐체 블록의 중량을 측정하 다. 기존의 ST3 수평공 바닥구조 

보강공사 구역에 에폭시 도포가 끝난 ST3 수평공 바닥홀과 그 주변에 차폐체 

설치에 필요한 각 측량점 및 중심선을 표식하 다. 이러한 모든 표식점에는 SUS 

중심 표식봉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제외하고는 바닥 표면에 십자선을 표식한 

지름 50mm 알루미늄 중심 표식판을 정렬 부착하 다. 

   차폐체를 설치하기 전에 ST3 수평공 바닥홀에 두께 5mm의 납판을 깐 후(그

림 3-17) 바닥차폐체를 설치하고 HIPD 단색기 중심 위치의 확인 결과 설계값 

보다 7mm 후방으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하 으며 이에 따라 ST3 수평공 바닥홀

에 표식한 각 중심점들의 위치도 수정하 다. 또한 바닥차폐체 상부의 높이 구배

를 측정하 다. 실제로 바닥차폐체 상부의 측면차폐체 설치부의 평균 높이는 좌

측이 348.7mm, 우측이 345.9mm로 전반적으로 우측이 3mm 정도 더 높았으며 

전체적인 높이 구배의 차는 5mm 이상을 넘지 않았다. 한편 REF 및 HIPD 빔 

인출 채널의 정렬정도를 확인하 다. 설계치에 대한 REF 43° 및 80° 빔 채널의 

정렬오차는 폭 방향의 경우 최대 0.4mm를 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 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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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방향은 빔 채널 전단이 최대 1.7mm, 후단이 최대 3.5mm로 빔 채널의 중심

이 1,200mm 높이 빔 중심선보다 약간 위에 있었다. 또한 HIPD 90° 빔 채널의 

경우 폭 방향은 최대 2.0mm, 높이 방향은 4.0mm의 정렬 오차를 가짐을 확인하

다. 그림 3-18은 설치 완료한 ST3 차폐체의 전경이다. 

표 3-1. ST3 차폐체 최종 충진현황

No 차폐블럭
충진부피

(cm
3
)

충진량 

(톤)

빈통무게

(톤)

예상중량

(톤)

예상 도

(g/cm
3
)

측정중량 

(톤)

측정 도

(g/cm
3
)

1 바닥차폐체 3,269,973 9.600 5.3 14.900 2.94

2 리세스차폐체 609,529 3.065 1.045 4.110 5.03 4.120 5.04

3 수직조사공차폐체 218,208 1.221 0.347 1.568 5.60 1.325 4.48

4 좌측전단부차폐체 1,310,277 5.812 1.520 7.332 4.44 7.575 4.62

5 우측전단부차폐체 965,720 5.081 1.074 6.155 5.26 5.340 4.42

6 좌측면부차폐체 1,280,098 6.606 1.487 8.093 5.16 8.265 5.29

7 우측면부차폐체 1,652,057 7.272 1.970 9.242 4.40 9.635 4.64

8 상부전단보조차폐체 266,675 1.084 0.482 1.566 4.06 1.585 4.14

9 상부중앙보조차폐체 161,642 0.805 0.296 1.101 4.98 0.905 3.77

10 상부후단보조차폐체 87,908 0.434 0.225 0.659 4.94 0.670 5.06

11 상부전단차폐체 1,068,353 5.228 1.355 6.583 4.89 6.120 4.46

12 상부중앙차폐체 1,451,419 6.691 2.114 8.805 4.61 8.350 4.30

13 상부후단차폐체 721,921 3.491 0.953 4.444 4.84 3.665 3.76

14 후단부차폐체 2,055,144 9.486 1.883 11.369 4.62

15
직진빔차폐플러그(1)

후면(후단부방향)
180,451 1.410 0.290 1.701 7.82 1.300 5.60

16
직진빔차폐플러그(2)

전면(원자로방향)
189,575 1.026 0.350 1.155 5.41 1.260 4.80

17 수평차폐플러그(1) 169,132 0.830 0.221 1.026 4.91 1.130 5.37

18 수평차폐플러그(2) 165,828 0.805 0.247 1.052 4.85 1.130 5.32

19
수평차폐플러그(3)

(대)
196,981 1.070 0.286 1.357 5.43 1.315 5.22

20 직진빔인출플러그(1) 27,884* 0.041 0.180 4.98

21 직진빔인출플러그(2) 32,635 0.079 0.220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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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ST3 수평공 납판설치

 

그림 3-18. ST3 차폐체 설치 완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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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ST3 차폐체 특성평가

1. ST3 차폐체 표면선량 평가 

   원자로 각 출력에서 ST3 차폐체 외부의 ϒ 및 중성자의 표면 선량을 측정하

다. 원자로 출력 24MW에서 ϒ 선의 표면선량은 바닥차폐체의 케이블 통로 위

치에서 최대 26mrem/hr를 보 으며 상부차폐체의 수직 조사공 위치에서 BGU의 

폐쇠시에 7.1mrem/hr의 표면 선량이 발생하 다. 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반적

으로 기준값인 1.25mrem/hr 이내로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16]. 이와 같

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부분의 차폐보강을 위하여 두께 25mm의 B-PE를 내부 형

상에 맞도록 가공하고 그 전면에 0.7mm 두께의 카드뮴판을 부착한 후 단색기 

철판 내부에 M6 볼트 고정하고 바닥차폐체의 케이블 통로에는 철판으로 차폐체

를 제작하여 삽입하 다. 각 차폐는 모두 두조각으로 분리하여 제작하 으며 결

합시 가로 50mm, 세로 50mm, 깊이 300mm(차폐체내부), 130mm(차폐체외부)의 

케이블 통로가 확보되도록 하 다(그림 3-19). 이러한 차폐체 보완후 ST3 차폐

체의 중성자 및 ϒ 표면 방사선량은 모두 1.25mrem/hr 이하로 평가되었다. 

그림 3-19. ST3 차폐체 내부 보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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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차폐체 1차 설치 및 보강후(기울임 씨) 의 차폐성능시험 결과 

측정위치 참고사항

Gamma(μSv) Neutron(μSv)

시험출력 시험출력

5MW 12MW 24MW 5MW 12MW 24MW

C* O** C  O C O C O C O C O

L1 리세스-원자로벽 결합부 0.80 0.60 1.70 1.47 2.71 3.0 1.0 1.0 1.5 1.2 2.8 2.0

L2 리세스-좌측전단부 결합부 1.40 0.32 1.60 0.60 5.15 1.5 1.0> 1.2 2.5 2.5

L3 수평차폐플러그(소) 위치 0.96 2.28 0.23
2.5

0.53
1.0 1.0> 8.0

25.0

1.50

L4
좌측전단부-좌측면부 

결합부
2.21 0.14 4.00 0.48

8.8

2.54
1.0>

70.0

2.50

L5 80° 채널 20.0 0.11 23.0 0.23
29.7

0.51
70.0

200.0

0.26

L6 80°-43° 채널 사이  0.48 8.0

L7 43° 채널 6.87 0.11 11.80 0.34
24.0

1.42
50.0 3.70

L8 좌측면부-후단부 결합부 9.60 0.12
13.4

4.95
1.0> 8.0

cable 

path(L1)
48.0 1.0 123.0 2.88

160.0

1.28
5.0 1.0 18.0 1.0

30.0

1.0

R1 리세스-원자로벽 결합부 1.0 0.70 2.20 2.36 4.32 3.74 1.8 1.5 2.5 4.0

R2 리세스-우측전단부 결합부 0.50 0.55 1.20 1.18 6.29 1.86 3.0 5.0

R3
우측전단부-우측면부 

결합부
0.1 1.60 0.30 1.84 0.83

8.34

1.93
1.4

50.0

0.5

R4 90° 채널 0.13 0.94 0.22 2.50 0.51
4.06

0.85
2.0

50.0

1.5

R5 수평차폐플러그(소) 위치 0.22 12.4 0.37 18.0
36.5

0.72

10.0

0.5

R6 대소 수평차폐플러그 사이 1.22 1.0>
7.14

2.19
6.0 1.0>

15.0

1.3

R7 수평차폐플러그(대) 위치 1.80 0.14 5.0
4.70

1.89

15.0

11.0

R8 우측면부-후단부 결합부 1.20 0.10 2.1 0.68
3.75

1.77
1.0>

70.0

25.0

cable 

path(R1)
64.0 1.53 140.0 4.25

260.0

13.3
40.0 1.4

70.0

2.0

cable 

path(R2)
20.0 0.34 50.0 1.39

77.6

4.27
30.0 1.0>

50.0

1.0

B1 후단부 직진빔 플러그 상단 0.53 16.0

B2 후단부 직진빔 플러그 중앙 7.0 18.0

B3 후단부 직진빔 플러그 하단 0.33 2.17 3.0

Btof TOF 직진빔 플러그 0.18 0.24 0.18 0.17 0.13 0.47 15.0

T1l 상부차폐-원자로벽 결합부 0.33 1.17 0.17 0.67 0.44 1.0> 1.0> 1.5 1>

T1m 상부차폐-원자로벽 결합부 2.80 1.26 4.69 2.20 5.23 3.26 15.0 1.5 15.0 6.0

T1r 상부차폐-원자로벽 결합부 0.50 0.1 0.29 0.50 1.36 0.80 1.6 1> 1.2 1>

Tvr 수직조사공 15.0 0.60 7.70 1.25 71.0 5.80 20.0 2.2 50.0 2.0

T2 상부전단-상부중앙 결합부 0.11. 1.20 0.20 2.20 0.67 4.10 1.0> 1.0 1.0> 1.2

T3 상부중앙차폐체의 중심위치 3.50 7.84 1.0 2.0

T4 상부중앙-상부후단 결합부 0.17 1.40 0.23 5.10 0.29 8.10 5.0 1.0> 10.0

  * : BGU close, ** : BGU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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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3 차폐체내부 열중성자속 평가 

   금줄을 이용한 검출박법으로 ST3 차폐체 내부의 중성자 빔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최소 230개 이상의 금줄(Reactor Experiment, 두께 0.254mm)을 

Mettler, AG245 전자 저울을 이용하여 정  계량하고 좌우 10mm 간격으로 두께 

50㎛의 폴리에스터 필름에 부착하여 중성자 조사면적이 폭 100mm, 높이 200mm

가 되도록 하 다. 금줄을 부착한 폴리에스터 필름을 ST3 차폐체내의 

L=4,750mm, 5,400mm, 6,150mm 지점에 설치하고 각각 원자로 출력 24MW에서 

40∼60분간 조사한 후 중성자 포획에 의한 
198
AU의 붕괴율을 HPGe(Li) ϒ 검출

기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중성자 선원에서 조사 금줄간의 거리 L=5,400mm 지

점의 카드뮴 비는 11.56으로 하나로 설계값 11.81에 근접하 다. 또한 열중성자속 

분포는 입사 중성자빔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성을 보 으며 분포의 중심부에서 

주변 방향으로 그 크기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사다리꼴 분포를 보 다 (그림 

3-20). 이러한 열중성자속 분포의 중심부의 중성자속은 3.50∼4.50□10
9
n/cm

2
.sec

로 하나로 설계값을 고려한 계산값에 근접하 다. 동일 위치에서 ST3 수평공의 

회전셔터의 개방위치를 20' 분산각의 콜리메터로 할 경우 열중성자속 분포의 중

심부는 앞서의 결과보다 그 크기가 최대 70% 정도 감소하 다. L=4,750mm 및 

6,150mm 지점에서 열중성자속 분포의 중심부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다리꼴 분

포를 보 으며 중심부의 열중성자속은 중성자 선원과 조사지점간의 거리에 따른 

계산값에 근접하 다(표 3-3)[17].   

표 3-3. ST3 차폐체의 열중성자속 분포 측정결과 

조사

금줄수

조사

시간(분) 

선원-조사

위치간격

(mm) 

열중성자속 

계산값

(10
9
n/cm

2
.sec)

열중성자속 

측정값 

(10
9
n/cm

2
.sec)

열중성자속

분포중심부

제원(mm)

1 231 40 4750 5.30 5.10∼6.40 50(W), 140(H) 

2 231 40 5400 4.10 3.50∼4.50 50(W), 140(H) 

3
*

231 60 5400 4.10 1.25∼1.64 40(W), 140(H) 

4 325 60 6150 3.17 3.50∼4.04 50(W), 140(H) 

 * ST3 회전셔터의 개방 위치를 분산각 20' 콜리메터로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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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0. L=5,400mm 지점의 열중성자속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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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요부품 설치 및 성능시험   

제 1 절. 빔 집속시스템 제작 설치 및 시험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빔 집속 시스템은 시료 입사 빔폭을 정  

조절하는 4개의 슬릿과 수직 방향의 빔 크기를 제한하는 빔 attenuator 및 단색

기 차폐체 내부의 빔 인출 콜리메터 등으로 구성된다. 

1. 슬릿시스템 제작 설치 및 빔 시험 

   슬릿시스템은 수직 반사면을 갖는 시료위치에 투과빔 폭의 정  조절이 가능

한 구동부 및 차폐부를 모두 설계, 제작하 으며 투과 중성자 빔의 분포를 시험

하 다[18]. 

가. 차폐체 슬릿 지지대 제작 설치

   단색기로부터 250mm 및 2,650mm 지점에 슬릿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ST3 차폐체 내외부에 슬릿지지대를 제작 설치하 다. 차폐체 외부의 

지지대는 직경 80mm 높이 865mm, 965mm 인 두개의 기둥을 각각 ST3 차폐체 

지역과  시료대 전방의 지역에 설치하고 기둥 상부에 길이 1,000mm 인 X95 레

일을 고정하고 그 위치를 레일의 전후단에서 0.1mm 정도로 정렬하 다(그림 

4-1). 또한 차폐체 내부의 슬릿 지지대는 차폐체 내부의 구조가 복잡하고 제한적

인 점을 고려하여 차폐체 내부 바닥에 고정할 수 있으며 수평조절이 가능하도록 

하 다(그림 4-2). 설치 완료한 슬릿 지지대, X95 레일에 두께 10mm의 레일 캐

리어 설치 후 1,200mm 빔 중심선에 대한 간격은 각각 225mm(차폐체내부), 

218.4mm(차폐체외부) 이었다. 

나. 슬릿 차폐부 제작 

   슬릿의 차폐부는 슬릿 개방시 투과빔이 정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그 이외의 

빔은 완전하게 차폐되어야 한다. 초기에 제작한 슬릿 차폐부는 B4C 분말과 에폭

시를 혼합, 경화하여 정  기계 가공한 것으로 그 제원은 200mm(H)□
100mm(W)□10mm(T) 이다. 앞서의 차폐부는 총 부피 100mL를 만들기 위해 에

폭시 주제 60.2g, 경화제 18g, B4C 78.2g를 혼합하고 hot plate를 이용하여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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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가열하여 기포를 제거하고 준비한 틀에 부어 3∼4 일간 경화하 다. 앞서 제

작한 슬릿 차폐부의 실제 이용시 성능을 보다 개선하기 위하여 B4C 분말을 열간 

가압한 두께 4mm의 판(BAE systems, Advanced Ceramics) 을 이용하기로 하

다. 이러한 B4C 판은 세라믹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어 다이아몬드 드릴 및 커

터 등을 이용하여 정  기계 가공하 으며 그 제원은 초기의 차페부와 동일하게 

하 다. 

    

다. 슬릿구동부제작 

   슬릿 구동부는 앞서 제작한 슬릿 차폐부를 부착한 상태에서 좌, 우 폭 방향으

로 정  구동되어야 한다. 슬릿구동부의 제원은 슬릿지지대에서 1,200mm 빔 중

심선까지의 간격과 슬릿차폐부의 높이를 고려하여 결정하 다(표 4-1). 이러한 

구동부는 슬릿 지지판과 L-R hand thread를 채용한 구동부(TS-40-2) 및 위치 

조정용 정  이송대(PMR-12.5)로 구성하 다(그림 4-3). TS-40-2는 최대 40mm

의 스트로크를 가지며 구동정도는 8μm 이다. 또한 PMR12.5는 스트로크 50mm

로 0.01mm 정도로 위치가변이 가능하다. 한편 시료 전단의 슬릿 1, 2의 위치 조

정용 PMR-12.5 이송대는 정  위치 이동의 장점이 있으나 입사 빔 방향에 대하

여 슬릿 위치 정렬시에 수동 조절만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빔 분포 측정에 어려

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0.01mm 의 위치 이동 정도를 갖는 

BTS-33S-M 이송대를 준비하고 기존의 수동식 이송대를 교체하 다. 

표 4-1. 슬릿 시스템 세부사항

Slit 1 Slit 2∼4

폭방향 슬릿 opening(motorized)

TS-40-2
0∼40mm 0∼50mm

구동정도 0.01mm 0.01mm

차폐판제원(W□H□T) 100□200□4mm 100□200□4mm

슬릿 유니트 X 이동(manual), 

PMR12.50
x 50mm(±0.01mm)

슬릿 유니트 X 이동(motorized) ±50mm(±0.01mm) x, 슬릿2는 motorized

라. 슬릿 정렬 및 빔 시험 

   각 슬릿 구동부를 X95 레일에 설치하고 슬릿지지판의 측면에 M6 플라스틱 

볼트로 측면에 부착한 후 측량기로 감시하면서 좌우 슬릿차폐부 측면이 수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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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확하게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도록 하 다. 이때 슬릿 패쇠시 빔 누출이 없

도록 슬릿구동부의 리미트 스위치를 조절하여 좌, 우 슬릿차폐부가 최대 3mm 

겹칠 수 있도록 하 다. 최종적으로 차폐체 내외부에 S1-S2 간격이 2,500mm가 

되도록 두 개의 슬릿을 설치하고 중성자카메라 및 2-D PSD를 이용하여 원자로 

출력 24MW에서 슬릿 개폐에 따른 빔 실험을 수행하 다. 슬릿 패쇠시 슬릿 S2 

후단에서 중성자 빔은 정상적으로 차폐되었으며, 빔폭 0.1mm에서 투과 중성자 

빔은 정상적인 분포를 보 으나 1mm 빔폭의 경우 주 투과빔 주변에 슬릿 측면

의 edge에 의한 빔의 간섭현상으로 보이는 spot이 관측되었다(그림4-4∼7).  

 

그림 4-1. 슬릿지지대(차폐체외부)

 

  

그림 4-2. 슬릿지지대(차폐체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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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슬릿 차폐 및 구동부 

  

그림 4-4. 2-D PSD 이용 빔 분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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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슬릿시험

         (패쇠)

    
그림 4-6. 슬릿시험

     (0.1mm 개방)

    
그림 4-7. 슬릿시험

       (1.0mm 개방)

   

2. Beam Attenuator 및 수직 슬릿 시스템 제작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빔 attenuator는 단색기 및 시료 입사빔의 

크기를 제한하고 장치 바탕값을 감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ST3 차폐체 내부의 

단색기 전단에 빔 attenuator는 5%의 보론을 함유한 B-PE로 하 으며 빔 통로

의 크기는 40mm(W)□110mm(H)□25mm(T) 이다. 또한 차폐체 외부의 시료대 

전단에는 두께 5mm의 보론 고무 및 두께 0.5mm의 카드뮴 판을 이용하여 빔 

attenuator 2개를 제작, 580mm 간격으로 설치하 으며 두 번째 attenuator는 슬

릿 2의 70mm 전면에 위치하도록 하 다. 이들 attenuator의 빔 통로는 각각 

30mm(W)□50mm(H), 30mm(W)□40mm(H) 로 시료 입사빔의 높이를 ∼40mm 

로 제한할 수 있다.    

   기존의 수평 방향에 대한 빔 폭 조절이 가능한 슬릿 시스템에 더하여 수직 

방향의 빔 폭 조절이 가능한 수직 슬릿 시스템을 제작하 다(그림 4-8). 이러한 

시스템의 상하 구동판에 열간 가압한 두께 4mm의 B4C 판을 부착하여 시료 위

치로의 불필요한 입사 빔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수직 슬릿 시스템

은 앞서의 빔 attenuator를 대체할 예정이며 zero angle 지점에서 슬릿 스캔시에 

불감시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입사 시료의 크기에 따라 

시료 입사 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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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수직형 슬릿 시스템 

3. 빔채널 콜리메터 제작 설치

   ST3 차폐체 외부로의 중성자 빔 인출 및 집속과 측정 바탕값을 줄이기 위한  

단일 슬릿 콜리메터는 전후단으로 구분된다. 전단 콜리메터의 재질은 철로 주로 

감마선을 차폐하며 그 크기는 20mm(W)□199mm(H)□600mm(L) 이다(그림 

4-9). 후단 콜리메터의 재질은 5%의 보론을 함유한 B-PE로 주로 속중성자 및 

일부 열중성자를 차폐하며 그 크기는 58.4mm(W)□224mm(H)□400mm(L) 이다

(그림 4-10). 각 콜리메터는 8mm(W)□40mm(H) 크기의 빔 통로가 있으며 각각 

ST3 차폐체의 43° 빔 인출 채널 내부에 설치하 다. 

   콜리메터 설치 후 투과 빔의 zero angle 스캔 시험에서 전단 콜리메터 빔 통

로의 좌우측면(Fe)에 의한 일부 투과 빔의 전반사로 데이터의 오염 발생이 가능

함을 확인하 다. 즉, Fe의 경우 파장 2.459Å의 중성자에 대하여 임계각은 

0.225° 이므로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슬릿 및 콜리메터 등의 빔 배치

를 고려할 때 검출기 위치에서의 전반사 중성자의 혼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슬릿 1, 2의 폭을 1mm 로 하고 그 정렬이 완벽하게 이루어 졌다고 하면 슬릿 1

의 좌우 측면을 통과하여 전단 콜리메터의 중앙 및 종단으로 입사하는 빔은 각

각 0.285° 및 0.199°의 입사각도를 갖는다. 슬릿 1, 2의 간격 2,500mm를 고려하면 

슬릿 2 위치에서 반사빔은 빔 중심선으로부터 ±1.199mm의 지점을 통과하게 된

다. 따라서 동 위치에서 반사한 빔은 슬릿 2를 투과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만

일에 슬릿 2의 정렬 위치가 좌우 방향으로 상당히 틀어져 있다면 앞서와 같이 

전단 콜리메터의 종단에서 반사하는 빔이 슬릿 2를 투과할 수 있어 혼입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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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한편 슬릿가변에 의하여 반사율상을 측정하는 경우 Q=0,4Å
-1
 지점

에서는 슬릿 1, 2의 폭이 3mm를 넘게 된다. 이 경우 슬릿 및 콜리메터 등이 정

확하게 정렬되었다 해도 슬릿1의 좌우 측면에서 전단 콜리메터의 중앙 및 종단

에 입사하는 빔의 입사각도는 각각 0.203°, 0.142°로 전반사의 발생이 가능하고 

슬릿 2의 위치에서 반사빔은 빔의 중심위치로부터 ±1.303mm, ±0.289mm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전단 콜리메터의 좌, 우 측 Fe면에 의한 반사빔은 슬릿폭 

3mm를 고려할 때 슬릿 2를 투과하게 되어 측정 반사율상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림 4-11).  

   이러한 현상은 검출기의 zero angle 스캔에 의한 빔 분포에서 확인 하 다. 

통상적인 가우스 함수 분포의 우측 날개(+ 방향) 지점에 추가 피크가 발생하 으

며 그 정도는 주피크의 20%에 달하 다. 이러한 현상은 측정 박막 시료의 중성

자 반사율상의 정확한 측정 및 해석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빔 통로의 좌, 우 측면에 약 0.5mm의 두께로 B4C+에폭시를 도포

하고 앞서의 zero angle 스캔 결과 혼입의 정도가 정상적인 반사율 측정 및 실험

이 가능할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인하 다.  한편 전단 콜리메터의 좌우 

측면에 카드뮴을 부착하는 경우도 고려하 다. 카드뮴의 임계각은 파장 2.459Å

의 중성자에 대하여 0.121° 이므로 앞서의 경우 보다는 입사빔의 전반사에 의한 

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나 슬릿, 1, 2의 정렬 위치에 오차가 많을 경우 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뮴의 경우 입사 열중성자 흡수시 방사화에 

따른 감마선의 발생으로 장치의 바탕값을 높일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4-9. 빔 채널 콜리메터(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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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빔 채널 콜리메터(후단)

그림 4-11. Fe 콜리메터 측면에 의한 전반사, 슬릿 1, 2폭 3mm 

4. 단색기시스템 설치

가. PG(002) 단색기 및 필터 시험 

   단색화결정으로 PG(002) 결정을 선택하고 단색기 위치에서 필요한 빔의 제

원을 고려하여 미국 union carbide 사의 20mm(W)□50mm(H)□2mm(T) 제원

의 7개의 strip을 준비하였으며, 이러한 PG 결정의 mosaicity는 β=0.4° 이다. 

또한 PG 단색화결정의 2차 반사에 의한 혼입 방지를 위한 중성자 필터로 

50mm(W)□50mm(H)□4mm(T) 제원의 β=3.5° 인 PG(002) 결정 20개를 준비

하였다(그림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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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PG(002) 결정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보론 PE(흑색)로 

40mm(W)□110mm(H) 크기의 빔 통로를 갖는 빔 attenuator를 제작하여 ST3 

차폐체내의 REF 단색기 위치 전면에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beam attenuator의 

빔 통로 및 전면에 두께 0.5mm의 카드뮴판을 부착하였다. ST3 차폐체내의 단

색기 위치에 X, Z 이송대 및 고니오메터 등으로 구성한 단색기 구동유니트를 설

치하고 70mm(W)□105mm(H) 크기의 Si(111) 단결정을 고니오메터 상부에 부

착하였다(그림 4-13). ST3 차폐체의 직진빔 차폐플러그를 인출하고 차폐체 후

방에 설치한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Si(111) 단결정면이 입사빔과 평행하

도록 그 위치를 정렬한 다음 회전대로 Si(111) 결정면이 2θ=43° 의 take-off 

각도를 갖도록 하였다. 즉 REF 43° 빔 채널에서 인출되는 중성자 빔의 파장은 

Si(111) 면의 면간 간격 d=3.315Å을 고려하면 λ=2.298Å 이다. 

   시료 위치로의 인출 빔의 크기를 제한하고 배경 산란 등을 감소하기 위하여 

PE로 30mm(W)□80mm(H) 크기의 빔통로를 갖는 단일 슬릿 콜리메터를 제작

하여 REF 43° 빔 인출채널 전면에 삽입하였다. 시료 및 검출기 입사 중성자 빔

의 크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슬릿 3개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슬릿은 보론 PE로 

제작하고 전면에 두께 0.5mm의 카드뮴판을 부착하였으며 20mm(W)□50mm(H) 

크기의 빔 통로를 두었다. 이제 ST3 차폐체 43° 빔 채널 지점에 US-1 test 

station을 설치하고 시료회전대 상부에 X, Y, Z 이송대, 고니오메터, 회전대 등

으로 구성한 시료 구동유니트를 설치하였다(그림 4-14). 또한 US-1 test 

station의 검출기 arm에 1개의 슬릿 및 검출기 차폐체를 설치하고 pencil 형 

He3 검출기를 검출기 차폐체의 상부에 삽입 설치하였다. ST3 차폐체의 REF 

43° 빔 채널 외부면과 US-1 test station 사이에는 모니터 검출기와 시료 입사

빔을 제한하기 위한 2개의 슬릿을 설치하기 위하여 길이 1,400mm인 60□60 

프로파일을 설치하였다. US-1 test station의 시료회전대의 중심에 회전 중심지

시봉을 설치하고 US-1 test station 후방의 ST3 수평공 바닥에 설치한 측량기

를 이용하여 시료대의 회전 중심과 측량기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위치를 정렬

하였다. 

   PG(002) 단색화 결정의 mosaicity 및 피크 반사율 등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그림 4-15). 우선 검출기를 2θM=43° 방향 주변으로 스캔하여 측정

한 프로파일을 가우스 정련하여 US-1 test station의 zero angle을 설정하였다. 

PG(002) 결정을 부착한 시료지지대를 US-1 test station의 시료대에 설치한 고

니오메터 상부에 고정하였다. PG(002) 결정의 측정 조건은 시료 전면의 슬릿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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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간격은 800mm, 각 슬릿의 폭은 2.5mm, 높이는 20mm로 하였다. 또한 검

출기 전면의 슬릿 3는 폭 6.0mm, 높이 19mm이고 외부차폐도어의 전면에서 시

료까지의 거리는 1,700mm로 하였다. 

   우선 입사 중성자 파장 λ=2.298Å을 고려하면 PG(002)면의 Bragg 회절은 

θ=20.03°에서 발생한다. 투과형식에서 PG(002) 결정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는 앞서 설정한 zero angle에 검출기를 두고 PG(002) 결정을 θ=20.03°를 중심

으로 rocking curve를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반사 형식에서는 검출기를 2θ

=40.06° 위치에 두고 PG(002) 결정을 θ=20.03°를 중심으로 스캔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위치에서 ±1.5° 간격으로 측정한 피크 프로파일을 가우스 정련하여 

피크, 반치폭 및 적분값 등을 구하였다(그림 4-16∼17). 측정 PG(002) 결정의 

mosaicity는 측정 프로파일의 반치폭 으로부터 근사할 수 있으며 피크 반사율은 

앞서 zero angle에서 측정한 프로파일의 피크값과 각각 비교하여 구하였다.  표 

4-2는 이러한 측정결과를 보인 것으로 mosaicity는 비교적 정상적인 값을 보였

으나 피크 반사율은 계산 값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16]. 이러한 

현상은 zero angle에서 측정한 프로파일의 배경산란이 직진빔 등에 대한 미비한 

차폐 정도로 인하여 2θ=40.06° 위치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이다. 

   앞서의 시료 위치에서 금줄방사화법을 이용하여 열중성자속의 크기를 측정하

였다. 우선 단색화결정이 Si(111) 단결정일 때 중성자속을 측정하기 위하여 

US-1 test station 시료대 상부의 고니오메터를 회전하여 시료고정대의 전면이 

입사 빔 방향에 오도록 하였다. 이제 57.6mg의 금줄을 부착한 두께 50㎛의 폴

리에스터 필름을 금줄의 위치가 입사 중성자 빔의 중심에 오도록 하여 시료고정

대에 부착하였다. ST3 수평공의 회전셔터를 open 하고 원자로 출력 24MW에서 

앞서의 금줄을 18시간 동안 중성자 조사하였으며 이때 슬릿 1, 2의 빔 폭은 모

두 10mm(W)□50mm(H)으로 하였다. 조사 금줄의 측정 및 해석 결과 시료 위치

에서의 열중성자속은 7.78□105n/cm2.sec 이었다. 또한 단색화결정이 PG(002) 

결정 일 때 앞서와 같은 조건으로 측정한 시료위치의 중성자속은 6.64□106 

n/cm2.sec 로 Si(111)의 경우 보다 약 10배 이상 큰 값을 보였으며 이는 

PG(002) 결정의 큰 반사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측정을 위한 금줄의 무

게는 104.7mg이며 조사 시간은 원자로 출력 24MW에서 약 17시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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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PG(002) 단색화결정 특성 측정 

No
PG ID

(ZYH-N)
제원(mm) 반치폭 적분값 피크값

피크반사율

(실험값)

1 26728 20(W)x50(H)x2(T)
  0.4058* 303.96 597.60 0.4765

  0.3081** 238.30 616.33 0.4915

2 26736 "
0.4519 282.11 498.00 0.3971

0.4739 271.18 - -

3 26738 "
0.4386 339.18 616.98 0.4920

0.4803 361.41 600.38 0.4788

4 26739 "
0.4513 317.86 561.94 0.4481

0.5056 357.98 564.36 0.4500

5 26740 "
0.4201 287.04 556.19 0.4346

0.3970 276.51 613.10 0.4435

6 26742 "
0.3555 273.23 597.63 0.4889

0.3254 243.62 676.11 0.4766

7 26744 "
0.3758 320.75 616.74 0.5392

0.3411 263.66 1253.9 0.4918

zero angle scan 0.1993 313.33 1253.9

8 34040 20(W)x50(H)x2(T)
0.3750 274.09 583.18 0.5131

0.4238 255.04 480.97 0.4232

9 34221 "
0.4017 367.68 730.21 0.6425

0.3354 294.51 588.86 0.5181

10 34042 "
0.3894 401.75 823.20 0.7243

0.3354 260.80 618.28 0.5440

11 33939 "
0.4264 424.62 794.44 0.6990

0.4441 301.13 540.35 0.4754

zero angle scan 0.2077 259.89 1136.4

  피크반사율, Rr
max(계산)= 0.8929 for β=0.4d°, t=2mm PG(002)

  * Reflection geometry,  ** Transmission geometry



- 43 -

그림 4-12. PG(002) 단색기 및 필터 

 

그림 4-13. Si(111) 결정(차폐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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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PG 특성 측정을 위한 US-1 Test Station 

   

그림 4-15. PG(002) 결정(차폐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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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PG(002) 결정 특성 측정, β=0.4°

그림 4-17. PG(002) 결정 특성 측정, β=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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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색기 구동유니트 준비

   PG(002) 단색기의 위치를 정렬하기 위한 단색기 지지판을 제작하고 단색기 

구동유니트를 준비하 다. 단색기 구동유니트는 단색기의 효과적인 정렬을 위하

여 X 이송대-Y 이송대(직진빔 방향)-회전대-고니오메터 순으로 조립하 다. 각 

구동유니트는 차폐체 내부의 단색기 설치공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그 사양을 결

정하 으며 리미트 스위치를 부착하여 가능한 구동 역을 설정하 다. 또한 고니

오메터의 크레이들 상부로부터 회전중심간의 간격 S=140mm 지점이 1,200mm 

빔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단색기 구동유니트 지지판을 제작하고 기존의 단색기 

설치판에 설치하 다. 또한 PG(002) 단색기 설치를 위한 지지대를 제작하여 고

니오메터의 크레이들 상부에 부착하 다(그림 4-18).  

 

다) 단색기 및 필터 설치 

    앞서 준비한 PG 단색기 설치 지지대에 미국 Advanced Ceramics 사의  

ZYA 급으로 mosaicity, β=0.4±0.1°, 50mm(W)□50mm(H)□2mm(T) 제원의 

PG(002) 단색기 1개를 부착한 후 단색기 구동유니트를 ST3 차폐체 내부의 REF 

단색기 위치에 설치하 다.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는 2θM=43°의 take 

off 각도에서 반사되는 λ=2.459Å의 단색파장을 이용한다. 즉, 측정 시료의 폭이 

100mm 이면 Q=0.4Å-1 
에서 시료 입사각도는 4.489° 로 필요한 입사 빔의 폭은 

7.83mm 이다. 따라서 필요한 단색화 결정의 최소 폭은 19.84mm 로 앞서 준비한 

단색기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PG(002) 단색기는 직진빔 차폐플러

그를 인출하고 REF 43° 빔채널의 신속셔터 및 외부차폐 도어를 인출하여 시야

를 확보함으로서 그 위치를 정렬하 다. PG(002) 단색기의 특성에 따른 고차 반

사(/n, n=2, 3,...)에 의한 측정 반사율상의 오염을 방지하기 의하여 두께 40 mm

로 적층한 PG(002) 필터(Advanced ceramic Co, ZYH, β=3.5°)를 이용하 다. 이

러한 필터는 적절한 설치 위치를 찾기 위하여 단색기 차폐체 내부 및 검출기 차

폐체 전면에 두고 투과빔의 강도 및 분포를 비교하 다. 측정 결과 위치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단색기 차폐체 내부의 제한된 공간을 고려하여 검

출기의 전면에 설치하 다 (그림 4-19). 이와 같이 단색화 결정 및 필터로 이용

하는 PG 결정들은 빔 진행 방향을 따라서 결정학적 C 축이 나란히 배열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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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단색기구동 유니트

    

그림 4-19. PG(002) 필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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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집속형 단색기 준비 및 중성자속 이득 평가 

   장기적으로 시료위치에서의 이용 가능한 중성자속을 증가하기 위하여 집속형 

단색기의 이용을 고려하 다. 기 확보한 집속형 단색기는 0.5m∼∞의 초점거리 

가변이 가능하고 단색기 부착이 가능한 9개의 arm이 있다. 이러한 집속기의 arm 

에 기 준비한 7개의 50mm(W)□20mm(H)□2mm(T), PG(002) 결정을 고정할 수 

있도록 보조 기구를 제작하 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 으며 

접착제 없이도 PG(002) 결정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에 손상이 가지 않도

록 하 다(그림 4-20). 최종적으로 PG(002) 결정을 집속기의 arm에 부착하고 레

이저 빔을 이용하여 각 결정의 위치를 정렬하 다(그림 4-21). 이러한 집속형 단

색기를 ST3 차폐체 내부의 단색기 위치에 설치하고 시료 위치에서의 중성자속 

이득을 평가하 다. 즉, 시료대 상부에 He3 단일 검출기 및 2-D PSD를 두고 집

속형 단색기의 캠 구동에 따른 시료 위치에서의 이용 가능한 중성자속 크기의 

변화를 평가하 다(그림 4-22∼23). 일반적인 캠 구동의 특성에 따라 

focus-under focus-flat-focus 과정이 반복되었으며 집속형 단색기 자체의 flat 

및 집속 상태를 비교하면 이용 가능한 중성자속의 이득은 ∼3.2배에 이름을 알 

수 있었다(그림 4-24). 또한 동일한 조건에서 집속형 단색기 대신에 단일 PG 결

정을 설치하고 앞서와 같이 2D-PSD를 이용하여 시료위치에서의 중성자속의 크

기를 평가하 다(그림 4-25). 집속형 단색기의 집속 상태와 단일 PG 결정의 결

과를 비교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중성자속의 이득은 ∼2배에 이름을 확인하 다. 

그림 4-20. 집속형 단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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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준비한 집속형 단색기를 이용하여 zero angle 스캔 등을 수행한 결과 중

성자속의 이득은 있으나 장치 바탕값이 크게 증가하여 실제 이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하 다. 즉, 현재와 같이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원자로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 집속형 단색기에 의한 시료 위치로의 빔 배치상 속중성자 및 감마선 등의 

투과량의 증가에 따른 장치 바탕값의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동 

집속형 단색기는 현재 건설중인 냉중성자동으로 장치 이전시 이용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그림 4-21. 레이저 이용 집속형 단색기 결정 정렬 

그림 4-22. ST3 차폐체내 집속형 단색기

   



- 50 -

그림 4-23. 시료위치 He3 단일검출기 

 그림 4-24. 집속형 단색기의 캠 구동에 따른 중성자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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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캠 구동에 따른 중성자속 분포변화(0.0, 0.15, 0.35, 1.35)

제 2 절. 시료대 및 구동 평가 

1. 시료대 구성 

   시료대는 기본적으로 HUBER 430(θ)-440(2θ) 회전대와 이들이 동심원상에 

있도록 결합 고정하는 pedestral plate로 구성된다(4-26)[16]. 이러한 시료대는 그 

하단에 6개의 에어패드를 부착한 추가 보조판(두께 45mm, 직경 800mm)이 있으

며 보조판 측면에는 에어분배기, 소음기, 레귤레이터 등의 에어 배송 시스템이 

있다(그림 4-27). 

   REF 시료대는 cantilever 방식으로 구동하므로 2θ 회전대에  검출기 지지대 

와 counter balance(CB) 지지대가 부착되었다. 이들은 시료대의 회전 중심에서 

검출기 차폐체 까지의 예상 거리(1,500mm)와 무게(80kg)에 의한 무게중심을 고

려하여 제작되었다. 검출기 지지대는 길이 1,400mm, 높이 378mm 이고, 상부 폭

은 113mm로 상부에 X95 레일 설치시 1,200mm 빔 중심선에 대한 간격은 

230mm 이다(그림 4-28).  또한 시료대의 회전 중심과 CB 무게중심과의 간격은 

550mm 이고, CB는 납을 직경 300mm, 두께 50mm(5개) 및 25mm(2개)로 성형 

가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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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43° 빔 중심 연장선상의 원자로 바닥 시료위치에 1,200mm(W)□ 

1,200mm(L)□150mm(T) 제원의 석정반이 있다. 이러한 석정반은 표면정도 10μ

m로 시료대 하단의 에어패드에 5기압의 공기 주입시 시료대의 부상이 가능하여 

REF 43° 빔 중심선에 대하여 시료대의 정렬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석정반의 후

면에는 6개의 M12 텝홀이 상하로 있어 이송대 및 회전대의 부착으로 시료대 정

렬시 원활한 위치 설정이 가능하다. 

   하나로 REF 시료대 상부에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높이 274mm의 Huber 

5204.2 고니오메터 헤드 지지대가 있다. 이 지지대의 상부 및 하부는 각각 두께 

15mm 판으로 상부 판의 크기는 250mm(W)□250mm(L)로 235mm 지점을 기준

으로 각 모서리에 4개의 M6 텝 홀이 가공되었다. Huber 5204.2 고니오메터 헤드

는 시료 위치 정렬에 필요한 X(±20mm), Y(±20mm)  Rx(±15°), Ry(±15°, 

S=313mm) 등의 4개의 구동 자유도를 가지고 있으며 mounting 면적은 250□
250mm

2
 이고 최대 설치 중량은 200kg 에 이른다. 실제 시료대 설치시 고니오메

터의 회전중심(S=313mm)이 1,200mm의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입사 빔 중심

선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는 시료대 하단의 에어패드의 높이를 정  조절함으로

써 가능하다. 고니오메터 크레이들 상부에서 빔 중심까지는 152mm 이며 시료 

지지대 등의 설치시 편의를 위하여 크레이들 상부에 설치한 두께 18mm의 알루

미늄 보조판을 고려하면 빔 중심까지의 높이는 134mm 이다. 이러한 알루미늄 

보조판에는 그 상부에 중심선을 기준으로 25mm 간격의 M5 텝홀 및 중심홀이 

있어 반사율 측정시 시료지지대 등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 으며 그 중심에는 

시료대 정렬시 필요한 중심지시봉의 삽입을 위한 직경 12mm의 홀을 정  가공

하 다. 

   CB 지지대 상부에 총중량이 300kg이 되도록 CB 판을 조적하고 검출기 지지

대 상부 X95 레일 상부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검출기 차폐체를 설치하 다. 이러

한 상태에서 SMC 02-2SXA 5상 모터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HUBER 440 2θ 회

전대가 정상적으로 구동됨을 확인하 다. 보다 정 한 구동을 위하여 θ-2θ 회전

대의 구동 모터 각각에 ROBOTECH, RAB090-S1-P1, 20:1 감속기를 부착하고 

구동 시험한 결과 0.001° 의 정  회전구동이 가능함을 확인 하 다.  

   실제로 시료대의 CB 및 검출기 지지대에 검출기 차폐체와 CB 납블럭의 설치

시에는 양쪽 지지대에 놓이는 물체의 무게차이로 인하여 시료대가 뒤집힐 수 있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CB 지지대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200kg 까지

의 납블럭을 설치하고 검출기 지지대 상부에 검출기 차폐체를 설치 고정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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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CB 지지대에 잔여 납블럭(100kg)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료지지대 

   상온조건에서 박막시료의 반사율상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 위치로의 효율적인 

시료정렬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 및 형상을 갖는 각종 조건의 

시료를 부착할 수 있는 시료지지대의 준비가 요구된다. 그림 4-29는 초기에 사용

한 시료지지대로 주로 두께 5mm 정도의 3" 웨이퍼 형태의 시료를 고정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시료지지대는 예를 들어 얇은 기판의 시료 등과 같은 경우 

시료 표면에 변형을 줄 수 있어 이의 방지가 가능한 새로운 시료지지대를 준비

하 다. 그림 4-30은 1.5기압의 압축공기의 주입으로 측정시료를 손상 없이 부착

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시료대 이다. 동시료대를 이용하여 최대 200mm(W)□
100mm(H) 에 이르는 중성자 초거울 박막 및 두께 5mm의 3" 실리콘 웨이퍼 까

지도 부착이 가능하다. 또한 시료대의 초기 위치의 정렬 이후로는 박막시료의 측

정표면이 항상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되므로 각 시료의 반사율상 측정시 시료 정

렬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림 4-26. REF 시료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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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시료대 구동모터 감속기

  

그림 4-28. CB 및 2θ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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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기존 시료지지대 

그림 4-30. 새로운 시료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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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장치 구동시스템 제작 평가 

   HUBER 430(θ)-440(2θ)으로 구성되는 REF 시료대와 단색기 및 슬릿 시스템 

등의 정 한 구동을 위하여 자체 개발한 NMC-02H-4SRE 모터 콘트롤러 등을 

이용하여 장치 구동시스템을 구성하 다(그림 4-31∼32). NMC-02H-4SRE는 랙 

장착이 가능한 형식으로 200∼50,000PPR로 정  모터 구동이 가능한 micro-step 

드라이버를 장착하 다. 이러한 콘트롤러는 0.7∼6A의 대전력 공급이 가능하여 

θ, 2θ  테이블 등의 고중량의 하중이 걸리는 축의 원활한 구동이 가능하다. 또한 

RS232/422에 의한 원격 및 로컬 구동이 가능하며, 5상 및 2상 모터의 선택적인 

구동과 함께 1개의 콘트롤러로 최대 4축의 개별 및 동시 구동이 가능하다. 

   하나로 REF의 장치 구동을 위한 구동부는 향후 개발할 편극기 및 해석기를 

포함하여 총 20개 이상의 모터(2상, Oriental)로 구성되며 이들 각각은 앞서의 모

터 콘트롤러에 연결하여 ICP에 의하여 GUI 방식으로 구동된다. 특히 2θ  및 θ  

구동 모터에는 20:1 감속기를 부착하여 정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주요 

구동부에는 리미트 스위치를 설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 다(표 4-3). 

표 4-3. 구동 모터/엔코더/Limit 배분 및 구동정도

위치 동작 모터 엔코더 리미트 구동정도

차폐체 

내부

단색기구동

유니트

X Trans

Y Trans

Rotation

Arc

SMC3, M1

SMC3, M2

SMC3, M3

SMC3, M4

SMC3,M3(L)

SMC3,M4(L)

2,500P/deg

2,000P/deg

집속단색기

슬릿1

슬릿1

슬릿2

CAM

X Trans

Width

Width

SMC4, M1

SMC4, M2

SMC4, M3

SMC4, M4

SMC4,M3(E)

SMC4,M4(E)

SMC4,M3(L)

SMC4,M4(L)

10,000P/mm

2,500P/mm

2,500P/mm

차폐체 

외부

시료회전대
2 Theta

Theta

SMC1, M1

SMC1, M2

SMC1,M1(E)

SMC1,M2(E)

SMC1,M1(L)

SMC1,M2(L)

20,000P/deg

20,000P/deg

고니오메터 

헤드

X Trans

Y Trans 

Arc X

Arc Y

SMC1, M3

SMC1, M4

SMC2, M1

SMC2, M2

SMC1,M3(L)

SMC2,M1(L)

500P/mm

500P/mm

1,000P/deg

1,000P/deg

슬릿3

슬릿4

Width

Width

SMC2, M3

SMC2, M4

SMC2,M3(E)

SMC2,M4(E)

SMC2,M3(L)

SMC2,M4(L)

2,500P/mm

2,500P/mm

편극기

해석기 

Rotation

Rotation

SMC5, M1

SMC5,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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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장치 구동시스템 

     

그림 4-32. 장치구동 산업용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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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검출시스템 구성 및 평가 

1. 검출기 준비

   중성자 반사율상 측정을 위한 주검출기는 Eurisys의 30NH15, He3 단일 검출

기이다. 이 검출기는 25mm(dia)□255mm(L) 제원으로 유효길이는 150mm 이며 

He3 충진압력은 6기압에 이른다. 또한 주검출기의 측정 기준을 위한 모니터 검

출기는 Eurisys의 6NH12.5/1F, He3 단일 검출기이다(그림 4-33). 이 검출기는 

10mm(dia)□219mm(L) 제원으로 그 내부는 8기압의 He3 및 2기압의 Kr으로 충

진되어 있다. 각 검출기의 입력 전압의 증가에 따른 plateau 를 측정함으로써  

각각의 동작 고전압을 1,150V(모니터 검출기) 및 1,250V(주검출기)로 설정하 다

(그림 4-34).  

2. 검출기 차폐체 및 지지대 설계 제작

   He3 주검출기 차폐체는 주차폐체부, 검출기삽입부, 상부덮개부 및 콜리메터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 차폐체의 전체 크기는 가로 360mm, 세로 360mm 및 높이 

460mm이며 그 하단이 검출기 지지대의 X95 레일 상부에 조립 설치가 가능한 

구조이다. 주차폐부는 두께 53mm의 B-PE를 빔 입사방향으로 적층하여 제작하

으며 전후, 좌우 방향으로 고 도 PE를 덧대어 고정하 다. 검출기 삽입부는 

높이 297mm, 가로, 세로 각각 100mm의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하 으며 내부에

는 차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께 5mm의 보론 러버를 부착하 다. 또한 검

출기 삽입부의 내부는 B-PE로 제작하고 그 중앙에 직경 25mm의 검출기 장전 

홀을 가공하 다. 콜리메터부는 폭 80mm, 높이 120mm, 길이 130mm의 box 형

태로 B-PE로 제작하 다. 이러한 콜리메터부의 중앙에는 폭 8mm, 높이 50mm, 

길이 130mm의 입사 중성자 빔 통로를 정  제작하 다. 최종적으로 제작 완료

한 검출기 지지대의 중량은 80kg에 이른다. 

   He3 모니터 검출기는 시료대 전단의 2차 슬릿 후단의 70mm 지점에 놓이며 

검출기의 유효부가 입사빔과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입사빔 분포의 상단

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 검출기는 높이 조정이 가능한 Z축 이송대 

상부에 지지대에 설치하 다. 또한 검출기 유효부의 중앙을 입사 중성자 빔이 통

과하도록 검출기 창을 두었으며 그 좌우에 두께 0.1mm 의 카드뮴으로 차폐함으

로써 바탕값이 감소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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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 계측시스템 준비 

   입사 및 반사 중성자는 모니터 및 주검출기 - 증폭기, 판별기(DEXTRAY 

ACHEM7F) - 계수기(CTM-05/A 9945/C)를 통한 일련의 시스템을 통하여 계수

된다. ACHEM7F CHARGE Amplifier는 He3 검출기용으로 전치증폭기, 증폭기 

및 discriminator의 기능을 가진다(그림 4-35). 또한 CTM-05/A 9945/C 계수기는 

ICP를 장착한 장치 구동을 위한 산업용 컴퓨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4. 빔 스토퍼 제작, 설치 

   검출기 위치에서의 바탕값을 줄이고 안전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차폐

부와 지지대 및 바닥판으로 구성되는 빔 스토퍼를 제작하 다. 주차폐부에는 직

경 200mm 의 빔 인입홀을 두었으며 바닥판의 하단에는 높이조절 볼트를 두어 

1,200mm 빔 중심선에 대하여 주차폐부의 빔 인입홀의 위치를 정렬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4-36).    

  

그림 4-33. 주 및 모니터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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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검출기 plateau 시험  

그림 4-35. Dextray Charge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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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빔 스토퍼 

 

제 5 절. Instrument Control Program (ICP)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구동 및 데이터 획득을 위한 ICP는 C#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GUI 방식으로 다양한 측정 모드의 장치 구동 

및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다(그림 4-37). ICP의 주요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치 구동기능 

   총 10개의 모터의 위치를 GUI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각각에 reset 기능

이 있어 현재의 위치를 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각 구동 모터의 구동 조

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속셔터 등과 같이 공압에 의하여 구동되는 각종 기기 

들을 총 4개까지 개폐할 수 있다.   

2. 데이터 수집 기능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ICP에는 반사율 측정에 필요한 여러 기능 

및 다양한 측정 모드가 있다. 또한 ICP 화면 하단의 측정 그래프를 이용하여 각

종 구동부의 위치변환에 따른 빔의 분포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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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측정 그래프는 로그 및 선형으로 측정값을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측정 빔의 

가우스 분포에 대한 정련 수행이 가능하여 원활한 장치 정렬이 가능하다. 또한 

측정 그래프에 대한 팝업 기능이 있어 측정 분포의 확대가 가능하다. 각 측정 모

드에서 측정 기준은 시간 및 모니터 검출기를 이용하여 설정이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각 모드의 측정시에 데이터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며 해

당 측정에 대한 주석을 달수 있다.  

가. 매뉴얼 스캔 모드 

   매뉴얼 스캔 모드는 시료대의 2θ, θ, X, Rx 등의 위치변환에 따른 입사빔의 

분포 변화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장치의 점 위치 설정 및 시료 위치 정렬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슬릿폭의 변화에 따른 투과 빔의 분포 

측정으로 점 정렬이 가능하다. 즉, 일정 위치로의 해당 구동부의 이동은 set 값

을 지정함으로써 가능하고 입사빔의 분포 측정은 초기와 최종값 및 위치 이동 

간격을 지정함으로써 가능하다.   

나. 슬릿고정 스캔 모드 

   반사율상 측정시에 전체 측정 Q 역에 대하여 슬릿을 고정하는 경우  2θ : 

θ 측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ICP의 화면이 변경되어 2θ : θ 측정위치의 변경을 

나타내는 슬릿고정 스캔 모드 화면이 생성된다. 이때 측정 구간은 전체 Q 역

에 대하여 최대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 측정 시간을 다르게 하여 측

정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율이 극히 낮은 높은 Q 역에서는 낮은 Q 역에서

보다 측정시간을 길게 하여 효율적인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모드에서

는 전체 측정 역을 통하여 분해능(ΔQ/Q)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나 높은 Q 

역에서는 이용 가능한 중성자속의 감소로 보다 장시간의 측정 시간이 필요하

게 된다. 

 

다. 슬릿 가변 스캔 모드 

   반사율 측정시에 슬릿을 가변하는 경우 ICP의 화면이 변경되어 2θ : θ 측정 

및 슬릿 가변 위치의 변경을 표시하는 슬릿가변 스캔 모드 화면이 생성된다. 이

때 측정 시료의 길이를 ICP 화면상의 해당 상자에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측

정 전 과정을 통하여 일정한 시료 조사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료 전단의 슬

릿 1, 2의 폭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그 폭이 조절된다. 또한 슬릿 인자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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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시료 조사빔의 분포가 슬릿 통과시 형성되는 사다리꼴 빔 분포의 그림자

부 까지 포함 가능하다. 즉 이러한 슬릿 인자의 가변성으로 시료 전단의 슬릿 1, 

2 및 시료위치 등의 변동에 의한 빔 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반사율상 측정시 측

정 구간은 슬릿고정 스캔 모드와 같이 전체 Q 역에 대하여 최대 5개의 구간으

로 나누어 각 구간별 측정 시간을 다르게 하여 측정 할 수 있다. 슬릿 가변 스캔 

모드에서는 전체 측정 역을 통하여 분해능(ΔQ/Q)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슬릿 가변 스캔 모드로 반사율상을 측정하는 경우 임계각 근처의 저각에서 

슬릿폭이 미소하므로 완전한 반사율상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임계각 

근처의 낮은 Q 역에서는 슬릿 고정 스캔 모드로 측정하고 그 이상의 역에서

는 슬릿 가변 스캔 모드로 측정하여 두 역에서 구한 데이터를 연결하여 이용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두 역에서 구한 데이터의 연결지점이 분해능 

및 그 측정값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라. 스텝 스캔 모드 

   스텝 스캔 모드는 이용자의 의사를 반 하여 추가한 것으로 각 측정 지점(Q)

에서 측정시간 및  측정간격을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 전체 반

사율상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 모드에서는 슬릿 스캔이 가

능하다. 슬릿 스캔은 시료를 장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출기를 0° 위치에 고정하

고 슬릿폭을 가변하면서 투과 중성자 빔의 분포를 측정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슬릿이 설치되었을 경우 슬릿 1, 2의 폭 증가에 따라 투과 중성자 빔의 분포는 

선형성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측정 결과를 슬릿의 정렬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림 4-38은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계통도로 장치 구성에 따른 

계측 및 구동 시스템의 전반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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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ICP

그림 4-38.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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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장치 정렬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정렬을 위한 핵심은 입사빔의 중심에 대하여 슬릿 

유니트를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에서 

수립한 장치 정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단색기 정렬 

가. 준비작업 

1) ST3 회전셔터 및 BGU 셔터를 모두 닫고  ST3 차폐체의 상부중앙 및 상부

중앙 보조차폐체를 인출한다. 

2) ST3 차폐체 내부, 특히 단색기 구동유니트 주변의 중성자 및 감마 선량을 측

정한다. 

3) REF 단색기 구동유니트의 모든 구동 코드를 분리한다. 이때 차폐체 내부에 

머무는 시간을 가능한 최소화 한다. 

4). 알루미늄 단색기 지지대에 PG(002) 단일 단색기를 부착하고 지지대 좌우 측

면에 조각 철자를 상하로 부착하고 단색기 표면과 일치하는 눈금을 찾아 표

식한다. 또한 좌우 지지대 측면에 단색기의 중심높이와 일치하는 중심선을 

표식한다.   

5) PG(002) 단색기를 부착한 단색기 지지대를 단색기 구동 유니트 상부의 

1-circle 고니오메터 상부에 고정하고 rough 하게 그 위치를 관찰한다. 

6)  ST3 차폐체의 직진빔 차폐플러그를 mobile elevator를 이용하여 인출한다. 

7)  ST3 차폐의 후단의 정  바닥공사 지역을 벗어난 지점의 SUS 중심봉 위치

에 측량기1을 설치하고 측량기의 중심점이 ST3 입사빔의 중심 위치에 오도

록 한다.  

8)  이때 측량기의 경통을 각각 180° 회전하여 측량기의 중심선이 ST3 원자로벽 

상단의 빔 중심선과 측량기 후단의 또 다른 SUS 중심봉의 중심선과 일치하

도록 함으로써 측량기의 중심점이 ST3 입사빔의 중심선상에 놓이도록 한다. 

9)  REF 43° 빔 채널의 빔 중심선상에 7)∼8)과 같은 과정으로 측량기 2를 설치

한다. 이때 측량기는 장치 후단 바닥의 알루미늄 원판에 표식된 중심점에 설

치하고 측량기 전후의 중심점은 전면의 알루미늄 원판에 표식된 중심점과 

후면의 SUS 중심봉을 이용한다. 

10) 이때 2θ arm은 + 방향으로 40° 이상 이동하고 시료대 상부의 시료지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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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한다. 또한 REF 43° 채널 내부의 콜리메터를 모두 인출하고 시료 전단

의 슬릿 1, 2의 폭을 30mm 이상으로 하여 측량기의 시야를 확보한다. 

11) 레벨기를 ST3 직진빔의 중심선상에 설치한 측량기의 주변에 설치하고 그 중

심선이 1,200mm 빔 중심 높이와 일치하도록 설치한다. 

나. 정렬작업 

1)  단색기 구동유니트의 1-circle 고니오메터를 앞뒤로 구동하여 레벨기의 빔 

중심선과 단색기 지지대 측면에 표식한 단색기의 중심높이와 가장 근접하는 

지점을 찾는다. 이때 차이가 나는 정도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2)  단색기 구동유니트의 X 이송대를 이동하여 측량기 1의 중심선과 단색기 지

지대 좌, 우 측면에 부착한 상하 조각 철자의 표식선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

는다. 

3)  2)에서 측량기1의 중심선과 단색기 지지대 좌, 우 측면의 상하 조각 철자의 

표식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단색기 구동유니트의 회전대를 ± 방향으로 미소

하게 회전하여 일치하는 지점을 찾고 동 지점에서의 회전대의 위치를 ST3 

직진빔에 대한  0점 각도로 설정한다. 이때 단색기 차폐체 내부 공간의 제한

으로 인하여 회전대와 내부 구조물이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단색기 구동유니트의 회전대를 + 방향(ST4 방향)으로 43° 회전한 후 측량기 

2의 중심선과 단색기 지지대 좌우 측면의 상하 조각 철자의 표식선과 일치

하는지 확인한다. 

5)  앞서의 측량기 2의 중심선과 단색기 지지대 좌우 측면의 상하 조각 철자의 

표식선이 일치하지 않으면 Y 이송대(직진빔 방향 설치)를 ± 방향으로 미소

하게 이동하여 일치하는 지점을 찾는다. 

6)  단색기 구동유니트의 회전대를 - 방향(ST3 방향)으로 43° 회전한 후 측량기

1의 중심선과 단색기 지지대 좌우 측면의 상하 조각 철자의 표식선이 일치

하는지 재확인 하고 최종적으로 회전대를 + 방향으로 21.5° 회전한다. 

7)  ST3 차폐체 내부의 단색기 구동유니트의 모든 구동 코드를 재결합하고 정상

적인 구동 여부를 확인한 후 mobile elevator를 이용하여 ST3 차폐체의 직진

빔 차폐플러그를 장전하고 ST3 상부중앙 차폐체 및 보조차폐체를 설치한다. 

8)  ST3 43° 빔채널에 콜리메터를 삽입하고 슬릿 1, 2의 폭을 0.1mm 정도로 좁

힌 후 2θ arm을 원래 위치로 이동한다. 

9)  앞서 정렬한 단색기는 실제 정렬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빔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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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ST3 회전 셔터와 BGU를 열고 단색기를 + 방향으로 1° 정도 이동한 후 동 

지점으로부터 - 1° 지점까지 미소하게 이동하면서 단색기의 회절 빔 분포를 

측정한다. 측정 가우스 분포를 정련하여 중심위치를 확인하고 동 위치로 회

전대를 이동한다.    

11) 단색기 구동유니트의 1-circle 고니오메터를 앞서의 정렬 위치를 기준으로 

±5° 정도 구간에 대하여 회절빔의 분포를 측정한다. 실제로 최대 빔 강도를 

보이는 지점의 K 벡터가 회절 평면상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D 

PSD 를 이용한 회절 빔의 상하 분포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BGU를 닫고 REF 시료대에 2-D PSD를 설치하고 앞서와 같이 단색기 구동

유니트의 1-circle 고니오메터를 + → -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회절빔의 분포

를 측정한다. 이때 시료 전단의 슬릿 1, 2의 폭은 모두 0,1 mm 정도로 하여

야 한다.     

13) 앞서 측정한 2-D PSD의 빔 분포를 확인하고 입사빔의 중심높이를 기준으로 

상하 대칭의 분포를 보이는 1-circle 고니오메터의 tilt 지점을 찾는다.   

2. 슬릿 1, 2 위치 정렬 

가. ST3 바닥홀의 REF 43° 연장선상에 표식되어 있는 장치 후단 지점에 측량기

를 설치하고 측량기의 중심점이 측량기 전후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즉, 측

량기가 REF 43°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하여야 한다.  

나. REF 43° 빔채널을 모두 인출하고 차폐체 내부의 슬릿 1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 한다.   

다. 슬릿 1의 차폐 블레이드의 폭을 0.5mm 정도로, 슬릿 2의 경우는 10∼20mm 

로 넓게 하여 측량기의 시야를 확보한다.  

라. 측량기의 중심지시선이 슬릿 1의 차폐 블레이드의 폭의 중심에 있는지를 관

찰한다. 차이가 나는 경우 유니트의 이송대를 좌 또는 우로 미소하게 구동하

여 그 위치를 rough 하게 고정한다. 

마. 측량기로 슬릿 1의 차폐 블레이드의 폭을 관찰하여 그 폭이 측량기 상부의 

중심지시선의 폭과 일치하도록 조절한다. 

바. 슬릿 2의 차폐블레이드 폭을 0.5mm 정도로 조절하고 라)∼마)의 과정을 반

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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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대 정렬

    시료대의 회전중심과 REF 43° 빔채널의 입사 빔 중심선을 일치하도록 하는 

것은 시료대 바닥에 부착한 에어패드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39∼40). 

가. 전체시료대 상부의 5204.2 고니오메터 X, Y 이송대 및 Rx, Ry 회전 크레이

들이 모두 원점에 오도록 위치를 조정한다. 

나. 5204.2 고니오메터 크레이들 상부에 추가로 부착한 두께 18mm의 알루미늄 

보조판 중앙의 홀에 중심 지시봉을 삽입하고 지시봉을 흔들었을 때 그 위치

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다. ST3 바닥홀의 REF 43° 연장선상에 측량기를 설치하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측량기의 중심점이 REF 43° 일직선상에 정확하게 놓일 

필요는 없다. 

라. 측량기의 수평각 고정나사를 풀고 회전 이동하여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중

심 지시봉의 상부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마. θ 시료대의 고정나사를 풀고 90° 씩 +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각 지점에서의 

측량 중심선과 중심 지시봉의 상부 중심점과의 차이를 관찰한다.    

바.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차이가 나는 양의 절반 정도 지점에 오도록 한다. 

사. 전체 시료대를 상승하여 앞서 이동한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중심 지시봉의 

상부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위치를 이동한 후 압축 공기의 인입 중지로 시료

대가 dance floor에 놓이도록 한다. 

아. 라)∼사) 과정을 반복하여 시료대를 90° 씩 + 방향으로 회전할 경우 각 지점

에서의 측량 중심선과 중심 지시봉의 상부 중심점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야 한다.   

자. 시료대를 90° 씩 -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측량 중심선과 중심 지시봉의 상부 

중심점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차. 시료대를 +, - 방향으로 360° 회전시에 측량 중심선과 중심 지시봉의 상부 

중심점이 일치하면 시료대의 회전중심 지점을 구한 것이다. 

카. θ 시료대의 고정나사를 다시 고정하며 이때 중심 지시봉의 위치 변동이 없

는지 확인한다.   

타. 측량기의 중심점이 REF 43° 연장선상에 오도록 장치 후단 지점에 재설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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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전체 시료대를 상승한 후 석정반 후단의 이송대 및 회전대를 이용하여 측량

기의 중심점이 고니오메터 크레이들 상부에 삽입되어 있는 중심지시봉의 상

부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하. 압축공기의 인입을 중지하여 전체 시료대를 석정반 위에 내려놓는다. 이때 

시료대의 위치 변동이 없는지 측량기로 확인 한다. 최종적으로 마) 에서 풀

었던 θ시료대의 고정나사를 다시 재 고정한다.  

   시료대의 2θ arm에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검출기 후단의 측량기로는 

검출기 및 검출기 전단의 슬릿 3, 4를 관찰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정렬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4. 검출기 위치 정렬 

가. 시료대의 2θ arm 을 + 방향으로 회전하여 REF 43° 중심선에 대하여 약 40°

의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측량기를  2θ arm과 반대 방향 즉, counter balance(CB) 방향에 설치한다. 

다.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앞서 정렬을 완료한 시료대 상부의 중심 지시시봉의 

상부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라. 슬릿 3, 4 의 블레이드 폭을 모두 10∼20mm 로 하여 측량기의 시야를 확보

한다. 

마. 검출기 차폐체 전면의 빔 입사부에 길이 150mm 철자를 부착하여 입사부 폭

의 중심이 철자의 특정 눈금과 일치하도록 한다,     

바.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앞서 설정한 철자의 특정 눈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 

사. 2θ arm을 + 또는 - 방향으로 서서히 단속적으로 회전하면서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과 앞서의 철자의 특정 눈금이 일치하는 위치를 rough 하게 확인한다. 

아. 2θ arm을 미세하게 회전하면서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과 앞서의 철자의 특정 

눈금이 일치하는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   

5. 슬릿 3, 4 위치 정렬 

가. 2θ arm  상부의 슬릿 3의 블레이드 폭을 약 0.5mm로 고정하고 슬릿 4의 블

레이드는 완전히 close 한다.  

나. 앞서 검출기 위치 정렬 과정에서 counter balance 방향에 설치한 측량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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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중심선이 슬릿 3의 블레이드의 폭의 중심에 있는지 확인한다.  

다. 슬릿 3 하단의 X 이송대의 놉을 미세 조정하여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블

레이드 폭과 일치하도록 한다. 이때 슬릿 3의 뒤편에 흰색 모조지를 놓을 경

우 측량기의 관찰이 보다 쉽게 된다. 

라. 슬릿 3의 블레이드의 폭을 10∼20mm 정도로 넓히고 슬릿 4의 블레이드 폭

을 약 0.5mm 정도로 조정한다. 이때 슬릿 4의 뒤편에 흰색 모조지를 놓을 

경우 측량기의 관찰이 보다 쉽게 된다.  

마. 슬릿 4 하단의 X 이송대의 놉을 미세 조정하여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블

레이드 폭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한다.  

바. 최종적으로 슬릿 3, 4의 블레이드 폭을 다시 10∼20mm 정도로 넓히고 측량

기의 중심선이 검출기의 빔 입사부의 폭의 중심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고

니오메터 크레이들 상부에 삽입한 중심지시봉의 상부 중심과도 일치하는지 

확인 한다.  

* 4∼5 과정에서 고니오메터 크레이들 상부에 삽입한 중심 지시봉은 모든 과정

이 끝날 때 까지 삽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슬릿폭 표준화 

   슬릿의 폭은 철자를 이용하여 1mm 에 대하여 가시적으로 표준화되어 이를 

기준으로 ICP에 의하여 그 폭이 조절될 수 있으나 실제 빔을 이용한 정확한 값

의 설정이 필요하다. 

가.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검출기를 0° 지점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검출기 전단의 슬릿 3는 6.0mm 로 넓게 개방하고 슬릿 4의 폭은 0.5mm 정

도로 개방한다.  

다. 시료대 전단의 슬릿 2의 폭을 0.1mm로 하고 슬릿1의 폭을 -2mm 로 한 후 

빔의 차폐 정도를 확인한다.   

라. 슬릿 1의 폭을 0.1mm 간격으로 서서히 개방하면서 투과 빔의 분포를 측정한

다(그림 4-41). 

마. 이러한 투과 빔의 분포로부터 빔의 강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원

점을 확인하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0.01mm 간격으로 미세하게 투과 빔의 분

포를 재측정 함으로써 슬릿 1의 폭의 개방 원점(0mm)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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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슬릿 1의 폭을 0.1mm 로 개방하고 슬릿 2의 폭을 -2mm 로 한 후 빔의 차

폐 정도를 확인한다. 이후 앞서의 라)∼마) 와 같은 과정을 거쳐 슬릿 2의 폭

의 개방 원점(0mm)을 결정한다. 

사. 시료대 전단의 슬릿 1, 2의 폭을 모두 앞서와 같은 과정으로 슬릿 3, 4의 개

방 원점(0mm)을 결정한다. 

그림 4-39. 중심 지시봉

   

 그림 4-40. 시료대 정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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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 슬릿폭 표준화를 위한 투과빔 분포 측정  

제 7 절. 시료환경장치 제작

   자성체, 고분자, 유전체 및 초전도체 박막 등의 온도 변화에 의한 거동 특성

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료환경장치의 개발 및 효율적인 운 이 필요하

다. 우선 650K 까지의 시료온도 상승이 가능한 고온 진공 챔버를 개발하 다(그

림 4-42). 이 챔버는 수소, 질소 등의 가스 분위기의 공급이 가능 하며 입사 및 

반사 지점에 두께 3mm의 quartz 창을 두어 시료의 정렬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

도록 하 다. 또한 수직시료 반사면 조건에서 일부 액체 흡착에 의한 고분자박막

의 거동 현상 연구가 가능한 Teflon-Solid-Liquid-Cell(TSLC)을 준비하 다(그

림 4-43∼44). 편극 중성자를 이용한 반사율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

대 0.7T 의 전자석을 개발하고 DC 전원공급기를 제작하 다(4-45∼47). 이러한 

전원공급기는 0∼30V, 0∼170A 의 출력으로 ±1% 이하의 출력 안전성을 가지며 

기 제작 완료한 전자석과 impedance matching 되도록 함으로서 정상적인 값의 

자기장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러한 전자석과 전원공급기의 제작은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이용한 자성 박막 등의 측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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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olarized Neutron Reflectometry( 

PNR)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편극기 및 해석기용 Fe/Si 초거울(m=3)을 준

비하 으며 스핀반전기 및 저온 시료환경장치를 개발 중에 있다. 

그림 4-42. 고온 진공 챔버

    

그림 4-43. Teflon-Solid-Liquid-Cell(TS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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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4. TSLC 개략도 (호주 ANSTO) 

   

  

그림 4-45.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용 전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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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6. 전자석 성능시험(1) 

       

그림 4-47. 전자석 성능시험(2) 



- 76 -

제 5 장.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빔 특성평가

제 1 절. 이용 가능한 중성자속 평가 

   원자로 출력 24MW에서 시료위치의 가능한 열중성자속 크기를 금선을 이용

한 방사화법으로 측정하 다. 우선 REF 43° 빔 채널에 콜리메터를 장전하지 않

은 상태에서 단색기-시료대 간격 3,000mm 지점의 열중성자속은 단색기로 

Si(111), PG(002)를 이용할 경우 각각 7.78□105n/cm2.sec, 6.64□10
6
n/cm

2
.sec 

이었다. 이때 슬릿 1, 2의 폭은 10mm 로 하 다. 또한 PG(002) 단색기를 설치한 

상태에서 빔 채널 콜리메터를 장전하고 슬릿1-슬릿2의 간격 2,400mm, 슬릿폭 

2mm인 조건에서 시료위치의 열중성자속은 4.28□10
6
n/cm

2
.sec으로 빔 배치에 따

른 계산값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 다. 

제 2 절. 장치 분해능평가 

   장치 분해능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단색기의 파장분산과 시료 전단의 슬

릿 1, 2의 개방폭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림 5-1과 5-2는 시료 전단의 슬릿 1, 2의 

폭을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넓혀가면서 측정한 투과 빔의 분포를 보인 것이다. 이

때 슬릿 3, 4의 폭은 6.0mm, 0.1mm로 하고 일정한 각도 역을 미세하게 검출

기를 회전하며 측정하 다. 측정한 투과 빔의 형상은 정확하게 가우스 분포를 보

이지는 않았으나 가우스 정련에 의한 fwhm 을 구하고 가시적으로 빔 분포의 바

닥폭을 결정하 다. 표 5-1은 이들 값들을 정리한 것으로 슬릿 폭의 증가에 따른 

빔 분포의 바닥폭은 Y(deg)=4.92□10
-3
 + 0.1172X(슬릿폭) 으로 선형 정련이 가

능하 다. 반면에 슬릿 폭의 증가에 따른 빔 분포의 fwhm 은 다차항의 정련이 

불가피 하 다. 실제적으로 장치의 분해능은  기하학적으로 투과 빔 분포의 바닥

폭과 연관이 있다. 슬릿 1, 2의 개방폭에 따른 기하학적인 배치를 고려하여 계산

한 빔 분산 정도와 앞서의 투과 빔 분포의 바닥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 다. 이

러한 현상은 슬릿 정렬의 부정확성, 입사 빔의 슬릿 측면 edge 투과 및 단색기의 

파장 분산 등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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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슬릿 1, 2의 폭 가변에 따른 투과 빔 분포 평가 

슬릿 1, 2 폭(mm)

2,500mm 간격

 계산값 

(슬릿배치)

fwhm(정련) 

(deg)

바닥폭

(deg)

0.05 0.0023 0.005 0.014

0.1 0.0046 0.007 0.018

0.2 0.0091 0.012 0.028

0.3 0.0137 0.018 0.038

0.4 0.0183 0.025 0.050

0.5 0.0229 0.032 0.062

0.6 0.0275 0.042 0.074

0.7 0.0320 0.058 0.086

0.8 0.0366 0.063 0.096

0.9 0.0412 0.103 0.112

1.0 0.0458 0.073 0.118

1.2 0.0550 0.131 0.144

1.4 0.0641 0.120 0.175

1.6 0.0733 0.126 0.195

1.8 0.0825 0.136 0.220

2.0 0.0916 0.185 0.245

2.2 0.1008 0.261 0.260

2.4 0.1100 0.269 0.280

2.6 0.1191 0.249 0.315

2.8 0.1283 0.246 0.335

3.0 0.1375 0.33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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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슬릿 1, 2의 폭 가변에 따른 투과 빔 분포(바닥폭) 

그림 5-2.  슬릿 1, 2의 폭 가변에 따른 투과 빔 분포(fw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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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중성자 반사율 및 바탕값 측정 절차 

제 1 절. 반사율 측정절차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박막의 두께가 nm 정도인 시료의 반사

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중성자 회절상을 측정하는 것

보다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한다. 각각 두께가 다른 d-PS, SiO2 등의 기준박막 시

료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이

용한 박막 시료의 반사율 측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확립하 다. 

1. 슬릿 스캔

   슬릿 스캔은 시료의 정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 검출기를 zero 

angle 위치에 두고 시료 전단의 두 슬릿 1, 2의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가면서 강

도 분포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모니터 검출기의 위치가 슬릿 2의 뒤에 

놓이면 임의의 슬릿폭 값에서 ID/IM 의 값이 일정해지게 된다. 이와 같은 ID/IM값

은 추후 시료의 반사율 측정시에 얻어지는 값과 비교하면 측정 Q 에서의 반사율 

값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검출기 자체만의 측정값을 보면 측정 전구간에 걸쳐 직

선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슬릿 1, 2 의 정렬 오차에 기인 할 수도 있으며 

특히 슬릿폭이 2mm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는 입사 중성자 빔의 증가로 측정시스

템의 불감시간에 의한 보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슬릿 스캔은 검출기의 

0° 위치에서 ICP의 스텝 스캔 모드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그림 6-1은 슬릿 

1, 2의 폭 가변에 따른 슬릿 스캔 결과로 최대 R 값이 대부분의 박막 시료의 임

계각 이하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빔 배치 및 정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Footprint scan

   Footprint 스캔은 시료의 반사율상 측정시에 시료 입사빔의 면적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입사 중성자 빔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footprint 스캔은 예를 들어 그림 6-2와 같은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슬릿 폭

을 0.1mm로 고정하 을 경우 임계각 이전의 측정 패턴에서 실제로 입사 중성자 

빔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0.05mm의 슬릿 폭에

서는 전 측정 구간을 거쳐 전반사를 측정할 수 있어 입사 빔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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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슬릿 1, 2 폭 가변에 의한 슬릿 스캔  

그림 6-2. Footprint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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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정렬

   일반적으로 REF를 이용한 측정 박막시료의 두께는 1∼100nm 정도이므로 정

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사율 측정시 정 한 시료정렬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zero angle 스캔 - X 스캔 - θ 스캔- tilt 스캔으로 이어지는 박막시료의 

정렬과정이 필수적이다(그림 6-3∼8).  

가. Zero angle 스캔

   Zero angle 스캔은 일반적으로 입사 빔에 대한 측정 검출기의 원점 위치를 

찾기 위한 것으로 시료 미장전 상태에서 시료 전단의 슬릿 1, 2의 폭을 일정한 

값(일반적으로 0.1mm 정도) 으로 고정하고 검출기를 일정 간격으로 스캔하여 가

우스 정련함으로써 중심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심 위치에서 원자로 출

력 30MW일 경우 약 300counts/sec 정도의 값을 보인다. 이와 같이 결정한 중심

위치로 검출기를 이동한다. 이때 검출기를 구동하는 모터의 backlash를 고려하여 

-0.1° 정도의 위치로 이동한 다음 앞서의 중심 즉, 0° 위치로 검출기를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 X 스캔

   X 스캔은 zero angle 지점에 검출기를 고정하고 측정 박막시료를 장전한 상

태에서 좌, 우 방향으로 스캔함으로써 입사 빔의 중심선에 대한 정확한 박막 위

치를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3∼4mm 의 넓은 구간을 스캔하여 감소하

는 패턴의 최고 및 최저값의 중간 위치를 rough 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통상적으

로 스캔 패턴의 최저값이 0 에 가까울수록 시료의 정렬이 용이하나 이를 위해서

는  θ 의 위치를 0.1° 이상 충분히 off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θ 스캔

   θ 스캔은 앞서 결정한 X 위치 즉, 전체 시료의 표면과 입사 빔의 폭의 중심

이 일치하는 지점인 zero angle을 찾는 것이다. 이 경우 스캔 패턴은 측정시료의 

간섭과 검출기 전단의 3번째 슬릿의 비교적 큰 개방폭에 의해 W 자의 형태를 

보이며 그 중심이 최종 결정 위치가 된다(그림 6-5). 이때 검출기는 0° 위치에 

두어야 한다. 

라.  X 및 θ 재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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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 angle 스캔 - X 스캔 - θ 스캔을 거쳐 결정한 각 위치에서 X 스캔은 

앞서 기술한 대로 그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검출기를  2θc 지

점에 두고 θ를 스캔하여 스캔 패턴의 중심위치를 결정한다. 이러한 중심 위치가 

θc 와 차이가 날 경우 ICP의 reset 기능을 이용하여 θc 값으로 변경한다. 이제 

검출기를 2θc, 시료 위치를 θc 지점에 두고 X 스캔을 수행함으로써 스캔 패턴을 

측정한다. 이와 같이 측정한 패턴을 가우스 정련하여 그 중심값을 시료위치로 결

정한다. 

마. Tilt(Phi) 스캔

   Tilt 스캔은 시료지지대에 부착한 박막 시료의 산란 벡터를 입사 빔 방향과 

90°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료 정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정

상적인 검출기, 시료 및 X 위치에서 Tilt  스캔의 측정 패턴은 일반적으로 넓은 

분포를 가지며 중심위치의 측정값은 시료 전단의 2개의 슬릿의 폭을 동일하게 

할 경우 zero angle 스캔의 피크 값과 유사하여야 한다. 

마. 반사빔 분포 스캔 

   앞서와 같은 과정으로 시료정렬이 완료되었을 경우 시료 표면의 거칠기의 조

건 등에 따라 반사 빔의 분포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이는 검출기 전면의 슬

릿 4의 폭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반사빔의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8은 이러한 반사빔의 분포를 보인 것으로 실제 반사율 측정시에는 

해당 Q 값에서 슬릿 4의 폭은 최소한 빔 분포가 포화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며 

너무 크게 슬릿 폭을 설정하는 경우 바탕값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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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Zero angle 스캔

그림 6-4. X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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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Theta 스캔 

그림 6-6. Theta 재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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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Tilt 스캔 

그림 6-8. 검출기 전면 슬릿 4의 폭가변에 따른 반사 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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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사율 측정  

   측정시료의 반사율 측정은 다음과 같이 ICP의 여러 모드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가. 슬릿 가변 측정 모드 

   슬릿가변 측정 모드에서는 시료의 크기에 따라 측정 전과정을 통하여 일정한 

footprint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기 시료의 크기를 설정하면 각 측정 위치에서 슬

릿 1, 2의 폭을 자동적으로 계산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측정을 5개 구간

까지 나누어 수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하여 측정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슬릿 고정 측정 모드 

   슬릿 고정 측정 모드에서는 슬릿 1, 2의 폭이 측정 전과정을 통하여 특정한 

값으로 고정되므로 전체 Q 역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동일한 분

해능 조건에서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 스텝 콘트롤 모드 

   이러한 모드의 반사율 측정에서는 앞서의 footprint 계산에 의한 다양한 측정

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즉, 2θ, θ 및 슬릿 1, 2, 3, 4를 모두 독립적으로 연동 할 

수 있으므로 실험자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슬릿의 경우 

슬릿 3는  일정한 값으로 고정하고 슬릿 1, 2는 동일한 값을 가지며, 검출기 전

단의 슬릿 4는 시료로부터 반사한 신호를 모두 받아들이며 장치 바탕값을 최소

로 할 수 있도록 구동하여야 한다. 또한 반사율 측정 후에 θ를 지속적으로 off 

되게 구동함으로써 측정 시료의 바탕값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드의 측정에서는 각 측정 지점마다 다른 측정시간 간격

을 부여할 수 있으며 측정간격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 2 절. 시료 바탕값 측정 절차 

1. ICP 스텝 콘트롤 모드 이용 

   장치 바탕값은 스텝 콘트롤 모드를 이용할 경우 시료의 정상적인 반사율 측

정 후에 θ를 지속적으로 off 되게 구동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즉, 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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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pecular 반사를 측정하여야 한다(그림 6-2). 이 경우 전체  Q 역을 8∼10 

정도의 구간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 데이터를 iteration하여 전체 분

포를 구함으로써 앞서 측정한 반사율상의 바탕값을 보정할 수 있다.  

2. ICP 슬릿 가변 또는 고정모드 이용 

   슬릿 가변 또는 슬릿 고정 측정 모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

을 통하여 바탕값을 보정할 수 있다(그림 6-9∼10). 

가. 반사율 측정이 종료된 상태에서 반사율상에 나타나는 임의의 간섭 fringe의 

피크 지점(가능한 낮은 Q 지점)에 2θ를 고정한다.  

나. θ를 회전하여 2θ/2 지점으로부터 ±0.3° 정도의 역을 측정하고 가우스 함수  

분포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그 분포를 정련한다.   

다. 앞서 측정한 가우스 함수 분포의 바닥 날개의 초기 지점이 가우스 분포의 중

심 위치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그 차이는 

0.1° 정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이제 θ를 0° 위치로 보내고 다시 +0.1° 지점으로 보낸 후에 동 지점을 0°로 

지정한다. 즉, θ를 정상 위치로부터 +0.1° off 한다. 

마. 2θ : θ 측정 조건을 가급적 반사율 측정시와 동일하게 하고 측정 간격을 넓

게 하여 약 10 point 정도 측정한다. 

바. θ의 0° 지점을 +0.1°로 지정하여 원래 위치를 갖도록 한다. 

사. 이제 θ를 -0.1° 지점으로 보낸 후에 동 지점을 0°로 지정한다. 즉, θ를 정상 

위치로부터 -0.1° off 한다. 

아. 마)와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하고 ±0.1°의 두 off 조건에서 측정 한 값들의 평

균을 구한 측정시료의 바탕값 분포를 구한다. 

자. 최종적으로 구한 바탕값 분포를 iteration 함으로써 측정 반사율상의 바탕값

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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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Off-Specular 측정 

 

   

그림 6-10. 박막시료의 바탕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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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중성자 반사율 데이터 해석  

제 1 절. Raw data 처리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ICP는 반사율 측정 종료 후 *.dat의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동 파일은 측정 raw 데이터 및 측정 조건에 대한 정보 및 

주검출기와 모니터 검출기의 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raw 데이터로부터 반

사율 값은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측정 박막시료의 반사상으로부터 실제 

반사율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2θ의  0° 위치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슬릿 1, 2의 

폭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측정하는 슬릿스캔으로 얻은 주검출기와 모니터 검출

기의 비 R1이 필요하다. 입사 중성자 빔의 중심에 대한 슬릿 1, 2 위치의 정렬 

작업의 한계로 인하여 R1은 낮은 Q 역에서 직선성을 보이다가 최고치 이후에

는 주검출기 입사 중성자 빔의 증가에 따른 검출기의 불감시간에 의하여 일정값

을 유지하지 못하고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그림 6-1). 따라서 최고치 이전의 Q 

역에서는 정련 또는 iteration 한 값들을 이용하고 최고치 이상의 Q 역에서

는 최고값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최고치 이전의 Q 역이 통상적인 

박막 시료의 임계각도와 비슷한 정도이면 전체적으로 앞서의 최고값만을 이용하

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박막 시료의 반사상에서 구한 주검출기와 모니터 검출기

의 측정값의 비 R2를 R1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반사율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슬

릿스캔에서 구한 R1과 실제 반사율 측정에서 얻은 R2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각

각의 비교 지점에서 슬릿 폭이 동일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2 절. 반사율 해석프로그램 

1. 프로그램 준비 

   반사율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석 프로그램이 있다. 미국 NIST의  

REFLRED를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 및 반사율 상의 해석과정에 대해서는 

“반사율 데이터 해석 가이드”에서 이미 기술한 바 있다[19]. 최근에는 독일 HMI

의 Parratt32 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반사율 데이터의 해석 과정의 

이해가 필요하다. 동프로그램은 독일 HMI의 V6 반사율 측정장치의 홈페이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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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mi.de/bensc/instrumentation/instrumente/v6/refl/parratt_en.htm“에

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특별한 조건은 없다(그림 7-1). 

2. 프로그램 실행 

   Paratt32 해석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 한 화면에 반사율상, SLD 및 입력 

모델을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주는 해석 tool이 생성된다. 반사율 해석을 위한 

입력 데이터의 형식은 *.dat 확장자로 Q, 반사율, 오차의 순서로 기술되어야 한

다. 이러한 형식의 데이터 입력 파일은 오리진 프로그램에서 export ASCII 기능

을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이때 seperator는 space 만을 선택함으로서 파일 

내의 각 값들이 , 이나 tab 등에 의하여 구별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프로그

램이 입력파일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유의 하여야 하며 입력 데이터는 바탕값을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 프로그램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데이터 정련시에 최

대 8개의 구간을 두어 각 구간별로 분해능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시료를 구성

하는 각 원소 및 화합물 등에 대한 SLD 등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으

며 직접 추가 입력도 가능하다. 한편 중성자 초거울 및 단색기 등과 같은 다층 

박막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며 그림 7-2는 예를 들어 Ni/Ti을 교대로 10층씩 적

층한 중성자 단색기의 측정 반사율상을 정련하기 위한 모델이다. No of layers는 

박막 시료의 상하부 층으로 공기 또는 기판 등을 뜻하며 두 번째 데이터 입력란

에 대응한다. 한편 stack 내의 No of layers는 다층막내에 반복적인 층을 쌓고 

있는 구성 박막 층의 종류, 예를 들어, 중성자 초거울의 경우 Ni, Ti 등을 의미하

며 No of repetion은 이들이 어느 정도 교대로 적층되었는지를 의미한다. 또한 

Fit it 항목에서 박막의 두께, 거칠기 SLD 등의 정련 변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해석 결과는 *.dat(반사율), *.pro(SLD 프로파일) 및 *.par(변수) 파일로 저장된다

(그림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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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HMI Parratt32 해석 프로그램 

그림 7-2. 다층막 정련 모델 보기 

      

그림 7-3. 정련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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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장치성능 평가   

   우선 장치 설치후 시료를 장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장치 바탕값을 평가하

다. 원자로 출력 30MW에서 측정 결과, 직진빔의 향이 거의 없는 Q=0.3Å
-1
의 

고각 역에서의 바탕값은 5.7n/min 정도로 원자로 내부의 장치 설치 위치를 고

려하면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정도임을 확인하 다(그림 8-1). 

   설치 완료한 하나로 반사율 측정장치로 다양한 박막 시료의 반사율을 측정하

고 그 구조를 평가함으로써 장치 성능을 평가하 다(표 8-1∼2). 박막의 두께가 

서로 다른 3개의 d-PS(광주과기원),  2개의 SiO2(한국표준연구원) 등의 기준 박

막을 준비한 후 이들에 대한 반사율상을 측정하고 해석하 다. d-PS 박막은 직

경 3“, 두께 5mm의 Si 웨이퍼 표면에 스핀 코팅하 으며 SiO2 박막은 직경 6”, 

두께 0.5mm인 Si 웨이퍼 표면에 코팅한 것이다. 그림 8-2∼3은 이들의 측정 및 

해석결과를 보인 것으로 원자로 출력은 30MW 이다. 전체 측정과정을 통하여 슬

릿을 가변함으로써 footprint 보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 으며 off-specular 측

정을 통하여 전체 구간에서 바탕값을 보정하 다. 이들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바

탕값 보정 및 반사율 결정 등을 포함한 데이터 전처리는 앞서 기술한 과정을 이

용하여 수행하 으며 데이터 해석은 HMI의 Parratt32를 이용하 다. 예를 들어 

d-PS #3 박막의 해석 결과 박막의 두께는 449Å 이고 그 표면의 거칠기는 7Å로 

평가 되었다(표 8-3). 또한 Si 웨이퍼 기판과 d-PS 박막 사이에 두께 22.3Å 의 

SiO2 산화 박막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한편 SiO2 #1 박막은 두께 515Å

로 평가되었으며 그 표면의 거칠기는 1Å 정도로 그 정도가 대단히 양호함을 보

여 주었다. 이와 같이 d-PS #1∼3 박막 및 SiO2 #1∼2 박막은 전체적으로 각각

의 박막 두께에 따른 해석 결과를 정상적으로 보여 주었다. 이들 측정 결과로부

터 장치의 최대 반사율은 ∼10
-6 

정도로 초기 설계값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하

다. 또한 측정 Q 역은 0.003∼0.3Å
-1
 으로 일반적인 반도체, 유전체, 고분자, 

자성체 등의 박막 시료의 측정 및 해석에 충분한 정도임을 확인하 다. 이와 같

이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는 동일한 원자로 설치 조건에서 현재 운 중

인 세계 각국의 장치에 비하여 그 성능이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이 성능을 확인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Ni과 Ti 을 교대로 적층한 Ni/Ti 다층막을 준비하고 반사율을 측

정, 해석하 다. Ni/Ti 다층막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float glass에 Ni 과 Ti을 

10층씩 교대로 sputtering 하여 적층한 것으로 중성자 단색기로 이용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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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있다. 그림 8-4는 이러한 Ni/Ti 다층막의 반사율 측정 및 해석 결과로 

Bragg 반사에 의한 n차 Bragg 피크를 볼 수 있다. 박막 층의 평균 두께는 각각 

109.7Å(Ni) 및 41.2Å(Ti) 이며 표면 거칠기는 각각 11.5Å(Ni), 8.2Å(Ti) 이었다. 

최근에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Ni 초거울 박막(m=2)의 반사율을 성공

적으로 측정하 으며 이는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가 향후 다양한 금속 

박막의 구조 특성 연구에 활용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그림8-5). 또한 

Teflon-Solid-Liquid -Cell을 이용한 고분자 박막의 측정을 시도하 다. 그림 8-6

은 생체 유사 buffer solution을 이용하여 d-PBS 내의 PSSA의 거동 특성을 측

정한 것이다. 이는 생체적 합성 고분자 박막을 건조 상태가 아닌 생체 유사환경

에서 측정함으로써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그림 8-7은 기 

개발한 고온 진공 챔버를 이용하여 P(dS-PrMA)+0.06%CNT 고분자 박막(서강

대)의 반사율을 측정한 것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상전이 거동 특성을 정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는 향후 금속, 유전체, 고분자 및 

자성재료 등의 다양한 박막 재료의 구조 특성의 연구가 충분히 가능한 특성을 

가지며 다양한 박막 시료의 특성 측정 및 해석을 통하여 실제 동 장치를 활용한 

연구가 가능함을 확인하 다. 그림 8-8은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이용

하여 연구가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박막재료를 보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내 관

련 산업과 관련한 연구 수준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1.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특성 

 Reflection Plane          

 Monochromator/Filter     

 Wavelength              

 Q range

 Min. reflectivity          

 Flux at sample           

 Detector 

 Dimension 

   Nose-Monochromator

   Monochromator - Sample 

   Sample-Detector   

   Slit1-Slit2      

Vertical 

PG(002), 0.4°/3.5° mosaic

2.45Å

0.003∼0.3Å
-1

∼10
-6

4.28□10
6 
n/cm

2
/sec at 24MW

He3 single 

5,400 mm

3,000 mm

1,000∼1,500 mm

2,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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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세계 각국의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성능 비교  

Instrument Q region
Min.

Reflectivity

Instrument

Resolution

Flux

(sample)
Pos. Type

GANS

MURR
0.002∼0.4Å

-1
10

-6
ΔQ/Q∼0.2 ? Rx V

X172

ANSTO
0.005∼0.4Å

-1
10

-5
Δλ/λ=0.02

2□10
4

at 4.2min
Rx H

REF-V*

(HANARO)
0.003∼0.4Å

-1
10

-6 ΔQ/Q∼0.07

L=6cm

6.6□10
6

at open
Rx V

ADAM

ILL
> 0.4Å-1 10-8 Δλ/λ=0.006

2.0□10
6

at open
CN V

NG1

NIST
> 0.4Å

-1
10

-8 ΔQ/Q=0.025

L=4cm 

1.3□10
4

at 2.2min
CN V

표 8-3. d-PS 박막의 구조 해석 결과 

d-PS 

thickness, rough. 

SiO2 

thickness, rough.
Bulk roughness

d-PS #1 222.5,  3.4 22.1,  6.6 8.0

d-PS #2 312.4,  6.1 19.2,  1.5 4.9

d-PS #3 449.0,  7.0 22.3,  4.7

그림 8-1. 장치 바탕값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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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d-PS 박막의 반사율 측정 및 해석 

그림 8-3. SiO2 박막의 반사율 측정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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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Ni/Ti 다층막(10 bilayer)의 반사율 측정 및 해석 

    

그림 8-5. Ni(m=2) 초거울의 중성자 반사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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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TSLC를 이용한 생체적 합성 고분자 박막의 반사율상 

   

 

   

그림 8-7. P(dS-PrMA)+0.06%CNT 박막의 중성자 반사율(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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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활용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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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결  론    

   최근에 국내의 학계나 산업계의 연구 동향을 고려할 때 중성자 reflect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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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30기 이상의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가 개발되어 가

동 중에 있으며 고분자 및 생체 재료의 구조적 특성 연구 및 자성 박막, 중성자 

거울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의 표면 구조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수직형 시료배치를 갖는 중성자 반사

율 측정장치를 개발 설치하고 그 성능을 평가하 다. 장치의 최대 반사율은 ∼

10
-6
, 측정 Q 역은 0.003∼0.3Å

-1
, 시료위치에서의 중성자속은 원자로 출력 

24MW에서 슬릿 1, 2 폭을 2mm로 하는 경우 4.28□10
6
n/cm

2
/sec 으로 일반적인 

반도체, 유전체, 고분자, 자성체 등의 박막 시료의 측정 및 해석에 충분한 정도임

을 확인하 다. 

   본 보고서에는 하나로에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를 개발 설치하는 과정과 동 

장치를 이용한 박막시료의 반사율 측정 및 해석 과정을 기술하 다. 즉,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기본 개념, 동 장치의 설치 준비 작업, 단색기 차폐체 제작, 

장치의 주요부품의 개발 및 설치 과정 등을 기술하 다. 또한 중성자 반사율 측

정을 위한 절차와 중성자 반사율 측정 데이터의 처리 절차 및 해석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 다.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박막시료의 반사율 측정 및 해석결과를 기

술하 다.  

   위와 같이 본보고서는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개발 및 이용 과정

의 전반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향후 장치의 효율적인 운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장치 개념과 동 장치

를 이용한 반사율 측정 및 해석 과정 등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보다 효율적인 장치 이용 및 관련 연구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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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개발 일정 

 업무내역 일 정 

 - 하나로이용 수요조사 

   중성자반사율측정 수요 (52/448)  

 - 기술현황분석보고서 출간  

 - 장치 개발 상세 계획 수립 및 개념설계  

 - ST3 차폐체 거푸집 제작업체 선정 

 - 현장 준비작업, ST3 바닥구조 보강공사 등  

 - ST3 차폐체 거푸집 제작/조립 및 수정작업 

 - ST3 차폐체 바닥 구조물 가설치 작업 

 - ST3 차폐체 거푸집 충진 작업 

 - ST3 바닥 에폭시 도포 공사 

 - ST3 차폐체 설치 작업

 - ST3 차폐체 성능시험 및 PG 단결정 시험 

 - 슬릿제작 및 구동시험, 단색기 및 시료대 설치 

 - 검출기 차폐체 제작 시험  

 - 구동, 계측시스템 및 ICP 개발  

 - 진공챔버개발, 장치 commisioning 작업

 - 슬릿 차폐부 수정 보완 작업 

 - 장치 외부 이용자 개방  

 - 편극중성자 reflectometry tool 개발 

  ‘98/5/7∼’98/5/14  

1999

2000

2000/11

2001/2

‘01/4∼‘01/6

‘01/6/18∼‘01/6/19

‘01/6∼‘01/8

2001/9

‘01/11∼‘02/2

‘02/03∼‘03/2

2003/8

2003/9

2004/6

2005

2005

2006/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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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개발 관련 참고 목록 

구  분 제  목 연도

기술현황
보고서 (1건)

중성자 Reflectometry 연구 동향 KAERI/AR-527/99 1999

기술보고서
(2건) 

반사율 데이터 해석 가이드 KAERI/TR-2822/2004 2004

하나로 ST3 차폐체 개발 KAERI/TR-2878/2004 2004

국내기고 
논문

(2건)

검출박법을 이용한 “하나로” ST3 
차폐체의 중성자 빔 특성 평가

새물리 46, 52  2003

하나로 수직형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한국진공학회지, 14, 3 2005

국내기고

기타  

  (3건)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물리학과 첨단기술
2002
1/2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V) 
개발 및 전망

하나로소식지
2005
11/3

나노박막의 표면구조 분석이 가능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개요 및 전망 
동위원소협회보 2006

국외기고 
논문

(1건)

A new thermal nuetron relectometer at 
HANARO

Physica B, accepted 2006

국내발표 

(6건) 

금줄방사화법을 이용한 하나로 ST3 
수평공의 열중성자속 크기 및 분포 평가 한국물리학회 2002

추계

"하나로"수직형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개발 한국물리학회

2004
춘계

수직형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개발 
현황 한국물리학회

2004
추계

하나로 수직형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V)를 이용한 박막의 

구조해석
한국물리학회 2005

춘계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V) 
개발 및 이용 현황 한국물리학회

2006
추계 

하나로 ST-3 차폐체 개발 한국기계기술학회 
2006
동계

국외발표 

(5건) 

하나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개발 The ni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XNS

2006
대만

HANARO Neutron Reflectometer 
(REF-V)

6th Korea-Japan 
Meeting on Neutron 

Science

2006
일본

A New HANARO Neuron Reflectometer, ICNS 2005
2005
호주

A new neutron reflectometer at 
HANARO, ROG2005 2005

스위스

Development of neutron Reflectometer at 
HANARO ACNS 2004

미국

국내발표 

기타

(2건) 

The development of neutron 
reflectometer at KAERI

제1차 X선 및 중성자 
반사율 웍샵 2004

Status of vertical neutron reflectometer
제2회 X선과 중성자 
산란이용 나노분석 

웍샵 
2005

언론홍보

방송보도(4개사)  
MBC, KBS, TJB

YTN
2006

5.25-26

신문보도(7개사)

서울, 대전, 충청,  
매일경제, 충청, 전자, 
동아, 디지털타임스, 
사이언스타임스,  등

2006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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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의 임계 산란 벡터 및 반사 각도 

Material          산란길이 도        Qc           θc/λo             

              (10
-6
A

-2
)          (A

-1
)         (degree)

Al 2.11      0.0103 0.0470

36Ar 5.308         0.0163 0.0745

Ar 0.407         0.0045 0.0206

Au 4.409         0.0149 0.0679

B 6.907         0.0186 0.0850

10B         -0.127           -   -

C(graphite) 7.53         0.0195 0.0887

C(diamond) 11.698         0.0242 0.1106

Cd 2.32         0.0108 0.0492

Co 2.26         0.0107 0.0486

Cu 6.51         0.0181 0.0825

Fe 8.013         0.0201 0.0915

Gd 1.989         0.0100 0.0456

Ni 9.39         0.0217 0.0991

58Ni 13.1         0.0257 0.1170

N2 3.252         0.0128 0.0583

Si 2.07         0.0102 0.0465

Ti -1.95           -   -

Pt 6.28         0.0178 0.0810

Zr 3.05         0.0124 0.0565

NiC 14         0.0265 0.1210

SrTiO3 3.53         0.0133 0.0607

TiMn -2.0            -   -

YBa2Cu7-x 4.55         0.0151 0.0690

SiO2 3.96         0.0141 0.0643

SiO2, cristobalite 3.661         0.0136 0.0619

SiO2, lechatelierite 3.454         0.0132 0.0601

SiO2, tridymite 3.565         0.0134 0.0610

SiO2, quartz 4.178         0.0145 0.0661

H2O -0.56           -   -

Ice 0.515         0.0051 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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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

       D2O 6.4         0.0179 0.0818

Heavy ice 5.83         0.0171 0.0781

PXE 1.56         0.0089 0.0404

TFE 2.27         0.0107 0.0487

PMMA 1.03         0.0072 0.0328

h-PMMA 1.06         0.0073 0.0333

d-PMMA 7.02         0.0188 0.0856

h-PVC 1.56         0.0089 0.0404

d-PVC 5.76         0.0170 0.0776

h-PBrS 1.76         0.0094 0.0429

d-PBrS 5.58         0.0167 0.0764

PVME 0.354         0.0042 0.0192

h-PS 1.43         0.0085 0.0387

d-PS 6.3         0.0178 0.0811

h-PDMS 0.064         0.0018 0.0082

d-PDMS 5.01         0.0159 0.0724

h-toulene 0.943         0.0069 0.0314

d-toulene 5.72         0.0170 0.0773

d-PS/PVME

 blend 5/95 0.65         0.0057 0.0261

 (Wt.%)7/93 0.77         0.0062 0.0284

20/80 1.54         0.0088 0.0401

30/70 2.13         0.0103 0.0472

40/60 2.73         0.0117 0.0534

70/30 4.52         0.0151 0.0687

Null reflecting water 0.046         0.0015 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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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현황 

Facility Country Instrument Sample 
orientation

ANSTO Australia Platypus Reflectometer Horizontal
BENSC Germany V6 Reflectometer Horizontal
BENSC Germany V14 Reflectometer Vertical

BRR, KFKI Hungary REF Vertical
Chalk River Canada C5 Vertical
Chalk River Canada D3 (under construction) Vertical
Demokritos Greece TOF (under construction) Horizontal
Dhruva India PNREF Vertical
ETTR-2 Egypt Reflectometer (NG1A) (Project) Horizontal

FRM2 Munich Germany MatSci-R (Project) Horizontal
FRM2 Munich Germany REFSANS (Project) Horizontal
FZ Juelich Germany HADAS Vertical
GKSS Germany TOREMA Vertical
ILL France ADAM Vertical
ILL France D16 Vertical
ILL France D17 Vertical
ILL France HORIZON (Project) Horizontal
IPNS U.S.A. POSY I Vertical
IPNS U.S.A. POSY II Vertical

IRI Delft Netherlands ROG Horizontal
ISIS U.K. CRISP Horizontal
ISIS U.K. SURF Horizontal
ISIS U.K. INTER Horizontal
ISIS U.K. offSPEC Horizontal
ISIS U.K. polREF Horizontal
JAERI Japan MINE Vertical

JINREF, Dubna Russia REFLEX-P REFLEX-N  
JINREF, Dubna Russia SPN Vertical
KEK, KENS Japan ARISA Horizontal
KEK, KENS Japan Pore Vertical
LANSCE U.S.A. SPEAR Horizontal

LLB France EROS Horizontal
LLB France PRISM Vertical

MIT Reactor U.S.A. 4DH4 Reflectometer  
MURR U.S.A. Reflectometer  
NIST U.S.A. AND/R Vertical
NIST U.S.A. NG1 Reflectometer Horizontal
NIST U.S.A. NG7 Reflectometer Horizontal

ORNL - HFIR U.S.A. HB3A/Mirror Reflectometer Vertical
ORNL-SNS U.S.A. Liquids reflectometer(project) Horizontal
ORNL-SNS U.S.A. Magnetism Reflectometer(project) Vertical
PIK, PNPI Russia REVERAN (Project) Horizontal
RINSC U.S.A. Reflectometer Variable

SINQ, PSI Switzerland AMOR Horizontal
SINQ, PSI Switzerland TOPSI Vertical

Studsvik, NFL Sweden Reflectometer (Project)  

* 출처 : http://neutronreflectivity.neutron-eu.net/main/Reflecto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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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사율 Simulation 프로그램 모음

• AFIT : written by Paul Thirtle (3.1) is available from Oxford. 

• CALVIR (FW-N) : For non polarised TOF measurements (EROS 

Laboratoire Léon Brillouin) 

• IMD : an IDL package by David L Windt for optical reflectivity 

calculations 

• IsGISAXS : A program for analyzing Grazing Incidence Small Angle 

X-ray Scattering on nanostructures 

• MOTOFIT : Co-refinement of Neutron and X-ray reflectivity data. 

• PARRAT32 (FW-NX) : 

• ReflecMCA : Mathematica program for simulation of reflection from 

magnetic layers 

• SURFace : A Package for Analysis of Reflectivity Data J. R. P. Webster 

and S. Langridge, RAL 

• SIMULREFLEC (FWS-NX) : 

• WINFIT - SUPERFIT : Software for X-Ray Reflectivity, Polarized 

Neutron Reflectivity and Off-specular Polarized Neutron Scattering, A. 

Rühm, J. Major, B. Toperverg, MPI f. Metallforschung, Stuttgart, 

Germany 

• Description by Jeff Penfold of Programs at ISIS 

• Neutron Reflection Analysis Programs Used at the ILL 

• NIST reflectivity analysis packages 

• GUIDE/WALL : programs to calculate transport in neutron guides and 

reflectivity of interfaces. These are written by H. M. Shimizu (RIKEN) 

and Y. Suda (Hokkaido University).

• XOP-NOP (X-ray Oriented Programs) is a widget-based driver program 

that is used as a common front-end interface for computer codes of 

interest to the synchrotron radiation and neutron optics community. o 

http://www.esrf.fr/computing/scientific/xop/ 

• A general link to neutron scattering software : 

http://www.neutron.anl.gov/software.html 

• The ENSA software database : ENSASoft 

FWS (FreeWare with Source); FW (FreeWare); SW (ShareWare); C 

(Commercial); N (Neutron); X (Xrays) 

* 출처 : http://neutronreflectivity.neutron-eu.net/main/Simulation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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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사율 Lectutre 모음
• Neutron Reflectivity Principles - Description of basic theory from LLB 

• Neutron Reflection from Hydrogen/Deuterium containing materials by J.    

   Penfold, J. R. P. Webster and D. G. Bucknall 

• An introduction to polarized Neutron Reflectivity by F. Ott. 

• Neutron reflectivity by C. Fermon et al. 

• Surface Reflection by R. Pynn 

• Reflectometry at NIST 

• X-ray and Neutron Reflectivity for Polymer Science by K. Shin. 

• Magnetic thin films and superlattices by H. Zabel. 

• Parrat formalism reminder by A. Nelson. 

* 출처 : http://neutronreflectivity.neutron-eu.net/main/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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