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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40M SANS 장치 요소기술 개발 및 이용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는 1995년에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간 고분해능 분말회
절장치, 4축 단결정 회절장치, 잔류 응력 측정장치 등 열중성자를 이용한 중성자산
란장치를 개발하여 산학연 연구진들에 의해 활발히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장치개발과 이용연구는 그간 거의 전무했던 국내 중성자 빔 이용연구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최근 들어 나노영역의 구조와 동력학을
측정할 수 있는 냉중성자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2년 냉중성자 연
구시설에 대한 이용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냉중성자 연
구시설에 대한 국내 수요가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나노구
조측정에 매우 유용한 소각중성자 산란장치(Small-Nagle Neutron Scattering,
SANS), 반사율측정장치(Neutron Reflectometer)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저
에너지 동력학 측정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냉중성자 삼축 중성자분광장치
(Cold

Triple-Axis

Spectrometer),

비행시간

분광장치(Time

of

Flight

Spectrometer)에 대한 수요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3
년 초에 수행된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 구축기획’을 바탕으로 2003년 7월에 ‘하
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시작되었다. 특히 SANS 장치는 고분자, 자성
재료, 콜로이드 시스템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는 매우 범용적인 장비로서
하나로 냉중성자 산란 장치 구축 사업이 시작될 때 가장 우선적인 장치로 선정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소각 중성자 산란 장치를 개발 및 그 이용기술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초기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신규 SANS 장치에 대한 장치개발팀 구성, 장치개
발 자문그룹 구성, 장치의 기본 개념 및 주요 설계 인자 도출, 기초적인 장치 전산
모사 등을 수행하였다. 실제 장치의 설치 단계에서는 국외 전문 그룹의 컨설팅 및
KAERI 연구 그룹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SANS 장치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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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 또한 SANS 이용 확대를 위해 전문 강좌 및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하나로 40m SANS 장치의 기본 개념 설계를 위해 국내외 자문 그룹의 자문 및
전산 모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냉중성자 실험동내의 SANS 장치의 위치를
확정하였으며, 원자로에서 냉중성자 실험동까지의 중성자 유도관의 길이 및 곡률을
확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성자 속도 선별기, 콜리메이터 박스, 시료대, 검출기, 검
출기 탱크에 대한 기본 개념 설계 및 상쇄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냉중성
자 실험동에 설치된 40m SANS 장치는 시료 전후 비행거리가 각각 20 m, 넓은 Q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검출기의 크기를 1m × 1m로 빔 수직 방향으로 50 cm 옵셋
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다양한 시료

변의

환경 장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시료대 주

공간을 확보하였다. 40m SANS 장치의 시료에서의 중성자 속은 2.9×107

달 가능한 Q 영역은 0.001 Å ∼ 1.0 Å 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NIST SANS장치와 비교할 때 중성자 속은 약 2배, Q 영역은 비슷한 수준
2

-1

n/cm sec 이며, 도

-1

이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려운 물질내부의 심층 나노구조(bulk
nano-structure)측정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전 세계적으로 앞서 제시한 연구분야의
필수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연구가 연성나노물질 (고분자물질, 계면활
성물질, 생체물질 등), 자성나노물질, 금속 및 세라믹 나노물질 등 나노소재 분야에
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첨단 나노측정 연구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하나로 40m SANS 장치의 성공적인 개발은 국가 중
점연구분야에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SANS 장치는 타 측정기술이 제공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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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40m SANS Instrument and Its Utilization Techniqu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HANARO research reactor had started to be operated, many
researchers had actively developed and used the thermal neutron scattering
instruments such as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 4 Circle Single
Crystal Diffractometer, and Residual Stress Instrument in HANARO. These
activities have greatly contributed in the study of the neutron beam utilization
in korea. Recently since the request of the cold neutron beam which allows to
characterize the structure and dynamics in nanoscale was considerably
increased, a feasibility study for the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was
Since 1995 that

performed in 2002, resulting that a lot of requests from various research fields
are received. In particular, the SANS and REF instruments

b

which are useful for

characterizing the nanostructure, received the highest num er of requests from a

broad

spectrum

of

scientists

and

engineers.

The

Cold

TAS

and

ToF

which provide the unique capability in the characterization of the
dynamics in low energy, also received a lot of requests. The HANARO cold
neutron research project was formulated through a feasibility study in 2002 and
a project planning in early 2003. Accordingly, during the project planning period,
a state of the art SANS instrument was selected as a top-priority instrument
by an instrument selection committee which consisted of domestic users and
HANARO personnel.
spectrometer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y

In earl

j

y

stage of the pro ect, the international advisor

instrument development team for ne

w

committee and the

40m SANS instrument

were

organized

and the Monte Carlo simulation for the guide and the SANS instrument

III

were

j

performed. In the installation stage of the pro ect, the 40m SANS instrument

was

based on a consultation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and in harmony with KAERI research group. Furthermore, we had the special
school and workshop which are focused in the neutron scattering to expand the
completed

SANS user group.

Ⅳ. Result of Project

was completed
instrument was also

The optimum design of the guide for the 40M SANS instrument

and the optimum
completed

based

basic

on the

y

international advisor

design of the 40M the SANS

Vitess

simulation results and the consultation of the

committee.

Base

on the

basic

design, the length and

b

y
velocity

curvature of the guide and the location of SANS in the cold neutron la orator

were

determined. Furthermore, the detailed design for the neutron

box, sample stage, detector, and detector tank was performed.
of the instrument covers from 0.001 to 1.0 Å
which is

selector, collimator
The Q range

-1

b with NIST SANS instrument and the maximum flux at a sample
position reach about 2.9x10 n/cm sec which is 2 times larger than NIST SANS
compara le

7

2

instrument.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y powerful tool

The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instrument is a ver

– 100’s nm) bulk structures in a broad spectrum of
materials including polymers, complex fluids, bio-materials, ceramics, metals, flux
line lattice in superconductors and magnetic materials. In the major neutron
research facilities in the world, SANS has been the most popular instrument
among the cold neutron instruments. Once a state of the art SANS instrument
with a cold neutron source and better neutron optics is built, the capability of
SANS at HANARO will be increased more than 100 times when compared with
the current one and it will be an essential tool in various branches of science
to investigate nano-scale (1

and engineering in Korea, providing a non-destructive nano-scale measurement

y considering the current great surge of research in
nano-materials and bio-materials, the impacts of the new SANS is expected to
be great and its importance can not be overemphasized.
technique. Especi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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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배경

1. 연구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는 1995년에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간 고분해능 분말회
절장치, 4축 단결정 회절장치, 잔류 응력 측정장치 등 열중성자를 이용한 중성자산
란장치를 개발하여 산학연 연구진들에 의해 활발히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장치개발과 이용연구는 그간 거의 전무했던 국내 중성자 빔 이용연구를 활성화하
고 이용자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최근들어 나노영역의 구조와 동력학
을 측정할 수 있는 냉중성자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2년 냉중성자
연구시설에 대한 이용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냉중성자
연구시설에 대한 국내 수요가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나노
구조측정에 매우 유용한 소각중성자 산란장치(Small-Nagle Neutron Scattering,
SANS), 반사율측정장치(Neutron Reflectometer)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으며, 저
에너지 동력학 측정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냉중성자 삼축 중성자분광장치
(Cold

Triple-Axis

Spectrometer),

비행시간

분광장치(Time

of

Flight

Spectrometer)에 대한 수요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타당성 조사에 이어 2003
년 초에 수행된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 구축기획’을 바탕으로 2003년 7월에 ‘하
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 구축사업’이 시작되었다.
40 m SANS 장치는 기획과정에서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의 최우선 신규장치
로 선정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40 m

SANS 장치에 대한 장치개발팀 구성, 장

치개발 자문그룹 구성, 장치의 기본 개념 및 주요 설계 인자 도출, 기초적인 장치

런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장치의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 설계를 통해 40m SANS 장치를 완성하였다.
전산모사 등을 수행하였다. 이

2. SANS 장치의 기본개념과 이용연구 분야

∼ 1000 nm 영역의 물질 내부구조(Bulk structure)를 측정
하는 장비이다. SANS는 입사 중성자 빔이 물질을 투과하면서 변화되는 운동량
Q = ( k i - k f )을 측정하는 탄성 중성자 산란장치의 한 종류로서 작은 운동량 변
화 (Q = 0.001 nm - 6 nm )의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서 각 운동량 변화에
따른 산란된 중성자의 Intensity 분포 I(Q)는 물질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SANS 장치는 1 nm

-1

-1

- 1 -

= 입사 중성자의 운동량, k f (= 2λπ n f ) = 산란된 중성
자의 운동량, λ = 중성자 파장, n i=입사 중성자의 진행방향, n f = 산란된 중성자
4π sin ( θ/2)≈ 2π θ로 주어지며( θ=중
의 방향을 나타낸다. Q = | Q | = | k i - k f | = (
λ )
λ

여기서,

ki

=

2π n
λ

(

성자의 산란각도),

i )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의 크기는

d = 2Qπ ≈

λ
에 의해 결정 된다.
θ

물질구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긴 파장( λ = 0.5 nm - 2 nm)을
갖는 냉중성자와 작은 산란각도( 0.1 ∘ < θ < 10 ∘)를 측정할 수 있은 먼 Detector 위
치가 필요하다. SANS 장치의 개념도와 NIST 30m SANS는 그림 1과 같다.
따라서, 나노크기의

림 1. SANS 장치의 개념도와 NIST 30m SANS 장치

그

포

포 표

SANS 장치의 주요 연구 영역과 이용분 , 국내수요분 , 대 적인 이용

음 같다 (그림 2, 3).

다 과

- 2 -

예제는

주요연구영역

물질의 나노구조 및 상전이 현상 연구
- 계면활성분자의 나노구조 측정 및 상전이 현상 연구
- 단백질 집합체 (Protein Complex) 등 생체물질의 구조 연구
- 금속 및 세라믹의 나노구조 연구
- 자성물질의 나노구조 연구
- 초전도체의 자속격자 연구
- 고분자

Magnetism &
Superconductivity
6%

Matls. Sci.
15 %
Structural
Biology
20 %

Polymer
Science
20 %

Complex Fluids
and Gels
39 %

NIST CHRNS SANS
Beam Time Distribution, 2001-2002

림 2. 분야별 이용분포 (NIST 자료)와 국내 SANS 이용수요 분포

그

- 3 -

림 3. 대표적인 연구 예제.

그

려운 물질내부의 심층

b k
nano-structure)측정을 제공하는 장치로서 전 세계적으로 상기한 연구분야의 필수
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연구가 연성나노물질 (고분자물질, 계면활성물
질, 생체물질 등), 자성나노물질, 금속 및 세라믹 나노물질 등 나노소재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첨단 나노측정 연구시설이 매우 부족
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SANS 장치의 성공적인 개발은 국가 중점연구분야의 발전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ANS 장치는 타 측정기술이 제공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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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구조( ul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국내 기술개발

현황

W,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는 열출력 30M
14

2

열 중성자속 5.4 x

10 n/cm /sec를 가지는 세계적인 연구용 원자로중 하나이며, 냉중성자 산란 장치

8m SANS 장치가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원자로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Bulk 나노구조 측정을 위한 범용 장비임에도 불구
하고, 냉중성자원의 부재로 인한 낮은 중성자 속과 상대적으로 제한된 Q 영역으로
인해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활발하게 이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냉중성자원
의 확보와 성능이 좋은 SANS 장치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꼭 필
요한 요소로 생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성자 산란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몇몇 전문가 집단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내 연구자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좀 더 많은 중성자 산
란 이용 연구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축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현황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중성자 산란 이용연구는 물리 화학 금속 세라믹스 고분
자 등의 전통적인 이용을 넘어 계면과 다층구조 고분자 생체거대분자 단백질 등
의 구조와 운동 측정 및 분석이 이루어지는 등 바이오 연구가 발전하고 있으며 신
개념의 장치 기술과 이론의 발전 분석 소프트웨어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그 이용
범위와 깊이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급증하는 중성
자 이용시간 요구와 새로운 연구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
는 새로운
장치를 건설 중에 있으며
에서도 최근에 와
장치를
구축하여 나노 및 바이오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도 년에
장치를 구축하여 현재 외부에 개방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이나 호주보다 앞
서 중성자 산란 시설과 냉중성자원을 설치하여 중성자 산란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영역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국 호주 프랑스등 선진국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하나로에 개발한
장치에도 영역 확
장을 위한 연구 개발을 준비중에 있다
2. 국외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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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

Q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장치개념 및 기본 설계
가. 장치개념

운동

량 변화량(momentum transfer,   
 , 여기서  는 산란각도,  는 중성자 파

장)이 0.01 nm ~ 5 nm 에 해당하는 1 nm ~ 100`s nm 크기의 내부 벌크 구조를
측정한다. 따라서 SANS 장치가 소각 영역의 작은 운동량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해
서는 일반적으로 5 ~ 20 Å의 장파장을 갖는 냉중성자를 이용해야 하며, 소각 산란
된 중성자 빔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핀홀 타입의 SANS 장치는 소각
산란된 중성자 빔을 측정하기 위해서 매우 긴 시료 전/후의 비행구간과 2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치의 전체 길이가 매우 길다. 그림 4은 일
반적인 SANS 장치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SANS 장치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
(Neutron Velocity Selector)에 의해서 중성자 빔이 단색화 되고, 두 개의 핀홀에 의
해서 시료와 수직하게 이송되어 시료에서 산란되어 진공 챔버 안의 2차원 위치 민
감형 검출기에서 검출되어 산란된 패턴을 얻게 된다. SANS 장치에서 사용되는 중
성자 빔의 파장과 파장의 분해능은 속도 선별기의 회전 속도 및 빔과의 기울기에
의해 각각 조정될 수 있다. 중성자 빔의 콜리메이션은 빔방향에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중성자 가이드와 Source Aperture에 의해 조절된다. 2차원 위치 민감형 검
출기는 빔 방향의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Q 범위를 측정할 수 있
소각 중성자 산란 장치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는 중성자

-1

-1

다.

림 4. 하나로 40M SANS 장치와 주요 구성 요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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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 설계
하나로 냉중성자 실험도에 개발된 40m SANS 장치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미국 NIST의 NG3, NG7 30m SANS와 프랑스 ILL의 D22 40m SANS 장치를 참고
로 하여 설계되었다. 최근에는 미국 ORNL의 30m, 40m SANS장치와 호주의 40m
SANS 장치가 NIST와 ILL의 SANS 장치와 비슷한 성능을 갖게 설계되었기 때문
에, 하나로 40m SANS 장치 설계에 이 장치들도 참고로 하였다. 따라서 하나로
40m SANS 장치의 기본 설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l 현재 세계 최고의 SANS 장치 (NIST NG3 & NG7, ILL D22)보다 넓은 혹은 비
슷한 측정가능 Q 범위를 가져야 한다.
l 현재 세계 최고의 SANS 장치 (NIST NG3 & NG7)보다 높은 혹은 비슷한 샘플
에서 중성자속을 가져야 한다.
l 40m SANS 장치는 제어 및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자동이 가능하며 이용자 친
화적이게 만들어져야 한다.
l 샘플 테이블은 다른 여러 가지 시료환경장치를 적용하기 쉽게 충분한 공간을 가
지게 설계되어야 하며, 중성자 빔의 경로가 공기에 노출되는 것은 최소화 한다.
l 새로운 장치 옵션을 추가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 국내외 자문그룹

목표를 가지고 하나로의 40m SANS 장치는
기본 개념 설계되었다 (그림 5). 기본 설계 목표를 이용하여 장치의 개념 설계 및
기본 설계를 위하여 국내외의 SANS 장치 자문 그룹을 구성하였다 (표1, 2). 국내외
위에서 제시한 5 가지의 기본설계

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하나로 40m SANS 장치의 기본 설

록 및 교신 메일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또

계에 반영하였다 (자문회의 의 회의

한 장치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서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자세한 전산모사 및 기본
설계에 대한 내용은

Basic Design Report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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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5. 40m SANS 장치 기본 설계 개념도.

그

Name

Institute

J Glinka

Charles .

Paul D. Butler
y
Albrecht Wiedenmann
Ronald Ma

Elliot

Gilbert

표 1 국제 자문 그룹
Name
Mahn

Won Kim

Comment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

y (US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y (USA)
Institute Laue-Langevin (France)
Hahn Meitner Institute (Germany)
Technolog

Australian
Technolog

y

Nuclear

(Australia)

Science

to

y

develop

SANS at
To

staff scientist

be confirmed

Organization

Comments
Korea Advanced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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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40m

ORNL

and

Institute

Physics,

Formerl

of Science and Technolog

Hong-Doo Kim
Kookheon Char
Baekseok Seong
표 2 국내 자문 그룹
라. 장치 개발

y y H

y

y

Chemistr , K ung ee Universit
Chemical

Engineering,

Seoul

y

National Universit
ANAR , Korea Atomic Energ

H

O

Research Institute

y

추진 전략

본 과제는 KAIST 연구진-하나로 연구진-국내관련전문가-해외 중성자연구시설

종합적으로 연결,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
다 (그림 6).
연구진을

하나로
하나로센터
센터

KAIST
KAIST

40m SANS
장치개발팀
국외자문

국내자문

(NIST/ILL/ANSTO/HMI)

Top level 설계인자 설정
40m SANS 전산모사
이용자 발굴 및
전문이용기술 개발

개념설계
- 주요설계 인자 확정
- 개념설계도 작성

SANS 전문 이용기술
확산 방안 제시

기본설계
- 기본 설계인자 설정
- 기본설계도 작성

- 상세설계 요건 구축
- Budget Update
- 구매/개발 Schedule Update

림 6. 장치 개발 추진 체계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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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 m SANS 장치 사양
가. 측정 가능한 Q 범위

음과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계산하

40m SANS 장치의 측정 가능한 Q 범위는 다
였다.
- 시료 전후의 비행거리거리가 각각 20m

든 configuration은 L1과 L2가 동일

- 모

L =L2= 20m 일

- source aperture (A1)는 5 cm, sample aperture (A2)는 1.25cm ( 1

=

때는 A1 3cm)
- 검출기 크기는 1m x 1m

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에서의 중성자 빔의 크기, 검출기의 분해능,
L2에 의해 쉽게 계산된다. 검출기에서의 빔의 크기(B)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최소 Q는 2

B=

L2
( A1 + A2) + A2
L1

음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최소 각도  m in 는 다 과

æ B/2+d ö
÷
è L2 ø

q min = tan -1 ç
이때 최소 Q

값은
Qmin =

æq ö
sin ç min ÷
l
è 2 ø

4p

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값은 검출기가 빔 방향에 수직으로 25 cm 이동하였을 때 최대 측정 가능
한 각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7). 여러 경우의 configuration에 대해서 계산
된 Q 범위는 그림 8에 표시하였다. 따라서 40m SANS 장치가 측정할 수 있는 Q
범위는 두 개의 configuration을 이용하면 0.001 Å ~ 1.0 Å 이다.
최대 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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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림 7. 최소 및 최대 산란 각도.

림 8. 측정 가능한 Q 범위.

그

나. 주요 장치사양
냉중성자 실험동의 40m SANS 장치의 빔라인은

종

GB

최 적으로 C 2

라인으로 결정되었으며,

많은

쳐

전산모사와 토의를 거

표 3에 제시된 사양으로 SANS 장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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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0m SANS 장치 주요 사양.
Parameter

Total Instrument Length (m)
Detector Dimensions (cm2)
2
Detector Resolution (cm )
Detector supplier
Velocity selector supplier
Max. Velocity Selector Transmission (%)
Wavelength range (Å)
Wavelength spread (FWHM, %)
Removable guide cross section (cm x cm)
Guide coating
Source to sample distance (m)
Sample to detector distance (m)
Max. detector offset (cm)
Sample diameter (mm)
-1
Q-range (Å )
(with lenses)
Neutron polarizer
Refractive Focusing Optics

Value

40
100 x 100
0.5 x 0.5
Ordela
ASTRIUM
90
4
20
10
20 (or wider)
5 x 5 (CG1B)
Ni/Ni-58/Supermirror m=2
1 - 20
1
20 continuously
50
5
25
0.0015
1.0 (>0.0008)
YES (설치 예정)
YES (설치 예정)

–

–

–

–

–

합 구동 프로그램 및 데이터 획득/처리 프로그램

3. 장치 통

합 구동 프로그램

가. 장치 통

움직일 수 있는 모터 Controller가 3개 있으
며, 각 Controller 마다 8개의 모터의 구동을 제어한다. 이런 모터 Controller를 통합
적으로 제어하여 연속적인 SANS 실험을 위해 장치 통합 구동 프로그램
(Instrument Control Program, ICP)을 개발하였다. 장치 통합 구동 프로그램은 24개
의 모터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측정의 시작 및 종료, 측정된 데이터와 장치의 상태
를 통합하여 새로운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시료 환경 장치의
변화에 따른 연속 측정을 위해 모터 외 시료환경장치 (온도, 자기장)를 제어하는 기
능을 가지고 있다.(그림 9).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모터 구동 및 측정을 위한
Manual Mode를 지원한다. 장치 통합 구동 프로그램은 처음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엑셀 기반의 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40m SANS 장치에는 24개의 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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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9. 장치 통합 구동 프로그램.

그

득 프로그램

나. 데이터 획

득 프로그램은 검출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2차원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프로그램인 AIM Server 검출기 제어 프로그램
(Ordela 제공)과 이 프로그램을 원격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출기
를 제어하는 AIM Server 프로그램은 검출기의 고전압 인가, 측정 데이터 실시간
표시, 측정 시간 설정, 측정 2차원 데이터 저장 등의 기능이 있다 (그림 10). 이러한
AIM Server의 기능은 장치 통합 구동 프로그램에 의해 원격으로 제어된다.
40m SANS 장치의 데이터 획

그

림 10. AIM Server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
획득한 2 차원 배열 형태의

다. 데이터

SANS 데이터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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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석

차원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은 Igor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GUI 방식으로 처음 사용자도 쉽게 프로그
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1).
분 을 위한 1

림 11. Igor 기반 SANS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그

처리 프로그램은 측정된 데이터를 Raw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
검출기 제어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2D 데이터를 Linear 또는 Log 스케일로 볼
수 있으며, 간단한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픽셀에서의 검출횟
수를 파악할 수 있으며, Empty cell, Background, 절대 산란 강도 보정없이 빠르게
Igor 기반 데이터

2D 데이터를 Circular/Annular/Rectangular/Sector Average를 통하여 1D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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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r Average

Annular Average

Rectangular Average

Sector Average

림 12. Igor 프로그램을 이용한 1D 데이터 변환.

그

-Transmission 계산

y

Background 보정 및 샘플의
Transmission을 계산하여야 한다. Igor 기반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에서는 시료의
Scattering 파일과 Transmission 파일을 구분하여 테이블 화하였으며, 각 시료에 대
해서 Scattering 파일과 Transmission 파일을 매칭시킴으로서 쉽게 Transmission
계산을 할 수 있다 (각 테이블에 복사를 해서 매칭함. 그림 13).
절대 산란 강도 보정을 위해서는 E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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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림 13. Transmission 파일 계산.

그

- Reduction

파일은 Empty cell, Background에 의한 추가적인 산
란 패턴이 더해지게 된다. 또한 2D 검출기의 픽셀에 대한 검출 민감도에 따라 산란
패턴이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요인을 뺀 시료만의 산란 패턴을 얻기
위해서는 위의 항목들을 빼거나 보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프로그램에서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각 항목을 빼거나 보정한다. 프로토콜은 Background 파일,
Empty cell 파일, Detector Sensitivity 파일을 지정해서 저장하면 자동으로 생성되
고 Reduction을 위해서는 저장된 프로토콜을 불러와서 시료의 산란데이터와 연결하
면 쉽게 데이터를 Reduction 할 수 있다. 이 때 1D 데이터로 변환을 위한 average
타입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에서는 시료의 절대 산란 강도를 보정
하기 위한 표준 시료의 Cross section와 I(0) 값과 같은 상수 값을 입력할 수 있다
(그림 14).
SANS 실험을 통해 측정된

- 16 -

림 14. SANS 데이터의 Reduction.

그

-1D 데이터

Plot

얻어진 1D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에서 Plot 및 Sort를
통해 얻어진 1D SANS 데이터를 비교 및 다른 Q 영역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전체
Reduction을 통해

Q 영역의 1D SANS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한 만들어진 1D 데이
터에 대한

Guinier Fit등 다양한 SANS 모델 피팅을 통한 분석을 할 수 있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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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Plot

Sorting

그

림 15.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1D 데이터 Plot 및 Sorting.

4. 40m SANS 장치 빔 특성 시험

Velocity Selector, NVS) 파장 검증
파장 검증을 위해 격자간격 (d = 58.38 Å)이 알려진 표준시료 AgBE를 사용하였
으며, 시료와 검출기와 거리가 다른 두 지점에서 측정하여 파장과 시료와 검출기의
거리에 대한 2원 1차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NVS의 특정 rpm에 대한 파장을
평가하였다 (그림 16). SANS 측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중성자 속도 선별기 (Neutron

- 18 -

:

Behenate (AgBe)
NVS Tilting Angle = 0
NVS rpm = 14300, 16667, 20000, 24000
# of Guide = 4 (Source to Sample Distance = 12m)
Source Ap. = 50mm
Sample Ap. = 6mm
Measuring Time = 15 ∼ 20 min
Moving Distance (a) = 1789.8 mm (Moter Pulse = 3800)
No Correction for Background and Empty cell

l Sample Silver
l
l
l
l
l
l
l
l

V

른 파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료와 검출기사이의 정확한
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그림 16과 같이 두 지점에서 AgBe
시료의 SANS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17). 이 때 움직인 거리 a는 모터 펄스 값
3800으로 이는 1789.8mm이라는 것을 모터 속도에 따른 모터의 회전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차원 SANS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AgBe의 첫 번째 피크의 위치에 대
한 산란각도를 D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여 운동량 변화량식에 대입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립방정식을 풀면 중성자 파장 (5.17 Å)과 D (2.467 m)을 구할 수 있다.
N S의 rpm에 따

그

림 16. 중성자 파장 검증의 기본 개념.

점

계산된 거리 D를 이용하여 이 지 에서 Astrium 사에서 구매한 중성자 속도 선별
기에 대한 중성자

파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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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rpm, 14300 rpm에 대한 SANS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18), 이 결과로부터 중성자 파장 (λ)과 속도선별기의 속도 (U)와 관계식 (λ =
0.085387 + 1.22*10 /U)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9). 이 때 얻을 수 있는 최소 파장
은 NVS 회전속도가 28300 rpm에서 4.4 Å이었으며, NVS 회전속도가 6126 rpm 일
때 20 Å을 얻을 수 있다. 이 결과는 Astrium 사에서 제시한 NVS rpm과 중성자
파장과의 관계식 (λ = 127382/U)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며, 이 원인은 다음과 같
이 예상할 수 있다.
24000 rpm, 20000 rpm, 1
5

1) 중성자 빔의 크기(5 × 5 cm2)가

포인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NVS 통과 후 파

떨어지게 된다.
2) 로터의 블레이드가 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름방향으로 각속도가 다
르기 때문에 로터의 중심과 가장자리에서 중성자 파장의 차가 발생한다.
3) 로터 블레이드의 두께가 0.3 mm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로터 블레이드
가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장의 분해능이 다소

효과들에 의해 Astrium에서 제시한 결과와 SANS 측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
가 차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그

림 17. 시료와 검출기와 거리 D와 D+a에서 2D SANS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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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8.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에 따른 2D SANS 데이터.

그

그

림 19. 중성자 파장과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회전속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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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홈캡짜 빔 캄쐐 7] 펙 쿄+렐벌 캄쐐폐수 흑-캡
홈캡짜 범

람쐐 7] 펙

파렐벌

캄쐐폐수를 파막듭l7]

위해셰 캄쐐 7] 펙

두찌l 변화때l

따른 람쐐 7] 때l 대한 던뭘돼던 측캡을 수랩하폈다I 펌출것1 때l 펌흘되는 홈캡과 범펙 광
도를 펙 쩔 허 똑펼 하것l 돼 해셰 캄쐐것l 확 람은 쾌젤 펙

l다 mm pL칸화ig꿇혐를 추콰듭빽

던월꾀딘 펄험을 흑캡하웰다. 띈AI넥딘 측캘표펀은 다음과 람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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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캡콰 범 람쐐 7] 는 멸 JH 펙 스랩으로 디l 루며펴 않l 으며 J 팍 스댐은 1 ~‘ 뀐 二E 댐꽤

갱l 눈 1.뀐 mm 7 ’ ‘ 1φ J...댐짜갱l 는 4mm쩍 홈파한다. 캄쐐것l 펙 두째l 때l 따른 홈캡짜
속을 흑캡하것l 뛰해꺼 캄쐐것l 팩 스댐을 똑펼듭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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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ickne ss of plexi gla ss
그림

20 ,

풍첩파 빔 -캄쐐 71 렉 두쩌l 변화때

풍첩짜 속

따른 파짤별

맺
야

파장 5, 7, 10 Å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SANS 측정을 한 후    exp  를 이
용하여 피팅을 통해 각 파장별 감쇄계수 (u)와 감쇄기 통과전 중성자 속 (I )를 얻
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파장에 따른 감쇄계수의 변화에 대한 관계식 (u = 0.12414
+ 0.065514λ)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1). 얻어진 감쇄계수는 투과율 측정시 2차원
위치 민감형 검출기를 보호하기 위해 중성자 속을 조절할 때 사용된다. 또한 두께
에 따른 감쇄율은 SANS 데이터의 절대산란강도 보정시에 사용된다.


0

0.8

u = 0.12414 + 0.065514l

0.7
u

0.6

0.5

0.4
5

6

7

8

Wavelength (A)

9

10

림 21. 파장에 따른 감쇄계수의 변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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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연구 개발

종 목표

목표 및 달성도

가. 최

l 40m SANS 장치 요소 기술 개발 및 이용연구

- SANS 장치 전문가 회의 및 개념 설계/상세 설계

Workshop 개최
- SANS 장치 제어 및 데이터 획득 S/W 개발
- SANS 이용기술 개발 및 전문

- SANS 장치 설치 및 성능 시험

나 세부 연구 목표 및 달성도
.

세부연구목표
□

장치
전문가 회의 및
개념 설계 상세
설계

SANS

/

주요 연구개발 실적
○ 기본 설계 보고서 작성
○
전산 모사를 통한
설계 최적화
○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 논문 편
○
나노구조 측정 분석 기술
개발
○ 나노입자 및 나노 계면의 구조
측정 분석 연구
○ 전문
및 중성자 산란
개최
○ 논문 편
○ 장치 통합 구동
개발
○ 데이터 획득 및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개발
○
장치 부품 설치 완료
○ 장치 성능 테스트 완료
SCI

이용기술
개발 및 전문
개최

SANS

Workshop

전산모사
코드 이용
VITESS

100

전문
회 및 중성자 산
란 교육 회 실시

2

Workshop

/

/

비고

(%)

Monte Carlo

Bulk

□

연구목표
달성도

1

2

100

Workshop

School

□

장치 제어
및 데이터 획득
개발
□
장치 설치
및 성능 시험
SANS

S/W

SANS

SCI

5

S/W

개발 제작 및 적
용 완료
장치 설치완료
파장검증 중성
자속 및 차폐능
평가
,

100

-

SANS

-

100

,

는 최신의 설계 개념을 기반으로 치밀한 장치 시늉과 장치 변수 변경
에 따른 검증 민감도 분석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하였고 설치 시운전과
40m

SA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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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교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를 결성하여 연구 개발기간 동안 자문과 정보수집
기술적 노하우 및 조언 획득 해외 연구소의 경험 등을 획득하여 본 장치 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문내용은 부록에 붙임 또한
는 최초의
시운전시에도 특성 평가에 적용한 유도관에 설치한 장치로서 주요한 기여를 하였
고
사업의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산란장치로서 향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
로고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

(International

Advisory

IAT

Team)

,

,

(

,

).

40m

SANS

CNS

CNRF

.

2. 대외 기여도

사업 기간인
기간에는 여전히 국내적으로는 이용자 기반의 확충
과 심화 국제적으로는 서구 선진국의 연구개발 네트워크에의 대등한 참여를 달성
해야 하는 일종의 전환기였으므로 사업 초기에는 대과제 차원의 국제자문위원회
구성과 각 장치 별 국제적인 장치개발자문팀 결성과 운영 국내 이용자
대상의 웍샵 심포지엄의 분야별 주기적 개최 초기 이용자 대상의 강습회 개최 등
을 지속하였으며 년 독일 문헨에서의
에서 제안 발기 이후 오랜 노
력 끝에 년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성자산란 협의회 를 일본 호주 인도
등과 함께 역내 지역 시설국가들과 함께 결성하였고 한국이 초대 회장을 맡는 성
과와 위상을 확보하였다 또한 제 회
중성자 산란 교육을
에서 개
최하여 국내외 중성자 산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를 통한 국
제적 노출과 핵심 내부 네트웤에의 참여는 국제컨퍼런스 구성과 진행 주요 시설의
자문위원 빈번한 초빙과 자문 다양한 국제협력 논의 및 진행 등에 사업 참여자들
이 활발하게 참여하며 한국의 중성자 산란 연구 위상이 올라가는 효과를 갖게 되었
다
C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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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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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기대성과

환인 40m SANS 장치 요소기
(Bulk 물질)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 구축 및 이용사업의 일

완료함으로서

술 개발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의 나노측정

이를 통해 국내의 IT,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BT,

NT산업 및 기초 과학기술 연구를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

이다.

량

- SANS 전문이용기술을 개발함으로서 향후 40m SANS의 이용도 및 연구 역

킬 것으로 전망된다.

를 향상시

교

- 장치개발과 관련된 국제 류를 통해 하나로 연구시설 및 국내 중성자 연구진의
국제화, 연구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

2. 활용방

- 하나로 냉중성자 산란 시설 개발과제를 통해 개발된 40m SANS 장치는 방사
사선 기술 (RT)과 NT,

것이다.

BT,

IT 등의

첨단

신기술의

융합기술

개발에 활용될

BT, NT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될것이며, 학
제간의 연구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 아태 지역의 중성자 산란 거점 연구소로 발돋움하여 세계적인 연구 성과 창출
에 활용할 것이다.
- 국내외의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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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IENTIFIC CAPABILITIES OF THE 40M SANS
1.1 SCIENTIFIC APPLICATIONS OF THE 40M SANS
1.1.1 MOTIVATION
The 30MW HANARO research reactor at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is a world class research reactor which has a peak thermal neutron flux of 5.4
x 10

14

2

n/cm /sec. However, without having a cold neutron source and cold neutron

instruments, the potential impacts of HANARO on the scientific and engineering research
in Korea has not been fully exploited as yet.

Fortunately, the HANARO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project was launched in July 1 2003 and, once it is completed, is
expected to boost the utilization of HANARO greatly and benefit a wide range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in Korea.

The HANARO cold neutron research project was formulated through a feasibility study[1]
in 2002 and a project planning[2] in early 2003. During the feasibility study, a user
survey on cold neutron instruments (which includes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neutron reflectometer, cold triple‐axis spectrometer, time‐of‐flight spectrometer, spin‐echo
spectrometer,

backscattering

spectrometer,

neutron

interferometer,

powder‐Laue

diffractometer and neutron radiography) was performed. In this survey, the SANS
instrument received the highest number of requests from a broad spectrum of scientists
and engineers. Accordingly, during the project planning period, a state of the art SANS
instrument was selected as a top‐priority instrument by an instrument selection committee
which consisted of domestic users and HANARO personnel.

The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instrument is a very powerful tool to
investigate nano‐scale (1 – 100’s nm) bulk structures in a broad spectrum of materials
including polymers, complex fluids, bio‐materials, ceramics, metals, flux line lattice in
superconductors and magnetic materials. In the major neutron research facilities in the
world, SANS has been the most popular instrument among the cold neutron instruments
and often two or three SANS instruments are available in a neutron facility (ex. NIST,
ILL, and ORNL).

The floor diagram of the NIST Center for Neutron Research is shown

in Figure 1 and the SANS user beam time distribution for different research areas is
shown in Figure 2.

- 5 -

HANARO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KAERI

Figure 1. The NIST Center for Neutron Research and the locations of 3 SANS
instruments.

Figure 2. The NIST CHRNS beam time distribution, 2001‐2002[3].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SANS instrument, in the late 1990s, the HANARO

neutron physics group decided to build a 8m SANS instrument at the CN beam port
inside the confinement building. It was commissioned in 2001 and is currently in
operation at HANARO. Since the 8m SANS instrument utilizes the low energy side tail
of a Maxwellian neutron spectrum without a cold neutron source, the beam intensity is
fairly low and the Q‐range is rather limited due to a short instrument length. However, it
has been a very valuable instrument for studying samples with a strong neutron
scattering contrast and very successful for promoting the domestic neutron user
community. Also, it has made HANARO personnel well equipped with techniques and
skills necessary to build a state of the art SANS instrument.

Once a state of the art SANS instrument with a cold neutron source and better neutron
optics is built, the capability of SANS at HANARO will be increased more than 100
times when compared with the current one and it will be an essential tool in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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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es of science and engineering in Korea, providing a non‐destructive nano‐scale
measurement technique. Especially, considering the current great surge of research in
nano‐materials and bio‐materials, the impacts of the new SANS is expected to be great
and its importance can not be overemphasized.

1.1.2 RESEARCH OPPORTUNITIES
The SANS technique non‐destructively probes structures in materials on nano‐meter
length scales (1nm ~ 1,000 nm) and has been a very powerful tool in various scientific
and engineering research areas such as polymers including biopolymers, complex fluids,
colloidal

systems,

protein

folding

and

protein

complexes,

nano‐magnetic

materials

including magnetic recording media, metals and alloys, ceramics and flux‐line lattice in
superconductors.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se research fields are directly related to
industrial applications. The instrument needs in scientific fields are indicated in Table 1
which was the result of the ENSA workshop in 1996.

This clearly shows that the

application of SANS technique is essential in many areas. Recently the contribution of
SANS in biology has been strongly emphasized and its impacts are believed to have
increased. It should be noted that ORNL is developing a SANS dedicated to biology.

The main reasons why SANS is so powerful can be found from the physical properties
of neutron (Figure 3.).

1) Neutrons are not charged and therefore highly penetrating.

Therefore, it can easily probe bulk structures in a solid or in a solution. It should be
noted that X‐ray or electron can penetrate only a micron depth from the surface of
samples.

2) Neutrons interact with nuclei and their scattering length varies irregularly

between elements as well as different isotopes (ex. Hydrogen and Deuterium) of the
same element. Therefore, the neutron contrast of a sample can be varied to probe the
interfacial structures selectively (Figure 4.). This technique is extremely valuable in
studying soft materials and protein interactions.

3) Neutrons are spin‐1/2 particles

having a magnetic moment and interact with spins of unpaired electrons or magnetic
field in samples. Therefore, it can probe magnetic structures and flux‐line lattices of
superconductors.

Table 1. Estimates of the instrument needs by scientific prospects. (ENSA, 1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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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ble, ** necessary, and *** essential.

Figure 3. Physical properties of neutron and their effects on measurements

Figure 4. Neutron Contrast Variation

Research areas where SANS technique is used as an essential tool are shown in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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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ome examples of the SANS studies.

1.2 SPECTROMETER BASIC DESIGN & TECHNICAL DESCRIPTION
1.2.1 BACKGROUND
A SANS instrument measures the internal bulk structures of 1 nm – 100’s nm which
corresponds to the neutron momentum transfer Q of 0.01 nm
momentum transfer Q is defined as

Q=

4p

l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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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s the scattering angle. Therefore, to be able to measure small

Q, SANS should use long wavelength neutrons, typically 5 – 20 Å,

produced by a cold

neutron source, and should be able to detect a small scattering angle as the name of
the instrument,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describes.

To measure a small scattering

angle, the reactor based pin‐hole SANS instrument is built with a long pre‐/post‐flight path
and 2 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detectors, resulting in a very long instrument.

The schematics of a pin‐hole SANS instrument are shown in Figure 6.

The neutrons

monochromatized by a mechanical velocity selector and collimated by two pin‐holes are
scattered by a sample and detected by a 2‐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detector in a
vacuum tank. The wavelength of neutron can be varied by changing the rotation speed of
the mechanical velocity selector and, for a given velocity selector, the wavelength spread
can also be controlled by tilting the velocity selector. The beam collimation can be varied
by properly positioning the movable neutron guides and the source aperture. The 2‐
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detector can be moved along the beam direction and also
be offset in a perpendicular direction to cover different Q‐ranges.

Figure 6. Schematics of the SANS

The NG3 & NG7 30m SANS at NIST and the D22 40m SANS at ILL are known to be
the best in the world. Their schematics and instrument parameters are in Figures 7, 8
and Table 2. These are the primary reference instruments in deigning the state of the
art SANS at HANARO[5‐7].

Recently two new SANS (35m and 40 m) instruments at HFIR at ORNL and a 40m
SANS at the Australian Replacement Research Reactor (ARRR) at ANSTO were
designed with similar features and ready to be installed or are being installed[8‐9]. The
schematics of the 40m SANS at ANSTO are in Figure 9. The design of these
instruments will also be referred to in designing the state of the art SANS at HANARO.

The instrument design goals for the state of the art SANS at HANARO are identified as
the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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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hould have an accessible Q‐range comparable to or better than the current reactor
based state of the art SANS instruments. (ex. NIST NG3 & NG7, ILL D22)
‐ It should have a high incident neutron flux on a sample position comparable to or
better than the current reactor based SANS instruments. (ex. NIST NG3 & NG7)
‐ It should have an automated and user friendly instrument control and data collection
procedure.
‐ It should have a sample table with enough space to accommodate various sample
environments and to allow easy access, but with a minimal air path.
‐ It should have reservations for the additions of foreseeable new instrument options.

Figure 7. Picture of the NG3 30m SANS at 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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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chematics of the D22 SANS at ILL

Figure 9. Schematics of the 40m SANS at ANSTO

Table 2. Instrument Parameters of the NG3/NG7 30 m SANS (NIST) and the D22 40m
SANS (ILL)[5‐7]
Total Instrument Length (m)
2
Detector Dimensions (cm )
2
Detector Resolution (cm )
Detector supplier
Velocity selector supplier

NG3/NG7 (NIST)
30
64 x 64
0.5 x 0.5
ORDELA
MIRROTRON

Max.

75

D22 (ILL)
40
100 x 100
0.75 x 0.75
In House/CERCA
DORNIER
AUSTRIUM)
94

5‐20
10 – 30 (NG3)

4.5 – 40
8 – 20

10 – 22 (NG7)
6 x 6 (NG3)

5.5 x 4.0

Velocity

Selector

Transmission (%)
Wavelength range (Å)
Wavelength spread
(FWHM, %)
Removable
guide
section

cross

5 x 5 (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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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x cm)
Guide coating
Source to sample distance

Ni‐58
3.5 – 15 in 1.5 steps (NG3)

Natural Ni
1.4 – 19.1 in various steps

(m)
Sample to detector distance

4 – 16 in 1.5 steps (NG7)
1.3 – 13.2 continuously (NG3)

1.35 – 18 continuously

(m)
Max. detector offset (cm)
Sample diameter (mm)
‐1
Q‐range (Å ) (with lenses)

1 – 15 continuously (NG7)
25
5 – 25
0.0015 – 0.6 (0.0008) (NG3)

50
1.8 – 10
0.0007 – 1.0

Neutron polarizer
Refractive Focusing

0.0015 – 0.7 (0.0008) (NG7)
YES
YES

NO (planning)
NO

1.2.2 SIMULATION
Since neutron instruments are very expensive to construct, it is essential to optimize the
designs by simulations. Currently several Monte Carlo simulation tools for neuron
instruments are available and being used for new instrument designs. Recently a study
to compare the various simulation tools including RESTRAX, MCSTAS, VITESS, NISP
and IDEAS was published in the Neutron News (Vol. 12, No 4, 24‐29, 2002), which
showed that the level of agreement between these programs are fairly good for a triple‐
axis spectrometer (H8 at BNL) which was chosen as a sample instrument.

Extensive simulation needs to be performed to optimize the design of the new SANS at
HANARO and currently, VITESS and MCSTAS are being considered as the main
simulation tools. For now we are using VITESS, which is a general code for all reactor
and spallation instruments, for the simulation of the new SANS at HANARO.

In this

report, we present some of the preliminary results of the simulations.

The accessible q‐range of the state of the art SANS at HANARO is estimated from a
simple calculation. In this calculation, both the length of the pre‐sample flight path and
the maximum sample to detector distance are assumed to be 20m, comprising a 40 m
SANS instrument. All the configurations are set to be symmetric; the source to sample
distance (L1) and the sample to detector distance (L2) are equal. For all the
configurations except when L1=L2=20 m, the source aperture and the sample aperture
are assumed to be 5 cm (A1) and 1.25 cm (A2) in diameter respectively. For the
highest collimation (L1=L2=20m), the source aperture of 3cm is used.

The minimum Q can be easily calculated using the beam size at the detector, the
detector resolution (d=0.5 cm) and the sample to detector distance.

For a simplicity the

beam stop in front of the detector is assumed to vary continuously and the vertical
spreading of a beam due to gravity is ignored. The beam diameter B at the detecto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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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y given as

B=

L2
( A1 + A2) + A2
L1

and the minimum detectable scattering angle

q min

is

æ B/2+d ö
÷
è L2 ø .

q min = tan -1 ç

Then, the minimum Q can be calculated using

Qmin =
where

l

is the neutron wavelength.

æq ö
sin ç min ÷
l
è 2 ø

4p

For the calculation of the maximum Q, a detector

offset of 45 cm is assumed and the maximum detectable scattering angle

q max

is

obtained from the corner edge of the detector. (Figure 10)

The calculated Q‐ranges of the 40m SANS with different configurations are given in
‐1

Table 3 and Figure 11. The accessible Q‐ranges are 0.0019 – 1.00 Å
‐1

– 0.71 Å

‐1

for 7 Å, and 0.0010 – 0.557 Å

for 9 Å respectively.

for 5 Å, 0.0013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ntire Q‐range for a given neutron wavelength can be accessed by only two
instrument configurations (L1=L2=20 m and L1=L2=1 m), which is possible by the wide
dynamic range of the large detector (1m x 1m).

When the gravity effects are included, the beam size in the vertical direction will be
increased due to a wavelength spreading and the minimum Q, especially for long
wavelength neutrons, will be increased. However, by using the anti‐gravity prisms at the
expense of some beam attenuation, the gravity effects can be corrected.

Furthermore,

by using the refractive focusing lenses, the minimum Q can be further decreased and a
minimum Q of 0.0008 Å‐1 or less is achievable.

Figure 10. The minimum and the maximum scattering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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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Q‐range of the 40m SANS at different configurations.
‐1

Sample to Detector
Distance (m)
20

Minimum Q (Å )

Maximum Q (Å‐1)

5

Source to Sample
Distance (m)
20

0.0019 (A1=3cm)

0.0674

5

16

16

0.0031

0.0842

5

12

12

0.0042

0.1121

5

8

8

0.0063

0.1675

5

4

4

0.0126

0.3286

5

2

2

0.0251

0.6128

Wavelength(Å)

5

1

1

0.0502

1.0028

7

20

20

0.0013 (A1=3cm)

0.0481

7

16

16

0.0022

0.0601

7

12

12

0.0030

0.0801

7

8

8

0.0045

0.1196

7

4

4

0.0090

0.2347

7

2

2

0.0179

0.4377

7

1

1

0.0359

0.7163

9

20

20

0.0010 (A1=3cm)

0.0374

9

16

16

0.0017

0.0468

9

12

12

0.0023

0.0623

9

8

8

0.0035

0.093

9

4

4

0.0070

0.1825

9

2

2

0.0140

0.3405

9

1

1

0.0279

0.5571

Figure 11. Q‐range of the 40 m SANS for different configurations.

The characteristics of a 40m SANS for HANARO are simulated using VITESS [10].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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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s of the guides and the 40 m SANS used in the simulations are shown in
Figure 12 and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a 40M SANS instrument are simulated using VITESS[3]. Based on
the MCNP calculation results, the neutron spectrum of the cold source is assumed to be
a two temperature distribution of 26.3K with a total integrated flux of 7.7x10
and of 125.2K with a total integrated flux of 6.4x10

13

12

2

n/cm sec

2

n/cm sec. The neutron spectrum at

the entrance of G1 which is 1.84 m away from the cold neutron source is shown in
Figure 14.

Figure 12. The configuration of the CG1B guide and the 40 m SANS used in the
simulation.

Table 4. The parameters used in the simulation
Section
G1

Length

Cross section

(m)

(cm x cm)

4.8

5

x 5

Coating
material

Comments
Straight guide

m=2

Distance from source =
1.84 m
Curved guide

G2

Variable

5

x 5

m=2

Radius of the curvature =
variable

Ni‐58
G3

20

5

x 5

Ni‐natural

RG

0, 4, 8, 12,

5

x 5

m=2
Ni‐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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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atural

16, 18

m=2

Straight guide

2, 4, 8, 12,
‐
‐
Source to sample distance
16, 20
The 2‐dimensional beam profiles at the exits of the guides G1, G2 and G3 are shown
L1

in Figure 13.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ntensity at the exit of guide G2 is shifted to
the left since a curved guide is used for G2. However, once neutrons go through guide
G3, the beam intensity distribution becomes uniform again.

Figure 13. The 2D beam profiles at different guide sections. a) at the entrance of G1,
b) at the exit of G1, c) at the exit of G2, and d) at the exit of G3.

The neutron spectrums after guides G1, G2, and G3 are shown in Figure 14. In this
calculation, it was assumed that the G1 and G2 guides were made of m=2 supermirrors
and the G3 guide was made of natural Ni guide. As the neutron beam goes through
each guide section, the beam intensity drops over the entire wavelength.

The

neutron

spectrums

when

different

coating

materials

suppermirror) are used for G3 are shown in Figure 15.

(Ni‐58,

Ni‐natural,

m=2

Here, the m=2 supermirror was

assumed for G1 and G2. The intensity is highest when the m=2 supermirror is used,
followed by Ni‐58 and Ni‐natural as expected. The higher intensity of G3 with the m=2
supermirror is simply due to its larger angular divergence as can be seen in Figure 16.
However, since the beam divergences required for a high or medium resolution of the
SANS configurations are much tighter than that of the m=2 supermirror, the intensity
gain of the m=2 suppermirror over the others will not be fully ut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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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Flux(n/cm2sec)

1011

1011
Cold Source
After Guide G1(L=4.8m, m=2)
After Guide G2(R=1200m, L=24m, m=2)
1010
After Guide G3(L=20m, natural Ni)

1010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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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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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0

Wavelength (Å)

Figure 14. The neutron spectrums at the cold source and after the guides G1, G2 and
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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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Å)

Figure 15. The neutron spectrum right after guide G3 when guide G3 uses different
coating materials (m=2, Ni‐58 and Ni‐natural) and G1 and G2 use the m=2
super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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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Flux(n/cm2sec)

Figure 16. The beam divergences right after guide G3 when G1 and G2 use the
m=2 supermirror and G3 uses different coating materials (m=2, Ni‐58 and Ni‐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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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The neutron wavelength distribution after the velocity selector.
We used the simulation parameters for the velocity selector obtained from the Astrium
neutron velocity select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ector speed U[rpm]
neutron wavelength l

and the

is expressed as l[Å] = A + B/U[rpm], with A = 0.11832 and B =

124,270 for the Astrium neutron velocity selector. Following this relation, the rotation
speed of the selector is set to provide 5 Å neutrons. After that, a neutron spectrum with
a peak wavelength of 5 Å is obtained as shown in Figure 17. In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specification, the wavelength distribution(FWHM) is also obtained as 10%.

For 5 Å neutrons, the neutron intensities on a sample were calculated with a different
length (0 m, 8 m,

18 m) of the removable guide RG, i.e. different source to sample

distances L1 (20 m, 12 m, 2 m), were calculated. A source aperture A1 of 5 cm and
the sample aperture A2 of 1.25 cm in diameter were used in all the cases. This
calculation

was

repeated

with

different

coating

materials

(Ni‐58,

Ni‐natural,

m=2

suppermirror) for guides G3 and RG. The m=2 supermirrors are used for guide G1 and
G2 in all the cases.

As can be seen in Figure 18, the intensity increases as L1

decreases, i.e. more removable guides are inser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fferent
coating materials for G3 and RG is almost negligible for L1=20 m, 8 m and 4 m, and
shows up only when L1=2 m. Therefore, compared with Ni‐58 or Ni‐natural there is no
advantage in using the m=2 supermirror for G3 and RG when high or medium
resolution SANS configurations are used. This can be understood from the beam
divergence of these configurations shown in Figur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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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optimize the location of the 40M SANS instrument in the guide hall, the
simulations were performed with various radii of curvature in G2 guide with a fixed
length and the results are shown in Figure 20. The neutron intensity after G2 guide
increases and the peak wavelength is shifted to a lower wavelength with an increase in
the radius of the curvature. Figure 21 shows the flux at a sample position with various
radii of curvature and the length of the G2 guide at the selected wavelength of 5 Å. In
these simulations, the length of G2+G3 is fixed as 36m by considering the location of
the SANS instrument in the guide hall. The flux at a sample position increases with the
radius of the curvature in the G2 guide up to 600m and saturates above the radius of
the curvature in the G2 guide of 600m. This result shows that the location of the 40M
SANS instrument can be adjusted by satisfying the radius of the curvature in the curved
guide above 600m with the length of the curved guide from 26m to 32m.

G3 and Removable guide are Ni guide
8
G3 and Removable guide are Ni-58 guide10
G3 and Removable guide are supermirror guide

Neutron Flux(n/cm2sec)

108

107

107

106

106
0

4

8

12

16

20

L1 (m)

Figure 18. The neutron intensity on a sample for different source to sample distances
with different guide coat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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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The beam divergence for different source to sample distances L1. A1=5.0
cm and A2=1.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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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The neutron flux after G2 guide with various radii of the curvature in the G2
guide at the fixed length of 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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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The neutron flux at sample position with various radii of curvature and the
length of the G2 guide at the selected wavelength of 5 Å(G2+G3=36m, L1=2m).

The location of the 40M SANS instrument starting point in the guide hall is dependent
on the radius of the curvature and the length of the G2 and G3 guide. The same
location can be realized with a wide range of radius of the curvature of 200‐3000m by
adjusting the length of the G2 and G3 guide. For example, both of the condition of
G2=6m, G3=30m and radius of the curvature=400m and the condition of G2=24m,
G3=12m and radius of the curvature=1200m have same location in the guide hall. The
simulations were performed in order to compare the conditions with the different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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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urvature and the length of the G2 and G3 guides having the same locations in
the guide hall.
Figure 22 shows the neutron flux at a sample position with various radii of curvature in
the G2 guide. In these simulations, the length of G2+G3 is fixed as 36m with L1=2m.
The neutron flux is independent on the radius of the curvature and fluctuates within a
range of 10% as shown in the Figure. This result is considered to be because the
neutron flux is affected not by the radius of the curvature but by the optimum reflection
in the curved guide exit in these simulation conditions.

7x107

Neutron Flux(n/cm2sec)

6x107
5x107
4x107
3x107
2x107
1x107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Curvature(m)

Figure 22. The neutron flux at a sample position with various radius of the curvature at
the selected wavelength of 5 Å(G2+G3=36m, L1=2m).
2

Figure 23 shows the simulated neutron flux at a sample position(n/cm

sec) for

wavelengths in the range of 5‐9 Å with various collimation distances. The radius of the
curvature and the length of the G2 guide are 800m and 18m, respectively. The length
of the G3 guide is 20m. A source aperture A1 of 5 cm and the sample aperture A2 of
1.25 cm in diameter were used. The simulated flux values shown in Figure 23 are
about 50% of the measured flux of the ILL D22 SANS instruments at the same
wavelength of 5 Å and the collimation length of 2m[5]. The thermal power of the
HANARO reactor is also half of the ILL one. Even though the flux is affected by several
factors, this result shows that the simulation result gives us a reliable performance
approximation of the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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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The simulated neutron flux at a sample position(n/cm

2

sec). a) For

wavelengths in the range of 5‐9 Å with various collimation distances, b)For collimation
distances in the range of 2‐20m with various wavelengths. The radius of the curvature
and the length of the G2 guide are 1200m and 24m, respectively. A source aperture A1
of 5 cm and the sample aperture A2 of 1.25 cm in diameter were used.

Performing additional simulations with several condition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intensity at the exit of the guide G2 is shifted to one side since a curved guide
is used for G2 but when the neutrons go through guide G3, the beam intensity
distribution becomes uniform as shown in Figure 13. Obtaining a uniform distribution,
at least 10m for guide G3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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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cross section of the inpile guide is 5cm x 15cm(W x H). Because the SANS
instrument uses the guide with cross section of 5cm x 5cm(W x H), its position can
be selected by installing the G2 guide. When comparing the flux on a sample with
the G2 guide position, the flux on the center part is 7‐9% higher than the top or
bottom part.

At the moment, the final guide layout is not fixed as yet and the first draft layout was
presented this summer. So the location of the SANS instrument is tentatively fixed. The
location of the 40M SANS instrument was decided upon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The radius of the curvature in the G2 guide should exceed 700m and at least 10m in
length for the G3 guide is required. If the guide before the instrument fulfils these two
conditions, the optimum flux and beam uniformity can be obtained.

1.2.3 BEAMLINE DESCRIPTION & SPECIFICATION
Currently, the overall beamline allocation of the guide hall at HANARO is being studied
and tentatively, the 40m SANS is located at CG2B. The first draft layout of the guide
hall is given in Figure 24. The CG2B should be designed to maximize the neutron flux
in the 4‐20 Å range and an access to the sample area of the 40 m SANS should be
made easy.
The preliminary design of the CG2B beamline before the 40m SANS instrument is as
follows.
-

The in‐pile guide is a straight supermirror (m=2) guide which starts 1.84 m away
from the cold neutron source. Its cross section and length are

5 cm x15 cm (W x

H) and 4.8 m respectively.
-

The out‐of‐pile guide consists of two parts;

1) Curved suppermirror (m=2) guide(G2): 24 pieces of 1 m long guides with a radius
of the curvature of 1200 m

and a cross section of 5 cm x 5 cm. Total length = 24

m.
2) Straight natural Ni guide(G3): a cross section of 5 cm x 5 cm and a length of 1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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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M
SANS

Figure 24. The first draft floor plan of the guide hall at HANARO.

1.2.4 BASIC DESIGN
The general features of the state of the art SANS for HANARO have been
determined based on the designs of the NG3 & NG7 SANS at NIST and D22 at the
ILL which are known to be the best in the world. The designs of the 35m & 40m
SANS at ORNL and the 40m SANS at ANSTO are also referred to.

Based on the

main instrument parameters determined so far, the computer graphics for the
conceptual design of the 40 m SANS at HANARO are generated and shown in
Figure 25.
a) Overall design parameter
The instrument length is directly related to the accessible minimum Q. The longer the
instrument length, the smaller the minimum Q. The minimum Q is also determined by
the

neutron

wavelength.

However,

using

very

a

long

wavelength

neutron

or

constructing too long a SANS instrument to decrease the minimum Q will result in a
low neutron flux, multiple scattering and gravity effects. Moreover, for a long
instrument we should invest a lot of money and sacrifice a space of the guide hall.
Sometimes, the length of the SANS instrument is restricted by the space of the
guide hall and it acts as a design guide for a new guide hall building. The size of
the HANARO cold neutron guide hall was already fixed as shown in Figure 24.
Considering the space available at HANARO, the maximum length achievable is
about 40m and accordingly, the length of the state of the art SANS at HANARO is
determined to be 40m. Currently the longest SANS instrument is the D11 80m SANS
at ILL and the next ones are the D22 40m SANS at ILL and the NG3 & NG7 30m
SANS at 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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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Basic design drawing of the 40m SANS at HANARO
The height from the guide hall floor to the center of the inpile guide was fixed as
1.5m. The SANS instrument will be using the top or center part of the CG2 guide
named CG2B with a cross section of 5cm x 5cm. The beam height of the SANS
instrument will be decided upon from within the range of 150‐155cm depending on
the height of the inpile guide. In the conceptual design stage, we fixed the beam
height of the SANS instrument of 150cm for convenience.
In the basic design, we divided the SANS instrument into 4 parts as follows.
Bunker/ Collimation system/ Sample stage / Detector and vessel

b) Bunker
The bunker is located adjacent to the CG2B guide. Inside the bunker, the shutter,
neutron velocity selector, the guide and the neutron monitor will be installed
sequentially from the reactor. The neutron velocity selector and the guide will be
installed on two position translation tables. Initially, one position will be fixed for the
neutron velocity selector and the guide, and the other position will be reserv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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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additions to the instrument. The bunker will be made of heavy concrete with a
density above 5g/cm2 for reducing the space. The thickness of the bunker is not
decided as yet. Between the bunker and the first collimator section, attenuators and
monitor counter will be installed. Figure 26 shows the bunker, inside components and
attenuators/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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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Basic design drawing of the bunker and inside components
The neutron velocity selector is a high‐speed rotor with helical blades coated with a
strong neutron absorber. Therefore, it is only transparent for neutrons which pass the
rotor in a time interval defined by the rotation speed of the selector and the
geometry of the blades such as the gap between the blades, their length and the
helical angle. Thus neutrons in a certain velocity range i.e. wavelength range are
selected. The wavelength distribution of neutrons is also dependent of the tilt angle
between the rotation axis and the neutron beam.
There are two main suppliers for neutron velocity selectors, MIRROTRON and
Astrium (formerly Dornier) which have good track records in the major neutron
facilities. The performance parameters of velocity selectors from these suppliers are
in Table 5.
decided.

Currently the supplier for the 40 m SANS at HANARO has not been

It is preferred to have two velocity selectors to avoid lengthy shutdown due

to maintenance.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velocity selector for the state of the art SANS
are under study but the bottom line is that it should cover the wavelength range of 5
– 20 Å and the wavelength spread of 10 ‐ 30 %. For a given neutron velocity
selector, the wavelength spread can be varied by changing the tilt angle between the
axis of the rotation of the rotor and the neutron beam. There the velocity selector
stage should be equipped with a tilting capability.

Table 5. Performance parameters of the neutron velocity selectors

Max. Transmission (%)
Min. Wavelength Å
Max. Wavelength Å
Min. Resolution, ∆λ/ λ(%)

Mirrotron

Mirrotron

Astrium

MDR‐13‐420‐410
75
2.7
45
8

MBR‐7‐420‐360
90
2.4
50
5

94.5
4.5
4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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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Resolution, ∆λ/ λ(%)
Beam Height (mm)
Beam Width (mm)
Collimation system

45
45
45

12
50
50

20.6
60
150

The collimation system of the 40m‐SANS comprises of an attenuator setup, several
sections of neutron beam collimators and a beam tube from the reactor. A neutron
beam collimator for SANS consists of apertures and a number of removable neutron
guide sections. The size of the two circular apertures (source and sample apertures)
and the distance between them defines the beam divergence. When all the
removable guides are out of the beam position, the source aperture is positioned at
the beginning of the guide section (which is right after the velocity selector bunker).
When the all removable guides are inserted into the beam position, the source
aperture is positioned right after the last inserted guide. The sample aperture is
located right before the sample.

Figure 27 shows the collimation system of the 40m‐SANS. The total length of the
removable guides is decided to be 19m. The lengths of each guide section has been
decided as 2, 2, 2, 2, 2, 2, 2, 2, 1m as shown in Figure 27. The beam tube will be
inserted after the last collimator section. Several types of beam tubes will be
provided depending on the sample stage setups. Each guide section should have at
least three positions, guides, apertures, and empty positions. The three elements are
placed on a horizontally translatable table and their positions are controlled by a
precision motor and encoder system. It is preferred to have an additional position for
an additional source aperture with a different size or other future options.

The

concept of the removable guide section is shown in Figure 27. The cross section of
the removable guides is 5 cm x 5 cm thus enabling the maximum diameter of the
source aperture of 5 cm.

The standard coating materials of the removable guides are Ni‐58 (m=1.2) and
natural Ni (m=1) and the NG3/NG7 SANS at NIST used Ni‐58 and the D22 at ILL
used natural Ni. Because natural Ni has better reflectivity and cost benefit, it is
preferable to use natural Ni as coating materials.

Since the pre‐flight path of the 40 m SANS is very long, the gravity effect can be
problematic especially when a high resolution configuration is used with long
wavelength neutrons. This effec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the coll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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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Basic design drawing of the collimation system

d)

Sample stage

The sample stage should have enough space to accommodate various sample
environments and be easily accessible. At the same time, however, all efforts should
be made to minimize air the along the beam path which produces a background air
scattering.

The sample stage should have a standard sample chamber which can be und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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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or inert gases. It should also have a rotation and translation sample table
on which various sample environments can be placed.

At NIST these two are

located at separate positions, which reduces the efforts for a switching between the
two of them. However, when the sample table located further upstream is used, the
minimum sample to detector distance is increased and thus the maximum Q
achievable is decreased.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both are positioned at
the same location with an easy mechanism to switch each other.
Figure 28 shows the conceptual drawing of a sample stage including the x‐y
translation stage, vertical movement, and rotator. The width between a detector
vessel and the collimator is tentatively decided as 1.5m. The sample chamber is not
included in this figure, but it will be installed in same position. An effective design by
compromising various sample environments will be further considered. The standard
changer should be able to hold at least 10 samples at once and the sample position
should be controlled by a compute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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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Basic design drawing of the sample stage.

A) Detector
The

2‐dimensional

position

sensitive

detector

components of the SANS instrum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urrently most of the SANS instruments
2

(including NG3/NG7 at NIST) in the world use 64 x 64 cm He‐3 gas detectors and
the D22 at ILL uses a 100 x 100 cm2 detector. The new SANS at ORNL and at
2

ANSTO are designed with 100 x 100 cm detectors.

The larger 2‐dimensional detector provides a larger dynamic Q‐range for one
instrument configuration, thus reducing the experimental time. The solid angle covered
2

by a 100 x 100 cm
detector.

detector is 2.4 times greater than that of a 64 x 64 cm

2

Therefore, a 100 x 100 cm2 detector has been decided on for the 40m

SANS at HANARO.

There are not many suppliers for 2‐dimensional neutron detectors with good track
records.

For the last few years, the ORDELA 2660N detectors with an active area
2

2

of 64 x 64 cm and a spatial resolution of 0.5 x 0.5 cm have been successfully
used at NIST NG3/NG7 and at the HANARO 8m SANS. The D22 at ILL uses a
2

lager detector with an active area of 100 x 100 cm which enables a larger dynamic
Q range. Recently ORDELA developed a new 21000N detector (active area = 100 x
100 cm2 and spatial resolution = 0.5 x 0.5 cm2) for the two new ORNL SANS. At
2

ILL, a new 100 x 100 cm detector made of a stack of 1 dimensional detectors is
under development and it is expected to have a higher counting rate than the
2
ORDELA detect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100 x 100 cm detectors newly

developed or being developed should be closely monitored.

Recently, a new 64 x 64 cm2 detector for SANS has been developed at HANARO
and so far, it has shown a satisfactory performance in preliminary tests. However,
the full performance test is yet to be done. The performance of this detector will
determine the strategy of the detector acquisition for the state of the art SANS at
2

HANARO. If the self‐developed 64 x 64 cm detector is proved to be reliable, the
possibility to develop a 100 x 100 cm

2

detector at HANARO will be seriously

considered. For this option to be viable, the full test needs to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04 or at the latest very early in 2005. Otherwise, we should purchase a 2‐
dimensional detector from the current suppliers.

f) Detector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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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detector, a cylindrical vacuum tank

should be 20 m long and 2.5 m in inner diameter. To minimize an air scattering, a
good vacuum should be maintained, 50 mtorr or lower.
The detector carriage should be designed to allow for variable sample to detector
distances ranging from 1m to 20 m and an offset of up to 50 cm, a half of the
active detector dimension. Also it should be equipped with a few beam stops with
varying sizes.
Figure 29 shows the schematic drawing of the detector vessel. Three sections of the
vessel are considered, and the center position of the vessel is offset by 25cm from
the neutron beam center to increase the effective cover area. The material for the
vessel should be non magnetic. Because of the fabrication cost, stainless steel is
preferred instead of aluminium.

Figure 29. Basic design drawing of the detector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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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Basic design drawing of the detector vessel.

1) Instrument parameters
The main instrument parameters for the 40m SANS at HANARO are summarized in
Table 6.

Table 6. Instrument Parameters for the state‐of‐art SANS at HANARO
Parameter
Total Instrument Length (m)
Detector Dimensions (cm2)
2
Detector Resolution (cm )
Detector supplier
Velocity selector supplier
Max. Velocity Selector Transmission

Value
40
100 x 100
0.5 x 0.5
TBA
TBA(MIRROTRON/ASTRIUM)
TBA

(%)
Wavelength range (Å)
Wavelength spread (FWHM, %)
Removable guide cross section (cm x

4 – 20
10 – 20 (or wider)
5 x 5 (CG1B)

cm)
Guide coating
Source to sample distance (m)
Sample to detector distance (m)

TBA (Ni/Ni‐58/Supermirror m=2)
1 ‐ 20 (steps : TBA)
1 – 20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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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detector offset (cm)
Sample diameter (mm)
‐1
Q‐range (Å ) (with lenses)
Neutron polarizer
Refractive Focusing Optics

KAERI

50
5 – 25
0.0015 – 1.0 (>0.0008)
TBA
YES

1.2.5 Other Considerations
a) Options

‐ Refractive focusing optics
For a high resolution SANS experiment, a very tight beam collimation is required. In
a pinhole SANS, it is done by reducing the size of the source and sample apertures
at a high cost of low neutron intensity. Recently,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fractive multiple biconcave focusing lenses are a very cost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Q resolution of the SANS experiments[11]. Currently the refractive focusing optics
are installed and being used at the NG3/NG7 30m SANS at NIST. Compared with a
regular pin‐hole SANS, the intensity gain of focusing lenses are greater than one
‐1

order of a magnitude at a minimum Q of 0.001 Å . Using the focusing lenses the
achievable minimum Q of NG7 SANS is reduced from 0.0015 Å‐1 to 0.0008 Å‐1. The
picture of the multiple biconcave MgF2 lenses installed at the last guide section of
NG7 is shown in Figure 30

with its performance.

The refractive focusing optics have been decided on and they will be installed at the
last guide section of the 40 m SANS at HANARO.

Figure 30. Multiple MgF2 biconcave focusing lenses installed at NG7 SANS at
NIST.

‐ Polarized neutron
Polarized neutron is also considered. Even though the study of a magnetization
distribution is possible with an unpolarized beam in the case of magnetic and nuclear
scattering intensities are in the same order, with a polarized neutron, ad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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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becomes available without analyzing the polarization of the scattered
neutrons. Moreover, the weak magnetic scattering from large nuclear scattering
intensities can be separated using the polarized neutron[12].
The conventional bender type polarizer is hard to implant in the SANS instrument.
The transmission polarizer and spin flipper were installed in the SANS instrument V4
at HMI and they are being successfully used for studying magnetic materials. The
empty space in the 4m first guide section will be used for this option. The
transmission polarizer and spin flipper are sequentially installed in the guide section.
In order to use this option, a weak magnetic field is maintained between the
polarizer and the sample stage. The installing method of the permanent magnet
along the collimation system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llimator system design.
b) Instrument control
All the instrument controls required for the instrument configuration setup and sample
changer should be automated, carefully sequenced and interlocked with a quick
shutter to minimize the moving time and unnecessary neutron exposure to a detector.
For a precise movement, most of the moving parts will be equipped with a stepping
motor and encoder system.
c) Materials
For the possible polarized neutron option or possible interference in the magnetic
field experiments, the SANS instrument should be made of non‐magnetic materials
such as stainless steel and aluminium.
d) Ancillary equipment
For the SANS instrument to be versatile and valuable to a wide spectrum of
scientific and engineering research, it is essential to be equipped with various sample
environments. The following is a list of identified sample environments so far.
Circulating thermal bath (‐10 ~ 80 C)
Heating block (Room ~ 300 C)
Furnace (up to 450 C)
Orange Cryostat (1.7K ~ )
Closed Cycle Refrigerator (4K ~ )
Shear/Rheology
Electromagnet (Perpendicular/Parallel to neutron beam)
Horizontal field superconducting magnet (9 Tesla, 1.5K –
Vapor adsorption device for por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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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Data acquisition should be automated and user friendly. Also it needs to be flexible
to accommodate various home‐made or user defined sample environments.

The strategy for the data acquisition program has not been decided on as yet, but
there are two choices being considered. 1) To develop it using a commercial flat
form such as MATLAB and IGOR, or 2) to borrow from other neutron facilities. While
option 2) will reduce the burden of the program development, it may restrict the
flexibility of handling or modifying the instrument control. In the long run, option 1)
would be better.

For this purpose, we need a highly qualified programmer.

Since a

few instruments are being developed at the same time, it is recommended to have a
certain standardization of the instrument control and share a programmer or
programmers.

Data reduction and standard data analysis procedures should be provided to users
and they should be user friendly. Currently, an IGOR based data analysis program
developed at NIST is widely used in Korea. Whether to use the NIST IGOR program
or to develop a new one has not been decided on as ye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NIST IGOR is fairly user friendly and has a good reputation, it may be a good
option to borrow the program in the beginning, as it will reduce the large amounts of
efforts on this matter. For this to be the case, some modifications of the program
should be made but they will be relatively minor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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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JECT BASELINE
2.1 TECHNICAL BASELINE
The overall capability of the state of the art SANS at HANARO should be comparable
with or better than the best SANS instruments in the world.

The reference instruments

are the NG3&NG7 30m SANS at NIST and the D22 40m SANS at ILL.

2.2 COST BASELINE
The itemized cost estimation for a 40m SANS is given in Table 7. The revised budget
is higher than the first draft budget. This is mainly due to the change of the instrument
2

design from a 30M SANS to a 40M SANS with 100 x100 cm .

However, if the

removable guides are made in house which is being considered seriously, there will be
a significant cost reduction and the total budget may become similar to the original one.

Table 7. Itemized Budget for the 40m SANS at HANARO
Budget(1,000 KRW)
50,000
100,000

Items
Conceptual design
Detailed design
Capital costs
Bunker
Neutron velocity selector
Beam
shutter,
monitor,
attenuator and etc
Collimation system
Sample stage
Detector
Detector vessel
Control system and network
Sample environments
Vacuum system
Installation
Staff Salary (14.3 M/Y)
Travel and IAC meeting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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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000
150,000
300,000
10,000

Budget (US$)
50,000
100,000
3,610,000
150,000
300,000
10,000

900,000
100,000
600,000
800,000
150,000
100,000
120,000
300,000

900,000
100,000
600,000
800,000
150,000
100,000
120,000
300,000

765,000
50,000
4,495,000

765,000
50,000
4,4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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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CHEDULE BASELINE
The instrument development schedule consists of 6 phases : planning, conceptual
design,

detailed

design,

procurements

and

component

testing,

construction

installation, and commissioning. The project schedule in detail is shown in Table 8.

Table 8. Development schedule for the 40 m SANS at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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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NAGEMENT
3.1 INTRODUCTION
The development of a state of the art SANS which is a 5‐year project is a collabo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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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of HANARO and KAIST. Therefore, the human resources in the two institutes
should be properly allocated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ersons involved should be
clearly defined. Also, an efficient communication mechanism should be made and
maintained.

Since the SANS will be a world‐class user instrument, it is required to reflect the
demand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ies. Therefore, the project
should build and maintain good communications with user communities and a strong
SANS user promotion program should be properly organized and maintained.

The design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SANS instruments in operation or under
development in the world should be thoroughly studied and ways of utilizing the
experiences of those instruments should be properly setup.

The project should be progressed in a timely manner and th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should be efficiently allocated.

3.2 IDT/IAT PROJECT MANAGEMENT
The members of the Instrument Development Team (IDT) for the 40m SANS at
HANARO and their responsibilities are shown in Table 9.

The IDT should meet regularly to address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nd discuss the
issues involved. The regular meetings include 1) weekly, 2) monthly, 3) quarterly, and 4)
yearly meetings. All the meetings should be documented and the results shared with the
personnel involved. In the yearly meeting, the project’s progress and the issues involved
should be conveyed to all HANARO staff and the SANS user group.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instrument advisory team (IAT) are identified and given in
Table 10 and Table 11 respectively. The international IAT meeting is held in Korea or
overseas to incoporate world‐class scientific and technical expertise into the project. The
domestic IAT meeting will be held at least once a year throughout the project to gather
scientific and technical expertise and to promote a strong scientific user program. The
domestic IAT should be expanded to cover more scientific area such as engineering and
biology.

- 41 -

HANARO

KAERI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Table 9. Instrument Development Team for the 40m SANS at HANARO
Position
Principal Investigator

Name and Institute
Sung‐Min Choi

Responsibilities

(KAIST)

Decision on the top level specifications for
the SANS to be the world class instrument

Project management

Promotion of a scientific user program for
SANS

HANARO

Staff

Instrument

Scientist

Young‐Soo Han
(KAERI)

Supervision
of
KAIST
dedicated to the SANS

personnel

Co‐work with PI for
instrument specification

top

the

level

Identification of the detailed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the SANS to achieve the
top level specification
Supervision of Engineering Group
achieve the top level specification

to

Co‐work with PI to promote a scientific
user program for SANS
Post‐Doctoral Associate

TBA

Graduate Student

Tae‐Hwan Kim

Assistance for the instrument design

Ji‐ Hwan Lee
Dong‐gil Hwang

Participation in experimental research

Mechanical Engineers

Participation in the instrument design and
construction

Participation in experimental research

Designing and
components

(KAERI)
Electronic/Computer Engineer

TBA

University Group

TBA

Drawing

the

mechanical

Component machining
Designing
and
constructing
electronic and computer systems

the

Co‐work with PI to promote a scientific
user program for SANS
Table 10. International Instrument Advisory Team for the 40m SANS at HANARO
Name

Institute

Comments

Charles J. Glinka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USA)

Standard

and

Paul D. Butler

National

Standard

and

Institute

- 42 -

of

Formerly staff scientist

HANARO

KAERI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Technology (USA)

to develop 35m/40m
SANS at ORNL

Roland May

Institute Laue‐Langevin (France)

Albrecht Wiedenmann

Hahn Meitner Institute (Germany)

Elliot Gilbert

Australia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 (Australia)

Table 11. Domestic Instrument Advisory Team for the 40m SANS at HANARO
Name

Institute

Comments

Mahn Won Kim

Physic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ong‐Doo Kim

Chemistry, KyungHee University

Kookheon Char

Chemic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Baek seok Seong

HANARO, Korea
Research Institute

Atomic

Energy

3.3 IAT MEETING
st

The 1

th

IAT meeting for 40M SANS instrument was held from April 14

th

‐ 15 , 2005 in

KAERI. Paul D. Butler, Roland May, Albrecht Wiedenmann, Elliot Gilbert, Sung‐Min Choi,
Young‐Soo Han and Tae‐Hwan Kim participated in the meeting. Paul D. Butler, Roland
May and Albrecht Wiedenmann presen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SANS instruments in
ORNL, NIST, ILL and HMI. Elliot Gilbert presented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ANSTO SANS instrument. Sung‐Min Choi and Young‐Soo Han presented the conceptual
design and planning on the HANARO 40M SANS instrument. The meeting minutes and
a the meeting report of the 1st meeting are included in the Appendix.

3.4 PROPOSAL FOR THE 40M SANS INSTRUMENT USERS PROGRAM
The 40m SANS at HANARO is a major user instrument and it should have a strong
user program. For the user program to be successful, there are three requirements.
Firstly, the 40m SANS should be provided with highly qualified instrument scientists and
technical supports. Secondly, the instrument beam time allocation should be fair to users
of various levels. Thirdly, a practical SANS training program should be offered for
graduate students and first‐time users.

Since 2001 there has been a SANS user program for the 8m SANS at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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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re are two instrument scientists for SANS but due to other various
responsibilities their workload is highly overloaded. The 8m SANS beam time is
allocated primarily to the users who have HANARO user promotion grants from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which are granted yearly.

The remaining

beam time is used for internal research and instrument maintenance. Some beam time
is allocated to users who don’t hold grants from MOST.

While the grant based beam

time allocation has been successful to promote the domestic SANS user community,
once the 40m SANS instrument becomes available, a new user program should be
organized.

Staff Instrument Scientists
As indicated above, the most important asset of the successful user program is highly
qualified staff and instrument scientists with proper technical and engineering support.
Considering the examples at the major neutron facilities in the world, two highly qualified
staff scientists, one post doctoral associate and one technician seems to be the minimal
requirements to maintain and improve the 40m SANS at HANARO and to assist users
efficiently. The instrument scientists should be scientifically and technically knowledgeable
and vigorously outreaching for possible users.

Beam time allocation
The beam time allocation should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1) general user beam
time, 2) internal beam time. Currently the percentage of each beam time has not been
determined as yet.

For the fairness of a beam time allocation and the success of the experiments, the
general beam time should be allocated by two‐step reviews of the experimental
proposals, an internal review by the staff scientists for a technical feasibility of the
experiments and an external peer review for a scientific merit. For fairness, the external
peer review committee for the 8m and 40m SANS should be formed through the Low‐Q
user group of the Korean Neutron Scattering User’s Association which was formed in
May 2003. Since the usual beam time proposal review and allocation takes few months,
some of the beam time needs to be available for a quick access by external users
when necessary.

The internal beam time is crucial to keep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instruments
and the research capabilities of the research of the staff scientists and post doctoral
associate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entatively 5 yea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IDT are entitled to use a pre‐defined percentage of the internal beam time.
The internal beam time should be also used for the SANS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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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Training
Currently HANARO provides a neutron scattering training course which includes all the
instruments available at HANARO.

However, as the number of instruments available

increases, more specialized training courses need to be developed and provided.

The practical SANS training course should be held once a year for the first two year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40m SANS and every two years thereafter. This course
should provide the basics of a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and hands‐on experience
of the SANS experiments and data analysis. This will be a crucial part of promoting the
general user group.

Through the user program of the 8m SANS at HANARO, currently a few strong
domestic user groups have been identified and vigorously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to
promote the SANS program.

However, professional SANS users are only a few and

some special training programs should be formula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rofessional SANS users. One way is to provide the core group more beam time for the
8m SANS and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to perform experiments at the major
neutron facilities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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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ppendix
Report on the first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the development of a 40m SANS instrument at HANARO

y

The International Advisor

j

Team(IAT) met for the first time at Dae eon,

b

Korea, on April 14 and 15, 2005. Its mem ers are

Paul Butler, ORNL and NIST
Dr. Elliot Gilbert, ANSTO
Dr. Roland May, ILL
Dr. Albrecht Wiedenmann, HMI
Dr.

y

The IAC meeting disposed of a draft document for the la out and planning

w SANS instrument to be constructed at the planned cold source of
the HANARO reactor of KAERI at Daejeon.
Our hosts gave us an
opportunity to visit the current installations and the site for the construction
of a ne

of the planned guide hall.

with

The meeting started

b

w

reports of the IAC mem ers on their o n

which they commented on the reasons for their
choices and explained the particularities. Thi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view aspects of the choices and their advantages and drawbacks in an open
discussion that was also felt to be profitable for the already built instruments
instruments and facilities, in

and those under construction. The procedure also avoided a repetition of the
treatment of the same topics.

HANARO SANS project by Sung Min Choi, based on
the draft document, followed.
A presentation of the

Remarks and conclusions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The IAC

was

impressed

j

by

acceptation of the pro ect.

the thorough presentation and recommends the
The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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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made for the most recent SANS instruments at other
reactor sources worldwide, and care was taken to learn from the experience
that was gained during their construction and use.
choices that

Budget
The total

budget

of 4.5 M USD is considered to

be

b

a reasona le estimate,

but some of the cost details need revision:
• The amounts foreseen for the detailed design (fabrication drawings?) and
for the beam shutter/ attenuator/ monitor system are underestimated
• The contents of budget item Sample Environment need to be defined
• The vacuum system should appear as a separate budget item
Organisation

j

be named who can dedicate at least 50% of his time
to the project. The role of the Principal Investigator should be that of a
chaperone. 30‐40% of the time of a mechanical and 20‐30% of the time of
A pro ect leader should

an electrical engineer are required.

Schedule

j

y estimated and could even be
shorter. The procurement period of only one year though is too short. The
term “detailed design” should be clarified (fabrication drawings?). The share
of in‐house and external fabrication and construction need to be
The overall duration of the pro ect is correctl

distinguished.

Recommendations concerning the instrument position and layout
Instrument position
The vicinit

y

of TAS is seen as a dra

better alternative.
Coll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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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of economy it is preferable to have
length. Natural nickel coating is the best

At appears that from the point of vie
collimation sections of identical
choice

with respect to cost and performance.

Detector

y‐line type detector proposed will not achieve the count rate
required. A tube‐array detector is a better choice and could be developed in
‐house
The dela

General remarks

When developing devices that can also be purchased off the shelf, personnel and
hidden costs must be properly considered. If this is not an issue, there is still
the risk of delays in procurement. The design of all items should be made with
future upgrades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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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자문회의 회의록
Meeting minute of 1st IAT meeting
1. Status of ORNL and NIST SANS

by Paul Butler

A. General status

-

35m and 40m SANS instruments are being installed at ORNL

-

Two 30m SANS instruments are operating at NIST.

The 8m SANS has been

decommissioned while a modern, new, 10m SANS, originally designed to replace
the old 8m, has been completely constructed and the parts received.

However,

installation of the 10m instrument is on hold pending identification of operational
funding.
B. Bunker

-

An Auto‐protective shutter made of Li6 is installed to protect detector from high
count rates is used at NIST and is planned for ORNL.

-

The Auto‐protective shutter is moved by a motor driven only by software.

-

A Manually controlled beam shutter to isolate the sample area during sample
changes is located inside the bunker.

At NIST the auto‐protective shutter and

attenuators are located outside the bunker while at ORNL discussions are ongoing
as to whether to place them inside or outside.

Attenuator material in both cases

is plexiglass.
-

-

Attenuator set up position
Ø

Inside bunker :more difficult for maintenance but no shielding is needed.

Ø

Outside bunker : easy maintenance but shielding is needed.

Regardless of Attenuator position, ORNL is still considering leaving a 10cm gap
between the bunker shielding and the start of the collimation for future use
(original design called for the collimator casing to directly abut the velocity
selector shielding bunker).

-

(Consideration of 10m SANS by Paul): Move 10m SANS to NG6 and replace
velocity selector with supermirror bender, basically band pass filters. Four of them
in the guide translating vertically to select single wavelength band.

Expectation is

that one of the options will be for a very narrow Δλ of only a few percent. This
also allows the installation of a good SANS instrument without using an end guide
position.
-

Both NIST and ORNL have opted for the Mirrotron velocity selectors which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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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rotation speeds and longer path length (guide break à intensity loss) for
ease of maintenance.
for maintenance/repair).

ORNL design includes rail system to slide the selector out
ORNL is purchasing one of the new high transmission

(90%), velocity selectors with a band pass range of 5‐12% to be installed on one
of the SANS machines (other selector and spare have 10‐40% as at NIST with
only 75% transmission)
C. Collimation

-

Final 3m of collimation boxes have no guides at NIST.

Guides fill the ORNL

collimation boxes.
-

Conical supermirror in end section could increase the neutron flux

-

Sapphire and silicon(111) window has better quality than quartz window regarding
transmission and unwanted scattering.

Sapphire is used at the end of the

collimator for transparency to light allowing the use of an alignment laser. Silicon
is used at the entrance to the post sample flight path as it is a larger window and
it is difficult to obtain sapphire in that size with the quality necessary for low
scattering background.
longer term.

Sapphire is however being considered for ORNL in the

Also use of “witch’s hat” to reduce the area of window needed is

being considered.

Al is used as the window material at

the entrance to the

collimator
-

Thin pre‐strained Al can also be used as a window material.

-

Shielding plates are installed between guide boxes.

The gap between the guides is

of the order of 1 inch (2.5cm) in both the NIST and ORNL cases.

Each inter‐

guide shielding plate has a hole slightly larger than the beam and serves to
minimize background scattering.
-

Source aperture size is fixed whenever guides are used. When no guides are used,
NIST has 3 source aperture selections which are computer controlled.

ORNL is

contemplating a larger selection of source apertures, but may just use the NIST
design.
-

One of the NIST SANS includes a polarizing option.

This has been rarely used

at NIST.
-

TISANE option will be installed on one of the NIST instruments this year.(made
by Julich)

D. Sample area

-

Design of the new 10m SANS, includes a vacuum chamber which translat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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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side over a fixed Huber table. The old 30m instruments at NIST have a
fixed Huber directly upstream from a fixed vacuum chamber decreasing the
maximum Q available.

The ORNL design is still in progress but will include a

removable vacuum chamber.
-

Sample space for ORNL SANS is 2m
Ø

Large special equipment is usually not designed for scattering experiments and
so user would have to adapt it anyway (Roland)

-

Wedge action z translator is contemplated for the ORNL SANS.

-

Sample apertures are manually changed at NIST.

ORNL is considering a

motorized stage for the sample apertures.
-

High angle detector bank is not needed.

Experience at NIST which originally

included a high angle bank on one SANS as well as thoughtful consideration of
the issues indicates that high angle banks make most sense for time of flight.
E. Detector vessel

-

Originally 3 beam stops and a He3 transmission detector were installed at NIST.
The transmission detector was replaced with a 4th beam stop to match the new
focusing optics. ORNL planning on 4 beam stops at outset.

-

He3 pencil detector for transmission monitor had been installed but was removed
because of motor and electronic problems.

Both NIST and ORNL continue to

think about how to implement a reliable transmission measurement system and are
evaluating the IPNS solution.
-

Material for detector vessel is Aluminum at NIST and non‐magnetic stainless steel
at ORNL.

-

Both the NIST and ORNL detector vessels are lined on the inside with Cd.

The

NIST vessels are also lined on the outside with about 3 inches of a wax and
borax mixture.

The need for this was assumed based primarily on the straight

guides coming into the guide hall, but was never verified.
no external shielding in its original design.

ORNL has opted for

External shielding may be added later

in the event that fast neutron background is determined to be an issue.
F. Detector

-

21000N Ordela detector is adopted at ORNL.

NIST is using the previous 2660N

(64x64cm version but same electronics as the 1mx1m 21000N)
-

Actual count rate of 21000N detecter with 10% deadtime is around 100kHz
Note added:

Since the meeting at HANARO, the ORNL team believes th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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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identified the discrepancy between the stated 1MHz saturation and the measured
saturation of about 350kHz and thinks it may be able to correct this.

If so the

effective count rate should rise to 300‐400kHz.
Instrument control and data aquisition
-

Data acquisition‐ORNL standardizing on SPICE(written in Labview), but SPICE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TAS.

Currently NIST is committing to its own in

house development of ICE/DALI for its new acquisition system.
-

ORNL is also considering DAVE(IDL), but not for SANS.

For the present, NIST

will continue to develop and rely on the IGOR macro packages for SANS
reduction and analysis.

ORNL will probably use these for day 1 operation as

well.

2. Status of ILL SANS

by Roland May

A. General

-

D22 uses upper part of guide with 12 cm height (lower half: IN15).

-

Neutron flux at sample position was measured by gold foil activation method at
10A and 1.4m. Flux‐sample to detector distance‐wavelength data scaled accordingly.

B. Bunker and collimator

-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space HMI SANS chose rotating collimator. D22 also
chose rotating collimator, and took over the mechanics of the HMI solution (same
company), but changed lengths of guide sections

-

Rectangular aperture
Ø

30% more intensity than circular aperture

Ø

Smearing at lowest q region insignificant and can be reduced by apertures at
the longest collimation

-

ASTRIUM NVS has good angular transmission and compact size, but because of
high speed, the bearing could be changed annually. ILL NVS was clamped to
avoid shaking.

-

ILL uses Cd or Gd sheet with small holes as attenuator. Plexiglass may suffer
from radiation damage.

-

Series of connected tubes for extending vacuum to sample position with precision
pins to prevent rotation. There is one antiparasitic aperture. Re‐install bayonet
mounting with length adjustment avoiding aperture rotation by a groove.

-

At the moment, the sample aperture is changed manually.

- 53 -

HANARO

-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KAERI

Automatic change of sample apertures would be valuable for using lenses so that
sample aperture size can be increased.

C. Sample stage

-

2 cryostats are provided, a special SANS cryostat with sapphire windows, and a
thin‐tail cryostat; standard Orange cryostats can also be used.

-

Robot for radioactive samples.

-

Air gap of sample area is small, so vacuum chamber not used frequently.

D. Detector vessel and detector

-

Asymmetric nose piece because tank asymmetrical. Offset distance is 25cm.

-

Scintillator considered for beam stop monitor but difficult to find appropriate
setting for all collimation lengths due to limited dynamic range.

-

Apertures of increasing size for no change in collimation for fixed diameter at ILL
to check performance. Previous ILL detector worked at 100 kHz and had to work
at longer collimation distances. ILL new detector 6 MHz (with 10% deadtime) (2
microsec dead time on single tube). Flattening‐off deadtime is 30 MHz (20% of
this). Can measure direct beam but avoid becausethere is a potential risk of
damage if used with inappropriate wavelength, collimation and distance settings.

-

Only 3 of the individual detector tubes were lost, 2 prior to installation in the
tank, one shortly after begin of operation; in multitube detector, risk is individual
wire breakage, but considered unlikely to happen. 15 bar pressure so v. good
resolution – ion cloud smaller. 30 m long cables; losses are different for high and
low pulses. Microprocessor for calculating position pf events also corrects

edge

effects. Resolution in x direction is better than old detector because one knows in
which single tube events take place. Y resolution is similar.

3. Status of HMI SANS

by Albrecht Wiedenmann

A. General

‐ Construction of 2nd SANS instrument is scheduled in HMI.
B. New developments
-

New detector electronics for 64*64 wire LETI type He detector with 1cm spacing
buit by MESYTEC company Munich.New localization mode takes into account
three neighbour wires and uses an interpolation technique: Now we use 12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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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s . Effecticvely the intrinsic detector

resolution is

8 mm ,i.e. we gained

really in resolution.
-

Secondly, the electronics can be operated in list‐modewhere
stamped in

time and position. For

each neutron is

time‐resolved measurements we can regroup

the data in time stamps and even pixel stamps in a flexible way after the
measurement. We do

not have to set

a fixed time slice before the experiment.

Eg. We can regroup the same data in time slices of 100 ms and 128*128 pixels (
if the statistics is good enough) or in 100 ms in 64*64 pixels, or in 128*128 in
time slices of 1 sec or 100 s if we see that there was no dynamical effect. ( or
every combination you want). The list mode data are transformed

after the

experiment to histograms using our BERSANS data reduction software, data
treatment is done in the usual way pixel by picxel.
-

Thirdly,

effect of the new detector electronic. The electrical power is now about

20 W i.e. no cooling is needed –we removed the cooling system inside the
detector electronic
C. Instrument detail

-

Lift detector by 32 cm at front position to extend q range – no space to go
sideways.

-

Sample vessel 800 mmVessel always connected to both chambers but limited size

-

Staiínless steel and Alu was used for all constructions in 2 m distance of the
sample. Very important when cryomagnets are used.

-

Standard sample environments are sample changer (temperature control 0‐90°) with
14 positions, electromagnet with sample changer 14 positions

and heater up to

400°C, both being installed in the vessel and all windows can be removed.
-

For other sample environments sapphire windows are used and the cryostats ,
cryomagnets (16T) with dilution

sticks , furnaces

(1800°C) pressure cells,

rheometers and special devices ar mounted on a turntable installed permanently in
the vessel, Gonimeters
-

Suggestion not to use fixed vessels: Needs adaption of sample environments to the
fixed geometry‐expensive and limiting.

-

Laser and light source for sample adjustments installed in one of the empty
collimnator tubes at 4m from sample ( we use a

mirror in the tube and the laser

and light is outside the vacuum tube.
-

Chopper – wavelength calibration – considering replacing for TISANE or some
resolution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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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 devices in magnetic field –cone‐plate with neutron and field parallel

D. Polarization option

-

V‐shaped 1.8 m in length equivalent to s.m. of 3.6 m – saves space Suipermirror
Co‐Fe on Si

m=2 – inserted into

natural Ni neutron guide. In front of

sm n 2

m of Ni guide.
-

For polarisaer, 1 kG magnetic field is required. No requirement for additional
magnets around spin flipper because using residual field from around polariser. 6
cm diameter coils.

-

(Spin flipper) Working in vacuum – 5 min on / off to minimise heating effects
(switch off at 120 C anyway) – winding around ceramic coil – avoid all gaps –
could remove all gaps (heat resistant and could put coil around guide therefore
avoid gap.

-

s.m. = m = 2 for polariser, 7 x 100 mm 1kG field.

-

Adjust m value to critical angle for substrate = Si (0.7). Could it principle make
zero e.g. Fe – Co but would be left with substrate.

-

Putting polariser in guide means that keeping down neutrons for which the
divergence is below the critical angle of the sm

and which are reflected at the

sm –these neutrons would be lost in the transmitted beam

when sm is not inside

a Ni guide.In a Ni guide these reflected down neutrons will be reflected at the
natural Ni guide and hit again the sm but now the angle with respect to the
has increased by

sm

a ‐if this new angle is larger than the critical angle for down

neutrons they are transmitted and hence they will increase the flux of the
transmitted down neutrons…In any case the maximum divergence for the down
neutrons is alwayss below the critical angle of the natural Ni and hence these
neutrons are never lost on the way to the sample as long as Ni guides
collimations 1,2,4,8

I.e for

that would otherwise be lost. Discussion on whether these

neutrons are subsequently lost anyway as the divergence has increased by virtue of
reflection. Albrecht indicates not. Of couse if you use collimation 12 m (I.e. no
neuton guide Is In the beam) your divergence is defined by the pinholes alone.
But the Interesting point is to increase

the intesity of down neutrons for short

collimations. 35% transmission, theoretical limit is 50%. Actually, approximately
40%.
-

Iron

rods around tubes with

small RE magnets above and below. Guide field in

the neutron tube 10 Gsd.
-

Adjust magnetic field by trial and error – did not calculate – could use 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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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le and Hall probe to ensure that there is no zero field in the neutron beam.
-

POLARISATION

analysis using

3

He filters. The filter cells will be installed

behind the sample with a external filling device. Under construction.

4. Status of ANSTO SANS

by Elliot Gilbert

A. General

-

Instrument development team meeting and reporting is performed every two
months, external review is performed every six months.

B. Post guide and bunker

-

Upper and bottom guides are m=3, while side guides are m=2.
Ø

-

For m=3 guide, shielding is essential.

ANSTO SANS uses upper part of guide(5cm) with 20cm height. Lower part of
guide(15cm) is dumped.
Ø

Lower part of guide should be used. Using lower part neutron, other
instruments could be installed.

-

Attenuator is located inside the bunker for radioactive protection.

-

Astrium selector is chosen. In house maintenance of bearing is scheduled.

C. Collimation

-

Guide is heavily shielded by lead or concrete based on activation calculation. In
guide hall, below 3 mSv/h should be kept for all components.
Ø

Normally, guide shielding is not necessary. Activation calculation should be re‐
examined.

-

Gap between collimator section is 8mm in ANSTO. For installing the anti‐parastic
sheets, certain size of gap is needed.
Ø

For rotating collimator system, the anti‐parastic sheet is not needed, so gap
between collimator sections is only 2mm in HMI. The effect of gap size
should be calculated carefully.

-

Collimator box is made by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is cheaper than aluminum.

D. Sample stage

-

Position encoded rail is installed parallel to beam direction.

-

Two concentric empty tube is installed at the end of coll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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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etector vessel and detector

-

The vessel is made by stainless steel and the thickness is 8mm.

-

Ordela 21000N is chosen. The 21000N is only commercially available detector
with the size of 1m x 1m.

5. Status of HANARO SANS

by Sung‐Min Choi and Young‐Soo Han

A. Instrument layout

-

TAS should be separated from SANS. SANS and TAS are too close positioned.

-

The position of 40m SANS is possible to consider at the end of CG1A guide.

B. Project schedule

-

Procurement period is too short. It is impossible to buy all components within 1
year.

-

The term “detailed design” should be carefully defined. Generally, detailed design
means that which the company performs for fabrication of specified components.
Classification is needed between in house design work and company’s work.

-

IDT(Instrument Development Team) organization.

-

At least one person involved over 50% resource is essential.

-

In established IDT organization, PI’ role is limited because giving up other
task(teaching and other work in university) is impossible in present situation.

-

30‐40% resource of mechanical engineer and 20‐30% resource electrical engineer
are required.

D. Budget

-

Total sum is O.K. but money for some items is insufficient.

-

Money for “detailed design” is two small.

-

Money for “sample environment” is meaningless without selecting specified
environments.

-

Money for vacuum system should be added in the budget separately.

-

Money for “beam shutter/monitor/attenuator” is too small.

E. Bunker

-

The gap between bunker and collimator should be reduced to 10cm.

-

Installation of attenuator/quick shutter setup inside the bunker is better than outside
bunker.

-

Neutron activation in NVS should be considered and the thickness of the bu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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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be decided after calculation.
-

The type of bunker door has several options. Considering space and inside
equipment, the type of bunker door could be decided.

-

For controlling quick shutter, pneumatic control is fair choice compared to stepping
motor control.

F. Collimation

-

The beam height of 1.5m is O.K. The beam height over 1.5m is also O.K.

-

Same length of collimation sections is better choice. 4m length first section is not
needed.

-

DC motor/absolute encoder should be considered. This setup is more useful and
cheap choice compared to stepping motor/encoder.

G. Sample stage

-

Sharing sample chamber and sample table is fair decision. The sample stage
designs of 10m SANS at NIST and SANS at ANSTO are good references to
HANARO design.

8. Detector vessel and detector
-

Big door like ILL SANS is useful to maintenance of inside components(Roland)

-

Big port feeding through all cables located in bottom is useful(Roland)

-

In detector vessel at ORNL SANS, several viewing port and the port used for
laser distance measurement are equipped.

-

Selecting the detector, the neutron flux at sample position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In ILL, the count rate of some protonated samples exceeded 250,000
counts/sec, so ILL started to develop the new detector having high count rate
capability.

I. General comment

-

Simple design is required for considering upgrade.(Albrecht)

-

Considering cost and performance, collimator guide should be made with natural
Ni. (Albrecht)

-

If Hanaro considers developing its own detector, a single tube array detector would
be the best choice. The delay line type detector which Hanaro is about to
develop is impossible to exceed the count rate of 500kHz.(Albrecht)

-

In house development of essential components is good for cost aspec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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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imes this is risky decision for completing the project on time (Roland and
Elliot).
-

Paul Butler: true cost of ownership includes all personnel cost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s well as a variety of other hidden costs.
not truly cost effective to develop an off‐the shelf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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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Meeting Minute
작성자

한영수

일자

2005년 11월 1일

장소

미국 NIST
문서번호
HAN‐NI‐MN‐840‐05‐007
Dr. Charles J. Glinka, Dr. Paul D. Butler, Prof. Sung‐Min Choi, Dr. Young‐Soo
참석자
Han
일시
2005년 7월 11일
제목: Advisory meeting for the development of 40M SANS instrument with Dr.
Charles J. Glinka and P. D. Butler

Summary of the Discussion on KAERI 40M SANS Instrument
Participants :

Dr. Charles J. Glinka
Dr. Paul D. Butler
Prof. Sung‐Min Choi
Dr. Young‐Soo Han

Guide layout
‐ Since the simulation results were obtained assuming the ideal conditions, the simulated
flux at sample position of the HANARO 40M SANS shown of 5x107 n/cm2·sec may
be reduced with a factor of 2. According to the experience in NIST, the neutron flux
is reduced 0.5% per meter of the guide.
‐ Based on simulation results, the radius of the curvature of 800m is desirable for the
curved guide of 40M SANS.
Design
‐ Spending a lot of time for in‐house design work of the components is undesirable.
The fabrication design work which is performed by the engineering company takes
some time, thus reducing the in‐house design time is recommended.
‐ The collimator box can be made both of non magnetic stainless steel and aluminum.
Even if there is a plan for installing the polarization options, using the non‐magnetic
material for the supports of the collimator box is not necessary.
‐ If the NVS is located in the guide hall bunker, there is a advantage for reducing the
background, but maintenance work could be very difficult.
‐ In the 10m SANS design in NIST, sample vacuum box is design to move
perpendicular to the beam direction, so the access to sample area is limited to one
side. However, the access to both side of the sample area is not required.
Components
‐ Delay line detector is highly gamma sensitive, so it causes the strong gamma back‐
ground. The Ordela 1m x 1m detector have disadvantages. The maintenance of the
Ordela detector is not easy and the performance of the detector is insufficient to meet
the manufacturer’s specification. The tube array type detector used in ILL D22 is
better choice.
‐ Because the length of the Astrium NVS is shorter than that of the Mirrotron N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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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vergence of the neutron beam after the Astrium NVS is higher than that of the
Mirrotron NVS.
Software
‐ The software work including the instrument control and the data acquisition should
start at least 2 years before the end of the project. Full time software engineer should
join the project during that time.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the part time
software engineer join the project at the moment. The software part of the SANS
project can be discussed with in‐house software engineer and the instrument scientist.
Without software engineer, this part of the work can not proceed.
Human resources
‐ At the moment, only 1 full‐time equivalent people are joining in the SANS
development project(10% of Prof. Choi, 60% of Dr. Han, 30% of Mr. Hwang). At
least, 2 full‐time equivalent people is required for progressing the project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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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Meeting Minute
작성자

한영수

장소

일본 Kyoto

참석자

문서참조

일자
문서번호

2006년 08월 14일
HAN‐NI‐MN‐840‐06‐001

일시
2006년 7월 11일
제목: 3rd IAT meeting for the development of

40m SANS development at

HANARO

Final
The 3rd International Advisory Team Meeting
for the development of a 40m SANS instrument at HANARO
Date and Place: 19:00‐22:00, July 11, 2006, Kyoto, Japan (during SAS 2006)
Participants:

Dr. Paul Butler (NIST, USA)

Dr. Elliot Gilbert (ANSTO, Australia)
Dr. Albrecht Wiedenmann (HMI, Germany)
Prof. Sung‐Min Choi (KAIST)
Dr. Young‐Soo Han (KAERI)
Prof. Robert Briber* (U. Maryland, USA)
Dr. Lionel Porcar* (NIST, USA)
* Observers

Agenda: Review of Current Status of the 40M SANS Instrument Project at
HANARO

The current status of the 40m SANS instrument development at HANARO
was reviewed by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The followings are
the report by the 40m SANS development team and the comments from
the IAC members.

Project Schedule
Report:
Due to funding problems, the HANARO CNRF project including the 40m
SANS project has been delayed by 2 years (from a 5 year project to a 7
year project). Therefore, the schedule of the 40m SANS development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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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modified accordingly and the expected completion of the 40m SANS
is changed from April 30, 2008 to April 30, 2010. We expect (hope) that
main funding becomes available next fiscal year which starts on May 1st,
2007, which will allow us to start the procurement for major components.
Comments:
The

time

from

the

beginning

of

procurement

until

the

completion

(beginning of user service) of the 40m SANS is about three years. This
is very tight schedule. Especially, if some major components are to be
developed in house, the remaining time is not sufficient.

Design work
Report:
While conceptual design work has been finished, the detailed design work
has not been progressed sufficiently since the 1st and 2nd IAC meeting in
April and December, 2006. This is mainly due to the insufficient
engineering support, especially in CAD engineering. Currently, the project
gets unofficial CAD engineering support from other in‐house group.
Comments:
1) Considering the experience at NIST and ANSTO, spending long time
for detailed in‐house design work is not so useful. Even if the
contract for component fabrication is impossible this fiscal year,
contacting possible venders should be started as soon as possible.
This will allow the project to start procurement once funding becomes
available.
2) All the details of all the components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and
described in written form. Small missing points often result in serious
problems for the construction of instruments.

Procurement Plan
Report:
In the current project schedule, all the procurements need to be done in
one and half years.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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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procurement time is very tight.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procurement usually takes longer than expected.
2) Detailed planning for procurements, including when and where to
purchase, should be prepared in well advanced time. To minimize the
procurement time, it should be done this fiscal year and at the same
time, contacting venders needs to be started as soon as possible.

Collimator Mockup Test
Report:
One section of collimation system has been designed by the instrument
development team and fabricated in a full scale by an outside company. It
is being tested for vacuum integrity, mechanical movement, and etc.

Comments:
The test collimator section, especially the motor controlled moving part,
should be tested extensively.

Detector
Report:
A 64 cm x 64 cm two‐dimensional detector (delay line type) has been
developed in house and tested at the 8m SANS beamline at HANARO.
According to the current preliminary test, the measured spatial resolution
of the detector (~0.5cm) is comparable to or slightly better than ORDELA
2660N. However, the efficiency of the detector is rather lower than
ORDELA 2660N. For the moment, we have not decided whether we will
develop a 1m x 1m 2D detector in house or purchase it.
Comments:
1) For delay line type detectors, localized high count rate may cause
saturation and may underestimate the efficiency of the detector.
Therefore, the test results should be carefully re‐examined and a new
test with different beam condition is recommended.
2) If the instrument development team decide to purchase a 1m x 1m
detector, the ORDELA 2100N is the only choice at th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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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recent track records of the ORDELA 2D detectors and
the maintenance service are less than expectation. If the decision on
detector has not been made yet, the 2D tube detector (ILL type 1m x
1m) should be considered very seriously (Paul Butler).
3) The ILL tube detector (1m x 1m) has shown good performance. While
1D tube detectors are commercially available, the electronics for 2D
tube array detectors are not commercially available. However, in a
few years the electronics may be available from a spin‐off company of
ILL. (Albrecht Wiedenman)

Instrument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ICDA) Program
Reports:
Overall plan for the instrument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needs to be
made.
Comments:
1) Within the next 6 months or so, the strategy and detailed planning
for the instrument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should be made.
2) Considering the insufficient human resources for the 40m SANS
project, it seems reasonable to borrow the ICDA program from other
facilities. For this purpose, the ICDA programs currently available
should be examined in depth.
Overall IAC Comments:
By Elliot Gilbert.
The SANS project is at severe threat from schedule slippage due to delays in
the availability of funding. The committee expects that this instrument will be
the flagship for the new facility; however, this is clearly being compromised
due to the lack of certainty in funding and the consequent lack of staff to
conduct essential design work. The committee understands that no detailed
specification documents have yet been completed. Despite the potential to
design and manufacture several of the items in‐house (e.g.
neutron guides, detector), the amount of time to perfect these item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Recent experience (ANSTO, ORNL) has shown that the
time from placing order to delivery of non‐off‐the‐shelf items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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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vessel, collimation system) can be between 18 and 24 months; this
excludes the time required to ensure that the supplier fully understands and
appreciates the scope of work (which they usually do not).
To prevent further delays to the SANS instrument schedule, it is the
committee's view that funding should be made available at the earliest
opportunity to enable urgent design work to be initiated. If this is done now, it
is still possible that the first contract could be signed in May
'07 so that the procurement process can be underway for one of the major
items. If funding is not made available shortly, the project is unlikely to be
delivered on time. It is also recommended that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separating the budgets for the CNRF facility and the instruments
being designed to enable greater certainty to the timing and availability of
funds. This would ultimately have benefits to both projects.

Procurement Plan
2) ......Expressions‐of‐interest should be prepared to identify potential suppliers
for key components. This may reduce potential schedule slippage during the
formal procur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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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2006년 06월 4일
HAN‐NI‐MN‐840‐07‐008

2007년 5월 21‐24일
제목: SANS 장치 개발관련 자문회의

HANARO 40m SANS design meeting minute
Date : From 2007 May 21st to 2007 May 24th
Participants : Dr. Charles J. Glinka (NIST)
Prof. Sungmin Choi (KAIST)
Dr. Young‐Soo Han (KAERI)
1. Mechanical Design of Velocity Selector Bunker
A. Part components description
‐ Instrument main shutter (pneumatic)
: Pb and Boron PE (layer thickness has not been determined yet)
‐ velocity selector (Dornier)
‐ downstream guide 1 and 2
‐ monitor counter
‐ attenuator (plexiglass, step motor)
‐ shielding
B. General comments
* TISANE with 20000rpm capacity needs to be in vacuum, higher vacuum
better than 10 mm. This is higher vacuum lever compared to collimator
box.
* In NIST case, counter rotating pair disks are used for this. First collimator
box is separately sealed and pumped for the disk chopper.
* Current design of disk chopper at 40m SANS is not quite practical. In
order to install the chopper in the collimator box, maybe we should
redesign first collimator box.
* Better way of doing is that is to have a fixed chopper in the bunker. It
only requires about 10cm gap. Since we already have 47cm of gap.
Additional 10cm gap would not make too much difference.
* Main shutter : Aluminum casing may be problematic, because it is gamma
emitter. Make sure that the first window is not a gamma emitter.
* All Al windows included in the shielding should be considered for shielding
calculation. A better choice is Mg or Be. There is a commercial MgAl
alloy that is ~ 97% Mg.
* At NIST what materials do they use for the cover material ?
‐> Li6 carbonate (powder form) in Al cassette is being used at 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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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 should be at the downstream, because it shield gamma from other
materials in front. PE could be a gamma emitter. Borated PE followed by
Pb may be OK but should be checked. 2 inches of lead and the total
10cm thickness is probably enough for main shutter since the guide is
curved.
* An Auto‐protective shutter made of Li6 is installed to protect detector from
high count rates is used at NIST and is planned for ORNL.
‐ The pneumatic control for the main shutter and the quick shutter is O.K.
C. Question and answers
Q1: What is the design for the velocity selector stage?
‐ NVS tilting issue (goniometer):
* At NIST, simple rotator came with Hungarian NVS. Use absolute optical
encoder to find the tilt angle. Huber table with encoder may be a good
choice. But should consider if it is good for vibration issue. Have been no
problem for Hungarian NVS. If the rotator can be supplied for Dornier Co.,
it should be consider the another option.
‐ leveling issue during installation of NVS:
* The leveling of the single table is not a difficult work. The appropriate
shimming is sufficient.
Q2: Stage for downstream guide (with reservation for a chopper/TISANE)
1 Initially, only one guide will be installed on a simple stage without
translation.
(Only space will be reserved. Chopper design will be changed)
‐ What is the NIST set up?
* At NIST, there is a empty gap between the NVS and the exit of the
bunker.
Q3: Shielding materials: normal concrete
‐ due to limited space, shielding will cover neighoboring guides
‐ Access will be from the top
* Why normal concrete? It is not effective for gamma shielding.
* The separate shielding of the NVS is required. At NIST, Iron box filled
wax (normal wax) and iron particle (50:50 mix) is used. This shielding is
more expensive than concrete but is much more effective for stopping
both neutrons and gamma rays.
* Hungarian NVS use Gd, gamma emitter, for strong gamma field. Dornier
use Boron so less gamma problem. (softer gamma from Boron)
Q4: Space between the bunker shielding and the surface of the1st
collimator box.
1 current : 16cm
1 monitor counter (4cm), attenuator (3cm), and quick shutter (3 cm) will be
in this gap
1 local removable shielding (Pb) will be setup around the beam path.
* Quick shutter is too thick (at NIST it is 4mm, Li6Polymer.) What is the
concentration of Li6: Charlie will send us a short internal report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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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 The monitor counter should be well away from the attenuator. Actually it
is inside NVS shielding. At NIST, Inside NVS shield there is no guide.
There are all gaps.
* Question : why 60cm of guide ? This is what we need for future TISANE
operation. Otherwise, we don’t need it.
* Shielding between the bunker and the collimator box is required only for
the attenuator.
Q5: length of the downstream guide
* Window for the first collimator box.
‐> Mg‐Al Alloy (Mg matrix + 3wt% Al). Very lower gamma emitter.
Thickness is about 1/4 ‐ 1/3 mm.
* Plexiglass shift wavelength, especially for thick plexiglass. How much shift
?
(John Barker measured about this.)
1. Mechanical Design of Collimator
D. Part components description
‐ box size: 2030 mm x 1050m x 510mm external, thickness: 20mm
‐ Material: Aluminum6061
‐ Last box : 1030 mm x 1050 mm x 510mm
‐ Total number of box: 10
‐ Total length of collimator: 19m
‐ Guide box dimension
‐ Components inside box (guide, aperture, empty, guide magnetic field)
‐ Table moving mechanism
One actuator (step motor), 2 LM guides, one dial gauge as location
indicator
‐ 1St collimator box
Polarizer, spin flipper, Ni‐guide, aperture
‐ Last collimator box
Focusing lens
‐ Laser for beam alignment (8th box)
E. General comments
* For new NIST VSANS, possible 4th positions are currently considered for
converging pinhole. Converging slits are considered(Better intensity for one
direction).
* Guide field should be measured again after putting it inside the collimator
box.
* Lubricant inside collimator box should be avoided.
* Back‐lash should be checked for inside motion.
* Guide field orientation (tilting) in the middle box is not a big issue as long
as it varies slowly. (spin follows the field direction)
* What is the optimum size for the large pinhole in the first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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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 the ray from the sample to the opening of the guide before the
collimator box. The gap between the guide opening at the bunker and the
first collimator box should be considered.
* Polarizer length :
‐> Critical angle for one state of spin should be considered. One state is
below critical angle and the other above the critical angle. So we have
some choice for angle and therefore choice for length. As well. Since we
have rather large space we can play with. If the angle is too small, there
is issue for transmission of transmitted spin state. As well. We need to
optimize the length and angle for this issue.
* Laser for beam alignment
‐> NIST use beam expander to make larger laser beam. Use thin perfect
silicon crystal (45 degree) in the beam. Needs to have a way to align or
adjust the laser direction.(currently NIST does not have good handle on it.
But since we will confirm the alignment by neutron. In most case it is OK)
‐> On other way doing it can be use light source inside the vacuum box.
* What accuracy should we have to be aiming for?
‐> 1/20 mm may be sufficient. But the accuracy of the limit switch may be
the limiting factor. High precision encoder is not necessary.
‐> The magnetic limit switch of NG7 is about 1/20mm accuracy based on
measurement. Charlie will check on the moving and control mechanism of
guide table.
F. Question and answers
Q1: Junction plate
‐ Size of opening
‐ Materials/Sequence of Layers
* Borated PE for basic materials(large panel) is the thickness of 1 inch. Li6
carbonate epoxy material with 5mm thick close to the beam is used to
minimize gamma ray. Opening is 55mm – 60 mm with tapered(say 5
degree). Keep in mind that there should not be any total reflection.
Outside size of Li6 carbonate should be based on the spreading of the
beam over the 2 m distance from the preceding beam aperture. Cd sheet
is attached at downstream side of the Li6 carbonate opening.
* Last collimator box (this part has not been fully designed yet):
‐> The junction plate design for last collimator box is same with the others
but they put boroflex, a boron impregnated rubber, outside(black stuff).
And inside they put lead blocks. This is mainly for safety purpose. To
reduce the background to people.
Q2: Aperture design
‐ Materials/Sequence of layers
* NIST use Borated Aluminum(4% B‐10, commercially available, 1mm)
backing with 0.5 mm thick Cd sheet. In this case we don’t have to worry
about Hydrogen scattering. Charlie can send data sheet about this.
* For the outside dimension, we need to block the spread of the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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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ing from the guide immediately upstream.
The apertures in the
collimator boxes should be located where the beam enters the boxes, not
at the exit. Hence they do not have to be very wide, or tall; no wider, or
taller, than the outside dimensions of the guides.
* How about square aperture at the collimation ? If we do that, we will
loose the minimum Q. So, not advisable. Circular beam apertures are
preferable, but having no apertures, except in the first box, might be an
option to consider. A square beam cross section defined by the guide
itself will increase the minimum Q for a given configuration, but usually
when guides are inserted, the ultimate minimum Q is not the objective,
more intensity is. Eliminating apertures in the boxes would free up space
for another collimation option, such as multiple beam converging
collimation.
* Gravity effect was considered for all the opening. For ORNL case, current
opening is large enough. It is simple to calculate.
Q3: Box alignment
‐ Box support frame and moving mechanism
‐ What was the procedure at NIST ?
* Bolt hole in between boxes should be little bit oversized to have tolerance
for adjustment during alignment.
* Put the frame and box all together and align the box using the first and
the last box (cross haired) and then test vacuum first and the bolt down
to the floor.
* Slight mis‐alignment of box is not a problem. Because we have more fine
adjustment inside box.
* For easy alignment of 10 boxes, firstly placement anchor bolt holes for
the frame is desirable.
Q4: Guide alignment
‐ What was the procedure at NIST?
‐ Who did the guide alignment?
*.At NIST, the NIST technicians were trained from the CILAS, and then they
aligned the guide of the SANS instrument. They used auto‐collimator
(Mirror inside the guide with having cross haired indication). Refer to the
picture.
Q5: Any gamma shielding around guide?
‐ 1st collimator box (polarizer)
‐ other collimator box
* NO shielding inside removable guide at NIST. Boron has gamma problem,
but Li6 has no problem with gamma. Additional shielding may not be
necessary. Do it without additional shielding. if it becomes necessary, do it
then.
* Make sure that there is nothing on the beam path considering the
divergence of beam. (in the empty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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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last box, they added lead shielding for safety and background issue
(detector is closer)
1. Mechanical Design of Sample Stage
G. Part components description
‐ Small gate valve (non‐magnetic stainless steel, pneumatic control)
‐ Connection tubing (ID=8cm, Material Aluminum6061)
‐ Sample box (W1400mm x H600mm x L500mm)
Materials: Aluminum6061
‐ Goniometer, XY stage
‐ Moving mechanism of box and goniometer (manual)
‐ Large gate valve (VAT/Swiss or GENESIS/Korean)
‐ Sample aperture
H. General comments
* The small gate valve should not be larger than needed. Upstream side of
the small gate valve should be covered with a metal plate, (~1/4” thick)
faced with Boron‐aluminum, with an opening slightly larger than the
maximum beam size at this position. Minimizing this opening will minimize
damage to internal components (e.g. guides) in the event that a
downstream window breaks.
* The inner diameter of the vacuum tube between the gate valve and the
sample should be lined with Cd sheet.
* The distance from the last guide end to the sample is 2.7m, it looks fine.
* The current design(sample box and XY stage are exchangable with
parallel to beam direction) is good.
* For installing the XY stage, there is too many bolt connections existed in
the current design. The evacuation of the sample box should be
considered as another options for installing XY stage.
* In order to reduce the bolt connection work, the use of O‐clamp would be
considered in between vacuum tubes.
* What kind of method was used for the very close vacuum connection
between the sample box and the detector vessel at NIST design?
‐> The bolted O‐ring may be used for the attachment. Charlie will give us
the connection method.
* The materials for the sample aperture is same with the source
aperture(borated Al + Cd sheet)
* Li6 carbonate epoxy and borated aluminum are used for beam defining
purpose. Li6 carbonate epoxy materials is less gamma emitter than the
borated aluminum. However, the borated aluminum has excellent
machinability compared to Li6 carbonate epoxy, so for apertures, borated
aluminum is better choice.
* Gate valve should be made of aluminum or non‐magnetic stainless steel.
I. Question and answers
Q1: Silicon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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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ckness (?), crystal orientation (100)
* The thickness of Si window used at NIST is 1/4 inch. The thickness is
calculated based on the mechanics reference book. The crystal orientation
of Si single crystal is not concerned. When using Si window, the
background originating from the Si window is detected in the detector.
Therefore, NIST had tested several kinds of Si windows and the optimum
Si window was chosen. The origin of the background is not clearly
explained.
‐ Silicon Disk with 30 cm diameter is available in Korea
(Available thickness needs to be checked)
* The size of Si window used in NIST is 9 inch width and 5 inch height.
Cutting the inclined direction of the cylindrical silicon ingot, the Si window
is able to have larger area than cross section area of the Si cylinder.
‐ Where did you buy Si window for NG7?
* The company name is Meller Optics. The price of the window is 1,500
USD. The surface polishing of the Si window is required.
Q2: Magnetic guide field near sample stage??
* There is no permanent magnetic guide field setup at NIST SANS
instruments. They use temporary setup for this purpose. The setup consist
of C‐shaped magnets.
1. Mechanical Design of Detector Vessel
J. Part components description
‐ 2D detector (Ordella, currently only practical choice)
‐ Detector carrier and moving mechanism
‐ Beamstop (horizontal movement, 4 choices)
‐ Detector vessel
K. General comments
* The vapor pressure of tape (double sided sticky for Cd lining) needs to
be low. NIST they use 3M (foamy tape).
* Combination of roots pump (initial fast pumping) and rotary pump is
necessary.
* Materials for beamstop : detector is not so sensitive to gamma. Initially
Li6 loaded glass (no hydrogen and gamma) was used, currently borated
Aluminum would work as well but has boron gamma problem. But detector
is not sensitive to gamma. John Barker is one to communicate with for
technical details on this matter.
* ILL type detector is preferable, because it can be maintained by in‐house
staff, if that is commercially available. The delay line type detector is
gamma sensitive, so inappropriate for SANS detector.
L. Question and answers
Q1: Overall Installation Procedure
* X and Y adjustment of the detector vessel is required. The current
manufactured 10m SANS at NIST has such kind of mechanism. Check
the drawing for 10m SANS instrument which was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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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Which material will be used for the detector vessel?
‐ All non‐magnetic stainless steel, or partly normal steel.
* Non magnetic is only required for near sample area. If possible, the latter
part of the detector vessel can be made of normal steel. In order to avoid
the small magnetic part in the weldments of non magnetic stainless steel,
using aluminum for front panel of the detector vessel should be
considered.
Q3 : How many pieces is optimum for the construction of the detector
vessel?
‐ 2 pieces or 3 pieces
* 3 pieces is better choice.
1. Instrument Control, Shielding, Budget and Planning
M. Instrument control
‐ Currently, we are considering to use ORNL control program (LabView
based), if available.
* Mark Lumsden (ORNL) and Lee Robertson are the personnel responsible
for instrument control system.
N. Shielding
* If all the curved section of guides are confined in the main bunker, we do
not need heavy shielding around the guides (outside the main bunker)
* NIST calculations indicate that major shielding was not necessary (for the
recent curved guide). Jeremy Cook did all the estimated. Charlie will
provide the report related to this.
* The chopper in the DC‐TOF is very close to the detector vessel. The
chopper should be carefully shielded.
O. Budget
* Sample environment budget is rather low. May need at least $50,000.
* We should get the guide price firmly. : in written form.
P. Plan
* Internal review of mechanical part design by in‐house engineer is required
before contacting fabrication company.

- 75 -

HANARO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KAERI

회의록
Meeting Minute
수신

이창희

발신

최성민, 한영수

참조

김학노

일자

2007년 10월 11일

문서번호

HAN‐NI‐MN‐840‐07‐010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차폐 관련 회의 회의록 (2007. 09.21@KAERI)
1. 일시 : 2007년 9월 21일 17:00 ‐ 18:00
2. 참석자 : 최성민, 한영수, Mr. Mokrany
3. 주요 회의 내용
(최성민) :
1. 정상운전 중에 40m SANS Collimator Box에 대한 Instrument Scientist의
Physical Accessibility가
유지되도록 주변 Shielding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SANS장치의 주요 설계요건
중 하나임.
2. DC‐TOF의 Chopper들로부터 발생되는 Background가 SANS 장치의
Background로 작용하지 않도록
Shielding이 설계되어야 함.
(Mokrany) :
‐ 위의 요건 1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a) CG2B 빔라인을 차폐하여 사용하지 않거
나, b) SANS를 Cold
Source를 기준으로 하여 후방으로 이동하여야 함.
‐ 위의 요건 2는 DC‐TOF의 첫 번째 Chopper로부터 나오는 Background를 차폐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40m SANS와 DC‐TOF 사이의 간격을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한영수) : 9월 11일 제공한 설계요건 포함
‐ 중성자 속도선별기 벙커에는 반드시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위한 진공호스,
electronic cable등이 관통하는 관통구가 포함되어야 함.
‐ 벙커의 전면(콜리메이터와 인접한 면)에는 감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야 함.
‐ 중성자 속도선별기는 위쪽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벙커 설계
‐ 차폐체의 설계는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콜리메이터 파트를 덮거나 가리지 않아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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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Meeting Minute
수신

최성민,이창희

일자 2007년 11월 22일

발신

한영수 문서번호HAN‐NI‐MN‐840‐07‐013

참조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설계 관련 Werner Wagner 박사 자문 (2007.11.21‐22@KAERI)
I. 40m SANS 장치 설계 관련
1. NVS 이전에 white beam monitor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2. TR polarizer의 길이를 3m(m=2)로 하는 것도 괜찮음. 현재 PSI SANS에서는
2.8m 짜리가 설치되어 있음. m=2.6의 1.8m 길이의 TR polarizer를 설치하는 현
재의 안도 큰 문제는 없음.
3. 콜리메이터 박스 고정부의 설계는 좋으나 한 군데는 fixing position이 존재해야
함.
4. 콜리메이터 내의 가이드 alignment는 거울기구(mouth라고 불리우며 가이드내에
설치되어 측량기로 볼수 있는 기구)를 이용하면 무난함. CILAS type의 auto‐
collimator를 사용할 경우 가이드 박스 옆면에 viewing hole이 필요하지만 mouth
를 사용하면 필요없음. 다만 쉽게 가이드를 정렬할 수 있는 나사는 필요함.
5. Junction plate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임. 갭이 존재하여 적어도
전부 합하면 10% 정도의 flux 손실이 예상됨. 가이드의 수평이동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큰 opening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6. 샘플 stage와 검출기 탱크 사이의 게이트 밸브는 게이트 밸브의 두께를 고려하
여 opening을 결정해야 함. Opening의 크기를 줄여서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
음.
7. 현재 PSI sans 장치의 검출기 챔버 길이는 전부 20m로 이중에 전단부의 3m 만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스틸로 제작되어 있음.
II. 기타사항
1. PSI SANS 장치의 검출기는 multi‐wire type으로 1m x 1m(7.5mm resolution)
크기로 CERCA 사에서 제작하였음. CERCA사는 ILL의 기술이전으로 제작에 착수하
여 ILL과 PSI에서 각 한대 씩 공급받을 계획이었음. 하지만 제작 중간에 완전한 기
술이전의 미비와 기술완성도의 미흡함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음. 납품 단계에서 두
어번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음. 납품 2‐3년후 electronics와 DAQ 시스템을 교
체하여 현재는 상당히 잘 활용하고 있음. 검출기 선정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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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프랑스 그리노블, ILL

일자

2004년 9월 5일

문서번호

HAN-NI-MN-840-04-005

한영수(KAERI), 최성민(KAIST), R. May(ILL), A. Wiedenmann(HMI)

회의일시 2004년 8월 23일 - 25일

제목: CN-SANS 개발 관련 프랑스 ILL 방문 후 자문결과
1. D11-80m SANS
- D11은 세계 최장의 80m SANS로 최소 Q 값이 5x10-4Å-1에 이른다.
- 낮은 Q 값을 구현할 수 있으나 최대 측정 Q 값이 제한되어 있고 검출기의 성능
이나 flux를 고려할 때 D22에 비해 선호도가 높지 않다.
Q) 가이드로 glass를 사용한 이유는?
- Nickle guide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가격 때문이 아니라 계산 결과에 따른 것이
다. Low Q-에 강조점을 두어 제작된 장치이기에 Glass사용.

2. D22
2.1 NVS bunker(그림 1, 2, 3)
- NVS와 aperture system은 40cm thick concrete bunker내에 위치
- 가이드-NVS-가이드-회전 aperture system 순서로 배치(원자로에서부터)
- NVS는 탈착이 가능하여 해당위치에 다른 device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 Aperture 이전에 빔 defining device가 설치되어 있음
-

Aperture는

motor-encoder

방식으로

총

8개의

홀이

있음(3

aperture,

3attenuator, 1 block, 1 empty hole). NIST는 두께가 다른 plexiglass를
attenuator로 사용하는 반면, ILL은 매우 작은 pinhole을 attenuator로 사용함.
2.2 Collimator system(그림 4, 5)
- Collimator system은 3개의 tube로 구성되어 있음. 각각 aperture, guide,
empty tube임
- 각 collimator의 각 section은 균분되어 있지 않고, 여러 길이로 나뉘어 있으면
이같이 불규칙한 길이로 나눈 이유는 각 section 마다 flux가 두 배가 되도록 설
계하였기 때문.
- Collimator 각 section 길이는 1.4, 2.0, 2.8, 4.0, 5.6, 8.0, 11.2, 14.4, 17.6,
variable apertures at 19.1m
- 공압과 mechanic과 limit switch를 이용하여 회전을 시켜서 콜리메이터를 구동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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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der와 더불어 mechanical rock-in mechanism을 사용함으로서 각 Position
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음.
- Collimator 안의 가이드는 natural nickel guide임. 계산결과 Ni58을 이용할 필
요가 크지 않았음
2.3 Sample stage(그림 6, 7, 8, 9)
- Collimator 끝에서 sample position 까지 거리는 1.4m임. 즉 collimator의 최소
길이는 1.4m. Collimator 끝단과 Detector tank시작부 사이의 총길이는 1.7m
- Sample position에서 collimator까지의 1.4m 구간은 시료환경장치 장착을 고려
해서 여러 section으로 분리된 진공튜브로 설계되어 있음
- 각각의 진공 튜브들은 정확한 빔 정렬을 위해서 일반적인 진공프란지 형태가 아
닌 특수 고정형 프란지 형태로 연결되어 있음
- 검출기용 진공챔버 앞단은 검출기 좌우이동을 감안하여 비대칭형으로 설계되어
있음.
- X,Y,Z moving rotating stage가 존재함
2.4 2D 검출기(그림 10)
- 1m x 1m 2D 검출기는 금년 초에 제작이 완료되어 상반기동안 활용되어 성능이
입증되었음
- 두께 8mm의 128개의 1차원 검출기(제작사 : Reuter Stokes)가 수직방향으로
집합되어 있는 형태
- 주요제원
• 검출효율 : 75%
• 1D 검출기 dimension : 1000x8mm2 with 0.4mm thickness SUS
• 15 bar, 3He gas
• Dead time : 10%
• Counting rate : 2MHz
→ 검출기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single tube detector가 약 140 kHz
- ILL의 검출기 개발그룹(Head : Bruno Guerard)의 주도로 개발
- ILL의 검출기 개발그룹은 electronics 개발에 집중
- Preamp는 검출기 내부에 위치하고 거의 대부분의 electronics는 검출기 탱크 바
깥에 존재. 이에 따른 장점도 있으나, Electronics까지의 긴 거리에서 오는
Signal loss 등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현 Detector 개발자의 의견)
2.5 검출기 탱크(그림 11, 12)
- 두께 8mm, 외경 2.5m, stainless steel (Non-magnetic) 재질로 제작
알루미늄으로 제작할 경우 Non-magnetic 한 측면은 더 우수할 것으로 생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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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agnetic stainless steel로 사용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임.
- 길이는 20m이고 3 piece로 제작되어 있음.
- 진공펌프는 대용량 1대와 소용량 2대로 구성되어 대용량은 초기 진공을 뽑을 때
사용 (45분내에 1mbar 이하의 진공도를 갖도록 설계).
- 중앙 하부의 대형 프란지로 모든 케이블 및 진공배관이 나오도록 설계
- Detector tank 에 두 개의 출입구가 있음. 1) tank 뒷면, 2) tank 전반부의 측
면.
개폐문은 수평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설계. 1)은 tank의 Diameter와 동일하며,
2)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을 만큼 큼. 장치의 길이가 40m인 점을 고려할 때 2)
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Tank의 측면에 여러 개의 유리창을 만들어 내부를 검색에 사용.
2.6 Electronics and data aquisition system
- MAD(Multidetector Acquisition of Data) 프로그램으로 HW 제어 및 Data
aquisition
- George : IDL 언어로 쓰여진 LAMP 프로그램을 이용한 D22 제어 프로그램
→ Graphic interface를 제공함
2.7 기타
- 기기들(pump, motor etc.)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별도의 PC가 존재함
- 제어기들은 작은방에 집합되어 항온 항습 환경을 유지
- 여러 산란장치에 동시에 적용되는 빔 개폐 안전장치가 존재함

3. 개발 장치들에 대한 토의
3.1 장치개발 전략
- 전체 장치 개발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한명의 전담 instrument responsible이
필요함
-

장치

개발과정에서

초기에는

post-doc의

활용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

(Wiedenmann). 장치 Responsible의 총괄하에 Supporting 역할을 하는 측면에
서는 필요할 수 있음.(May)
3.2 SANS 장치 제원
- SANS 장치 성능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는 시료-검출기간 거리와 파장의 곱으로
표현되는 factor가 거의 일정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총 길이 40m에 대해서는 최근 개발되는 SANS 장치가 모두 40m 인 것도 큰 결
정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중요한 점은 30m와 40m 장치를 비교할 때 가격 상
승요소가 거의 크지 않다는 점이 주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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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VS
- NVS의 경우 현재 Millotron과 Dornier 두 종류가 있는데 주어진 spec. 상으로
는 성능이 비슷하고 가격면으로는 Millotron 제품이 우수하나 transmission을
고려하면 Dornier NVS가 우수하다. 문헌을 참고하면 쉽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Donier의 Transmission이 높은 이유는 짧은 길이에 있음.
- NVS는 탈착이 쉽도록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3.4 Collimator
- 콜리메이터의 section은 HMI의 경우 4 section이나 ILL, NIST의 경우 훨씬 작
은 간격으로 sectioning 되어 있음. HMI의 경우 거의 3 batch로 모든 측정이
이루어지므로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ILL의 경우 flux를 고려해서 결정하였음.
Section을 결정할 때는 주로 쓰이는 실험 목적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
함.
- ILL/HMI와 같이 긴 Guide section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길이의 Guide보다는
짧고 (2m 정도) 일정한 길이를 갖는 Guide가 보다 Flexible 함. 다만 short
distance에서 1m guide section을 갖는 것은 유용할 수 있음.
- 콜리메이터 section에서 고려할 것은 바로 가이드의 길이임. 공급받는 가이드의
최대길이가 1m인지 2m인지에 따라 sectioning에 따른 가격결정 요소가 달라짐
- 콜리메이터의 가이드를 어떤 것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reflectivity를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며 Ni58에 비해 natural Ni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됨(Only in price).
- Guide simulation에 사용하는 mirror의 reflectivity는 측정치를 사용하여야 함.
- Curved guide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SANS 전단부의 가이드 디자인에 있어서
Inpile part와 curved guide part는 m=3 guide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Wiedenmann). m=2도 충분하다고 판단됨(May) Curve guide의 경우에
는 epithermal neutron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Curved guide는 fast neutron background를 줄이는 효과가 있음.
- Inpile과 curve guide의 특성은 SANS 와 beamline을 share 할 장치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3.5 Polarization option
- Transmission polarizer과 spin flipper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가격
이 높지 않고(transmission polarizer; 20,000 euro, spin flipper; 2,00 euro)
활용범위가 날로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 현재 HMI에는 collimator의 첫 번째 부분에 transmission polarizer가 설치되어
있고

spin

flipper는

초기에는

시료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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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zer 바로 다음에 설치되어 있다. Polarized neutron은 high magnetic
field로 saturated 된 Ni guide를 이용하여 guide 할 수 있음. 이 경우, HMI의
실험에 따르면 약 5-10% 정도의 polarization loss가 있음. 현재 기술로 설치가
용이하고 큰 비용이 들지 않는 option이다.
- Polarizer: V-shape supermirror(1.8m)가 Ni-guide안에 설치되어 있음. V의 꼭
지가 incident neutron방향을 향하고 있음. 이를 통해 단순 transmission 보다
높은 intensity를 얻을 수 있음.
- HMI SANS는 Gradient static field와 RF coil로 구성되어 있는 RF flipper를 사
용함. Gradient static field를 사용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adiabatic flipper로서
작동됨. 따라서 중성자의 achromatic flipper로 작동됨. (Note: Homogeneous
static field를 사용하는 RF flipper는 chromatic flipper임.)
- 현재 ILL에 polarizer/spin flipper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데 간섭
요소는 바로옆의 spin-echo machine이다. Spin echo 장비는 자장에 민감한 장
비이므로 polarization option을 D22에 설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Polarization 장비를 설치할 때 이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He3 analyzer를 설치할 수 있는 space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3.6 Option-기타
- 슈퍼미러 기술을 이용한 빔 focusing 기술의 경우 HMI에서 고려해 보았으나 실
제 1m 정도의 collimator 거리에서는 현존하는 검출기의 검출한계를 넘는 중성
자 count가 검출되므로 focusing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함. flux 및 검출
기 성능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임.
- Refractive lense를 이용한 minimum Q 향상 기술의 경우 필요한 space를 확보
하는 것은 필요하나 실제 연구하는 재료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
하다. 고분자나 biology 연구의 경우 minimum Q 영역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큰
요소가 되지는 않으나 hard matter의 경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삭제..... 고분
자 Biology에서도 매우 중요함)
- 'Time-involve' SANS('TISANE') option은 in-situ로 거동을 측정할 수 있는
option이나 현재의 검출기로는 구현하기는 어렵다.(참조; R. Gahler 발표자료)
3.7 기타 장치관련 사항
- 검출기 탱크의 경우 non magnetic property를 고려해서 스테인리스강이나 알루
미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5m 내경의 탱크를 고려할 때 스테인리스강이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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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Aperture system in NVS bunker 1

그림 78 Aperture system in NVS bunker 2

그림 79 Guide section in NVS bu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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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Rotating collimator and mechanism

그림 81 Overview of collimator

그림 82 Vacuum tube after collim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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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Special type vacuum flange

그림 84 Sample stage for D22

그림 85 X, Y, Z, rotating sampl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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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New 2D detector

그림 87 Bottom flange of 2D detector chamber

그림 88 Opening mechanism of chamber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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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장 보고서

냉중성자 소각산란장치 및 검출기 기술개발
관련 ORNL(HFIR, SNS) 및
Reuter-Storkes사 방문
귀국 보고서

2007. 9

한 국

원 자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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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국외 여행 개요

1. 여행국 : 미국 ORNL(HFIR, SNS), 미국 reuter-Storkes사

2. 여행목적
가. 주 목 적 :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의 HFIR(High Flux Isotope
Reactor) 및 SNS(Spallation Neutron Source)를 방문하여 중성자 소
각산란장치의 개발현황 및 장치 commissioning 과정을 파악하고 검출
기 활용 현황 및 검출기 개발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reuter-Stroke사
를 방문하여 검출기 성능평가 방법을 조사한다.
나. 부차적 목적 : 냉중성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냉중성자 감속기 용기 제작 경험에
대해서 파악한다.

3. 여 행 기 간 :

한영수 ; 2004. 8. 23 ～ 2004. 9. 2 (11 일간)
문명국 ; 2004. 8. 26 ～ 2004. 9. 2 (8 일간)

4. 보고서 작성자
가. 소 속 기 관 명 :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나. 직 급 및 직 책 : 선임연구원/선임연구원/부교수
다. 성

명 : 한영수/문명국/최성민

5. 여행자 인적사항 :
성 명

소 속

직 급

전화번호

한 영 수

하나로이용기술개발센터

선임연구원

8441

문 명 국

하나로이용기술개발센터

선임연구원

8437

부교수

869-3822

최 성 민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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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목적 및 일정
1.1 출장 목적
- ORNL HFIR의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개발현황 및 장치 commissioning 과정을
파악
- HFIR 중성자 소각산란장치 이용 실험
- ORNL의 검출기 활용 현황 및 검출기 개발 현황 분석
- Reuter-Stroke사를 방문하여 검출기 성능평가 방법을 조사

1.2 출장 일정
- 2007. 8. 23일 : 인천공항 출발, Oak Ridge 도착
- 2007. 8. 24일 : 중성자 산란장치 이용자 교육 및 SNS 견학, 실험일정 및 자문
일정 협의인천공항 출발, Oak Ridge 도착
- 2007. 8. 25-26일 : HFIR SANS 실험 참관, 장치관련 요소 파악
- 2007. 8. 27일 : HFIR SANS 장치 개발관련 자문
- 2007. 8. 28일 : HFIR 검출기 개발 관련 자문 및 SNS 검출기 개발실 견학,
ORDELA사 방문
- (한영수)2007. 8. 29일 : HFIR SANS 장치 장치제어 프로그램 관련 자문
- (한영수)2007. 8. 30일 : HFIR SANS 장치 이용 실험
- (한영수)2007. 8. 31일 : 냉중성자 감속기 제작관련 자문
- (문명국)2007. 8. 29일 : Oak Ridge -> Twinsburg 이동
- (문명국)2007. 8. 30-31일 : Reuter-Storkes사 방문 검출기 제조공장 견학 및
검출기 성능평가 방법 분석
- 2007. 9. 1일 : 미국 시카고 출발
- 2007. 9. 2일 : 인천공항 도착
1.3 접촉 인물
1) ORNL
- Gregory S. Smith, Low Q group leader
E-mail : smithgs1@ornl.gov
- George D. Wignall, Senior Scientist
E-mail : wignallgd@ornl.gov
- Gary W. Lynn, Scientist
E-mail : lynngw@ornl.gov
- Kenneth Littrell, SANS1 Lead Scientist.
E-mail :littrellkc@ornl.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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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iam T. Heller, Scientist
E-mail : hellerwt@ornl.gov
- Volker S. Urban, SANS2 Lead Scientist
E-mail : urbanvs@ornl.gov
- Mark D. Lumsden, HB3(thermal TAS) Lead Scientist
E-mail : lumsdenmd@ornl.gov
- Lowel Crow, Scientist
E-mail : crowmljr@ornl.gov
- Ronald G. Cooper, Detector Group Leader
E-mail : cooperrg@ornl.gov
- Young Soo Kwon : Research Reactor Division, Mechanical Group Leader
E-mail : Kwonys@ornl.gov
- Kendell L. Sevits, Engineer
E-mail : sevistskl@ornl.gov
- Daniel Kopp, Head of ORDELA Inc.
E-mail : dkopp@ord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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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업무 수행 내용
2.1. HFIR SANS instrument
-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인 HFIR(High Flux
Isotope Reactor)은 1966년에 건설된 원자로로 85 MW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노심
에서의 중성자속이 1015 n/㎠ 이상으로 전세계에서 프랑스 ILL의 원자로 다음으로 중
성자속이 높은 원자로 중의 하나이다.
- HFIR에 냉중성자원 및 가이드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는 HFIR 원자로의 Be 반사체를
교체하는 작업과 함께 시작되어 예정보다 상당히 지연되었으나 2006년 말부터 정상적
으로 가동하고 있다.
- HFIR의 가이드홀에는 CG2 guide에 SANS1 장치가 CG3 가이드에 SANS2 장치가 건
설 되어있다. CG2 guide는 2개의 flat supermirror를 사용하여 2도 꺾여있고, CG3
guide는 6도 꺾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Cutoff wavelength는 각각 5Å과 6Å이
다. 프로젝트의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부품들과 제작품들은 2003년 이전에 마무리 되
었으나

냉중성자

빔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올해

초여서

올해

초부터

commissioning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그림 1)
- SANS1은 시료-검출기간 거리를

1-20m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SANS2는 시료-검출

기간 거리를 1-16.5m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두 장치 모두 콜리메이터에는 2m 길이
8개 총 16m의 Ni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2)
- HFIR의 냉중성자원은 HB4 수평공에 설치되어 있으며 HB4 에 해당하는 guide
shutter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각 장치가 연결된 가이드에는 instrument shutter라고
명명된 또 다른 guide shutter가 설치되어 있다. instrument shutter는 SANS 장치의
경우 중성자 속도선별기 영역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이드 초
단부에 위치한다. 가이드 끝단과 중성자 속도선별기 사이에는 secondary shutter가
존재하며 실제 시료 영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secondary shutter를 주로 사용한다
(그림 3).
- 다른 장치가 없는 영향도 있지만 시료 주변부를 제외하고 콜리메이터 영역과 검출기
탱크 주변에는 별도의 차폐없이 접근이 자유로운 상태이다.
2.2 SNS(Spallation Neutron Source)
- SNS는 세계 최대 파워를 갖는 파쇄 중성자원으로 작년 봄에 기본적인 시설 공사를 완
료하였다. 현재는 파워를 계속 올리면서 가동중이며 지난주에 현존 최대의 파쇄 중성
자원인 ISIS의 파워를 넘어섰다.
-

현재

완공된

산란장치는

총

3대로

backscattering

instrument와

두

대의

reflectometer이다. 이 밖에 20여기 가까운 장치가 현재 건설중이며 대부분 2010년대
초반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 현재 ORNL의 중성자 과학분야는 한명의 director 아래 네 개의 division으로 나뉘어
서 구성되어 있다. HFIR 운영, SNS 운영, 장치개발, 중성자 과학의 네가지 divisi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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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장치개발 및 중성자 과학 분야는 technician과 scientist들이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다른 생물학 연구나 재료연구분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동시
에 중성자 산란 분야에도 소속되어 일하는 scientist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 SNS 시설의 instrument hall은 target 구조물을 중심으로 두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
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일정에 비해서는 각 장치별로 완공일정
이 1-2년 정도 늦어지는 점은 있으나 차폐체의 건설이 여러 장치에 걸쳐서 이루어지
고 있다(그림 5, 6)
2.3 HFIR SANS 장치 검출기 현황
- 현재 HFIR의 2대의 SANS 장치에는 ORDELA사의 1m x 1m 검출기(21000N) 2대가
2003년에 구매 설치되어 있음.
- 현재 설치된 21000N 검출기는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 현재까지 모두 6대가 공급되었
음.
- 초기 검출기 특성 시험시 SANS 2에 설치된 검출기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는 제작사에
서 수리중인 상태임. 나머지 한대의 경우는 현재 3달 가까운 기간동안 가동되고 있으
며 별다른 문제없이 측정되고 있음
- 검출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efficiency(80%), total count rate(180,000counts/sec),
Spatial resolution(5.05mm)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고 대체적으로 제작사의 spec.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2.4 SNS 검출기 그룹 방문(R. Cooper &L. Crow)(그림 7-11)
(1) SNS 검출기 그룹
가. SNS는 검출기와 관련 계측회로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조직 구성
나. 조직은 검출기 개발팀과 계측회로 및 관련 SW개발팀으로 구성
다. 검출기 개발의 책임자 Ronald Cooper 박사로써 고에너지 실험장치 개발 경력이 있
음
라. 검출기 개발팀은 3명의 Physicist와 7명의 technician으로 구성
마. Data Acquisition and Controls 그룹 리더는 R. Riedel 박사로써 Neutron
scattering science division 소속이나 검출기 그룹과 연계하여 작업을 수행
(2). 검출기 개발 그룹 방문결과 (L. Crow 박사 안내)
가. Scintillator detector 개발현황
1) Powder diffractometer에 사용하기 위하여 scintillator detector 개발
2) 입사중성자의 위치는 scintillator 아래에 있는 wavelength shift fiber를 이용하여
Anger camera 원리를 기반으로 결정
3) Position resolution은 5mm 수준
4)

Scintillator

detector

조립(Scintillator+wavelength

fiber+PMT+electronics) 및 성능평가는 SNS 자체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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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개발 방향 및 수준은 ISIS와 유사
나. Gas detector 개발현황
1) 검출기 전량을 Reuter-Stokes에서 공급받아 사용
2) 검출기 양단은 pig-tail 형태이며 테플론 케이블 사용하여 신호선 연결
3) Preamp 입력단은 크기 1cm 내외의 대형 SMD capacitor를 이용하여 연결됨(추후
고압 capacitor spec 조사 필요)
다. Electronics 개발현황
1) 계측회로는 Preamp, HVPS, Position decoding unit, LVPS 등으로 구성
2) 모든 계측회로는 진공 중에서 사용가능 (EQ-SANS용 검출기 회로는 대기압 air
flow 상태에서 사용)
3) 모든 회로는 고에너지 실험용 계측회로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하여 SNS에서 자체적
으로 개발
4) 전치증폭기는 low noise operational amplifier AD8022를 이용하여 제작되었고,
line driver를 위하여 differential amplifier인 AD8132를 사용
5) 각종 케이블은 인터넷 통신 케이블 사용
6) Position decoding unit(8 pack PSD)은 1 board에서 8 개의 검출기 연결 가능
7) Position decoding unit 후단에는 FEM이라는 digital signal processor 모듈이 연
결되며 FEM은 5 대의 8 pack PSD 연결 가능
8) 검출기 몸체에서 산란되는 중성자에 의한 백그라운드를 줄이기 위하여 검출기와 검
출기 사이에 차폐체(boron 함유 aluminum plate) 설치
2.5 Reuter-Stokes 방문(그림 12)
(1) Reuter-Stokes 검출기 제작시설 방문
가. 검출기 제작시설
1) Reuter-Stokes는 다양한 종류의 기체주입형 중성자 검출기 제작
2) 중성자 검출기는 연간 12,000~15,000개 제작 가능
3) 중성자 검출기 제작 부품은 전량 금속재 또는 세라믹 재질
4) 양극줄 장력은 소형 스프링 이용
나. 계측회로 담당자(Dan McComick)와 면담
1) Reuter-Stokes에서는 SNS의 계측회로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고, SNS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자 함
2) 현재까지 SNS와 기술이전 계약은 미체결
3) SNS에서 기술이전을 받으면 각종 매뉴얼 및 문서작업은 Reuter-Stokes에서 진행
예정
4) 검출기와 신호선 연결도는 그림 12와 같음
5) Preamplifier에서 8 pack ROC(readout circuit)의 신호 유닛은 LVDS(low voltage
differential signalling)
6) 8 pack PSD unit는 원칙적으로 진공중에서 사용가능하나 진공도에 따른 방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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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기 때문에 진공도에 따른 특성평가 필요
(2) Reuter-Stokes 검출기와 SNS electronics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 재현성 있는 Reuter-Stokes 검출기 사용에 따 - 데이터 획득장치 전문가 부재
른 검출기 교체가 용이

- 소프트웨어 개발자 부재

- SNS에서 검증된 데이터 처리장치 사용

- 고장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움(교체)

- 간단한 케이블링
- 세계적 수준의 성능 보장
- SNS와 유사한 장치제작으로 초기 설계가 용이
- 통합 소프트웨어 제작이 용이
Opportunity

Threat

- 기술개발에 따른 다양한 응용분야 개발 가능

- 비싼 가격(27,500$/unit)

- SNS 기술기반으로 국내 자체 기술개발 보유가 - Reuter-Stokes의 판매 허가 취득 여부
가능

- 장치 검교정 방법 미확보

- SNS 검출기 개발 그룹과 지속적 교류가능

- 주어진 시간(18개월)내의 개발완료 여부

2.6 Ordela 방문
(1) Ordela 검출기 제작시설 방문
가. 검출기 제작시설
1) 검출기 제작 전과정 견학
2) HFIR의 고장난 검출기에 관하여 의견 청취
3) 검출기가 크고 와이어가 길어서 검출기 탱크에서 이동중 진동에 의한 데미지를 입
었다는 것으로 예상
4) 따라서 검출기 이동중에는 고전압을 내린 후 서서히 이동이 필요(실제 기술적인 검
토가 부족하고 현실성이 없음)
5) He-3는 Spectra gases에서 공급
6) Wire spacing은 검출기 자체의 분해능(CF4 가스 압력)에 따라 결정. 1m×1m 검출
기는 192×192 channel
7) 고장난 검출기의 가스는 가스 실린더에 보관하고, 이를 spectra gases에 보내서
gas purification
8) 차세대 검출기로써 Pixel detector 출시 준비중
9) 검출기 warrant 기간은 1년이나 2년 연장시 검출기 가격의 10~20% 추가 부담(정
확한 계산은 미정)
10) 1m×1m 검출기 수요가 많다고 예상시 긴급한 해결을 위한 additional 검출기 제
작도 고려
(2) ORDELA 검출기 활용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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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kness

- 구매가 용이

- 통합 소프트웨어 제작 필요

- HFIR의 SANS 장치와 동일

(ORNL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노력없이 활용 가능함)
Threat

Opportunity
-

- 고장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움(최소 6개월
이상의 장치가동 불가)
- 비싼 가격(600,000$/EA)

2.7 HFIR SANS 장치 이용 실험
- 현재 가동중인 SANS1 장치를 활용하여 1개의 액정시료와 4개의 액상시료(surfactant,
surfactant+SWNT)에 대한 SANS 실험을 실시하였다.
- 아래 표는 측정 조건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13, 14는 주요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액정시료의 경우 미국 NIST, 원자력연구원 HANARO에서도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있
으며 비교 결과 상기의 측정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Source aperture
Sample aperture
Wavelength
Wavelength spread
S-D distance
collimation length
Beam stop
others

40mm
6mm
4.85
14%
19.45m, 5.45m, 2.45m
17m, 5m, 3m
100mm
1.8 torr in Detecter vessel maintained during
experiment(Pump 고장으로 저진공 상태에서 실험 수행)

2.8 감속기 용기 제작관련 기술협의(with Young Soo Kwon and Kendell Sevits)
- 현재 하나로에서는 ALCOA 사의 Al6061-T6 소재를 구입하여 감속기 용기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ORNL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조사가 ALCOA 사는 아니나
ALOCA사의 견적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소재의 구입하여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하나로에서는 가공이후 가공경화로 판단되는 재료물성이 나타나서 추가 확인 실
험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 ORNL에서는 감속기 용기 제
작이후 별도의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가공방법이 하나로와 동일하므로 최종 가공
공정을 방전가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자문받음.
- ORNL에서는 두 조각으로 제작하여 EB welding으로 마무리하여 제작하였고 용접시
4043 Al 합금의 덧대기 하여 welding 작업을 수행하였음.
- ORNL에서는 실제 감속기 제작이전에 welding한 간단한 실린더 형태의 용기를 제작하
여 압력시험을 실시하여 용접법의 건전성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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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기 용기의 가공은 Oak Ridge Tool Eng.사에서 용접은 EB TECH.에서 수행하였
음.
- ORNL에서는 수조내 기기 전체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시방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한 가지는 수조내 기기 전체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용접 과정에
대한 시방서임. ORNL의 경우 하나의 시방서에 대해서 한 업체에서 제작을 하는 방식
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가지 시방서에 나온 여러 가지 제작요소에 대해서 다양한
업체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2.9 방사선 안전 교육과 실험조건
- HFIR을 방문하여 실험하는 연구자는 외국인의 경우 8주전에 미리 local contact과 접
촉하여 방문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신청 후 일정한 검토과정이 끝나면 web-base 교
육 및 테스트를 수행하게 된다. 방문이전에 반드시 web-base 교육 및 테스트를 마쳐
야 한다.
- 최초 방문시에는 visitor center에서 이름이 새겨진 출입증과 건물출입에 필요한
proxy card를 발급받는다. Proxy card의 사용은 상당히 엄격하여 건물을 들어갈 때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 출입증/proxy card 발급 이후에는 교육장소로 이동하여 1시간 가량 출입절차 및 방사
선 안전교육을 받고 gamma TLD 및 중성자 TLD를 지급받는다.
- 원자로홀 출입시에는 EPD를 꼭 착용하여야 하나 가이드홀 출입시에는 시료영역에 접
근하지 않는다면 EPD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 EPD를 착용해야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자로홀과 가이드홀 모두 별도의 가운이나 덧신을 착용할 필요
는 없다.
- 중성자 산란 실험의 경우 10대 이상의 장치가 24시간 동시에 실험이 이루어지므로 이
용자가 직원의 동반없이 실험을 하는 방식(Unescorted access)이 필수적이다. 현재
HFIR에서는 아직 산란장치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미리 확
립하고 있다.
- 방사선 작업 절차서(RWP, Radiation Work Permit)에 대한 개념을 작업자들과 이용자
들이 모두 숙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용자에 대한 작업절차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실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용자 본인이
작업절차서를 확인하여 작업가능(실험 포함)한 영역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루어
져 있다. 작업 구역 및 작업 성격에 따라 방사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표시판
에는 RWP가 명시되어 있어서 접근시에 다시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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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자문 내용
3.1 SANS 장치 제작 설치에 대한 자문(with Dr. Gary Lynn)
- SANS 장치 정렬시 전단부의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렬 작업이 수
행되었음. 이 당시 Leica사의 laser interferometer(model Leica LTD500)를 이용하
여 정렬 작업을 수행함. 해당 장치는 상당히 유용하여 가이드 설치 이전에 장치를 정
렬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 유용함.
- 콜리메이터 내부의 Ni 가이드와 콜리메이터의 제작 모두 CILAS사에서 제작이 이루어
졌고 콜리메이터의 성능은 상당히 불만족스러움. 진공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
- 콜리메이터 박스의 정렬 방식은 frame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렬한 후 내부 가이드
및 aperture를 0.1mm 이내로 정밀하게 정렬하는 방식을 택함.
- 콜리메이터의 정렬은 CILAS에서 수행하였고 ORNL 내부의 technician들이 정렬
technique을 익힘.
- 콜리메이터에는 3개의 위치 sensor와 2개의 리미트 스위치가 위치함.
- 콜리메이터 박스에서 나오는 모터/limit/position 신호는 모두 한개의 junction box로
모아지고 junction box에서 나오는 신호는 콜리메이터 옆에 위치하는 모터 controller
박스로 바로 연결됨. 모터 controller 박스에서 제어 PC 까지는 TCP/IP를 이용함.
- 콜리메이터 박스의 윗면에 aperture 정렬을 위한 port가 있으나 실제 효용성은 거의
없음
- 콜리메이터 양쪽 옆면에 위치하는 port는 alignment 목적으로 설치하였음
- 콜리메이터 박스 사이의 junction plate는 Li6CO3/epoxy 재질을 사용하였음. Li6의
경우 규제 물질로 외국에서 구매하기는 어려움.
- 최초 콜리메이터의 윈도우는 Al 합금 재질을 사용
- 검출기 탱크는 2대의 탱크를 동시에 배기하는 커다란 root pump가 존재하고 각 탱크
에 root pump/rotary pump 가 설치되어 있음. 40분 이내에 배기하는 성능을 지님
- 검출기 탱크의 윈도우는 10mm thick silicon window로 지름 30mm(12inch) silicon
wafer를 그대로 사용함. 실제 계산보다 4배 이상 두꺼운 window를 적용하였고 95%
의 투과율을 가짐.
- 검출기 탱크의 두께는 3/8 inch 이며 stiffener의 두께는 1/2 inch 임. stiffener 간의
간격은 122mm임
- 현재 background level은 whole detector 영역에서 3counts/sec임.
- 검출기 탱크는 효율적인 검출기 내부이동을 위해서 중성자 빔에 대해서 9“ offset 되
어 설치되어 있음. 검출기 탱크의 opening도 어느 정도 offset되어 있게 제작되는 것
이 타당하지만 opening은 검출기 탱크 중앙에 대칭적으로 위치하고 그 앞에 설치되는
gate valve가 15cm 정도 offset되어 설치되어 있음.
3.2 SANS 장치 전반에 대한 자문(with Dr. George D. Wignall)
- 측정된 SANS 장치의 측정 flux는 계산결과의 두배 정도로 측정되어 상당히 만족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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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 SANS1과 SANS2는 모두 전단부 가이드에서 2개의 supermirror를 사용하여 delfect
시킴. Treshhold wavelength가 존재하며 약 60%의 효율을 가짐.
- Q resolution 평가를 위해서 2mm hole을 가진 cd sheet를 전체 검출기 영역에 설치
한 후 평가하였음. 결과는 만족스러움.
- 현재 1대의 검출기가 수리중이나 현재까지의 성능은 만족스러움. tube type 검출기가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장치 개발 단계에서 구매할 수는 없었음.
- 검출기의 q resolution 측정결과 선형성을 나타내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음
3.3 장치제어 프로그램(SPICE)에 대한 자문(with Dr. Mark Lumsden)
- SPICE는 TAS의 control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음. 개발된 3대의 TAS가 각기 다른 하
드웨어를 사용하는 관계로 command line 방식으로 서로 호환성을 갖는 장치구동 프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데이터 파일은 편이성과 호환성을 위해서 NEXSUS type 파일을 사용함
- SANS 제어 프로그램의 경우 검출기를 제어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
운 문제였음. 단순히 검출기 제작사에서 공급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검출기의 성능을 모두 SPICE 프로그램에 도입하는 방식을 택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
요됨. 향후 개발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SANS 장치의 경우 주로 모터 제어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리미트 스위치, 위치
센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모터 컨트롤러가 갖는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에서도 제어가 이루어지므로 활용목적에 맞게 모터 컨트롤러를 선택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SPICE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여했고, SANS 장치에 대한 장
치 제어 프로그램은 Mona와 William이 함께 수행하였음.
3.4 장치제어 프로그램 개발관련 자문(with Dr. William Heller)
- SANS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은 검출기, 모터컨트롤러, NVS, 통합제어 프로그램이 각
기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고, 이용자 PC에서 최종적으로 TCP/IP를 이용해서 연
결되어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컴퓨터 한대에 미치는 load를 줄이는 목적으로 이
렇게 제작하였음.
- Ordela사의 검출기의 경우 컴퓨터 제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작사에서 미비한 단
점이 있음. 관련 프로젝트 책임자(Lee Robertson)의 주도로 단일 통합 제어 환경을
목표로 상당한 reverse engineering을 동원해서 검출기의 제어 요소들을 컴퓨터에 추
가하였으나 노력에 비해서 그리 큰 소득을 얻었다는 판단은 들지 않음. 향후 프로그램
개발시에 이점을 고려해야 함.

- 10 -

HANARO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KAERI

3.5 알루미늄 합급 조사경화 관련 자문(with Dr. T.S. Byun)
- 가공경화 상태의 금속재료의 조사특성을 원리적으로 평가하면 초기단계에는 조사경화
의 효과가 거의 없고 일정 수준이 지나면 조사경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가공경화되지 않은 재료와 가공경화된 재료의 조사후 기계적 성질을 비교하면 일정이
상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경화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어느 정도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하나로의 감속기 용기에 조사되는 조사량을 예측
해서 기존의 물성 데이터를 확인하여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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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FIR 가이드홀 전경

그림 2. SANS1과 SANS2 장치 전경

- 12 -

KAERI

HANARO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그림 3. Instrument shutter와 secondary shutter

그림 5. SNS instrument hal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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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NS instrument hall-2

그림 7. Wavelength shift fiber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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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SNS에서 개발한 신호처리장치 유닛(아래 : Preamplifiers, 중간 왼
쪽 : HVPS, 중간 오른쪽 : LVPS, 위 : Position decoding unit)

그림 9. Digital signal processing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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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검출기와 검출기 사이에 설치된 borate aluminum 판

그림 11. 조립이 완료된 검출기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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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신호선 연결도

그림 13. SWNT/CDMAEM SANS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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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oS10 액정시료 SANS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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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행소감 및 건의사항
- ORNL 연구소의 경우 보안이 상당히 엄격하여 최소 8주전에 방문 준비를 하여야 정해
진 날짜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보안은 엄격하나 이용자가 직접 실험할 수 있는 환경(Unescorted site access)을 완
비하고 있음. 냉중성자 이용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하나로에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임. 교육시스템 및 이용절차에 대한 기준을 시급히 확립하여 적용하
는 것이 필요함.
- GE-Energy 산하의 Reuter-Stokes는 세계 최대의 중성자 검출기 제작 전문업체로써
연간 12,000~15,000대의 검출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보안과 관련
하여 사진촬영이 거부되어 그냥 눈으로만 보고 설명을 들을 수 밖에 없어서 관련 자
료를 입수하지는 못하였지만, 검출기 제작과정와 고압 이온 챔버와 같은 RMS 장비
제작 및 석유탐사를 위한 관련 장비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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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수집자료 목록
- SNS brochure
- HFIR SANS 장치 빔 flux 평가 자료
- HFIR SANS 장치 q resolution 평가 자료
- HFIR 가이드홀 및 SNS 사이트 사진촬영 자료
- SANS 측정 데이터
- SANS 데이터 reduction 프로그램(working version)
- HFIR 감속기 용기 제작 관련자료(재료 spec. inspection report)
- HFIR 감속기 용기 제작업체 QA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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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 회의록

회의록
작성일:

2003. 9. 18

문서번호: HAN-NG-MN-800-03-01

작성자:

한영수

제목:

CN-SANS, CN-TAS 관련 과제 착수회의

일시:

2003년 7월 30일 (수)

장소: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최성민교수 연구실

참석자:

최성민, 최용남, 한영수

배포처:

참석자, 이창희

1. ○ 위탁과제 연구내용 아이템 별로 논의 및 의견 개진
2. 1. 국내외 동향분석
3. (최성) 나라별 장치별 list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내의 경우 SANS는 기존 유저
이외에 잠재유저들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 TAS의 경우는 이용수요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
4.
5. 2. 국내외 전문가 자문위원회
6. (최성) 현재 IAC 멤버로 1-2명의 contact하고 있음. IAC 멤버중 1-2명을 IDT에 join
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7. (공통) 일단 IAC 멤버는 국외에서 5-7명, 국내는 이보다 적은 숫자인 2-4명 수준
(KAERI 멤버를 제외한 숫자임)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됨
8. 추천 멤버
9. SANS(Glinka, Butler, Wiedenmann...)
10. TAS(이승헌, ANSTO, FRM II member등)
11.
12. 3. IDT 구성
13. (최성) 박제근, 신관우 교수와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본 적이 있는데 IDT
를 기술적인 장치개발로 국한하자는 의견(최, 신)과 research도 포함하자는 의견(박)
이 있었음.
14. (한) 연구과제의 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15. (최성) 기본적으로 과제비는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향후 장치의 소
유 및 관리도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함. IDT에 참여하는 학교에는 연구비(장
치개발비 이외의)와 향후 장치개발후 일정기간동안 beam time을 배정하는 것이 필
요할 것임
16. (최성) 산란장치 개발과제에 대해 장치별로 독립적으로 과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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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통) 장치당 개발인원은 5명정도(과책, instrument scientist 2인, engineer 1인,
대학원생 1-2인)
18. (공통) 연구소 밖의 장치개발 책임자가 갖는 장단점
19. 장점
20.

- 연구소 내부인력 부족 해소

21.

- 장치 이용 확대

22.

- 국외 협력 요소 강화

23. 단점
24.

- 적극적인 과제 참여가 쉽지 않음(소속기관(학교)의 업무를 놓기 어려움)

25.

- 현재 취약한 engineering 분야의 도움은 얻기 어려움

26.

- 의사결정 과정 지연

27.

- 연구소 내부의 도움 없이는 과제진행이 어려움

28.

- 대형 과제 수행경험이 있는 외부 책임자를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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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신문
MEMORANDUM

수신

최성민, 한영수

일자

2003년 12월 2일

발신

최용남

문서번호

HAN-NI-MN-800-03-03

참조

이창희

수신처

제목: SANS & TAS 개발전략 회의록 (2003.11.28@KAIST)
일시 및 장소 : 2003년 11월28일 10:00-14:00
KAIST 최성민 교수연구실
참석자 : 최성민, 이창희, 최용남, 한영수
주요 논의 내용(목차)
CN 산란장치 과제 구성에 관한 논의
CN 산란장치 과제 구조에 관한 논의
IDT 구성에 관한 논의
CN-TAS 개발 전략
회의내용 정리
CN 산란장치 과제 구성에 관한 논의
(최성민) 과책(내부 or 외부), 장치별 인력 구성 or 팀 구성후 공유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어
떤지?
(이창희) 개발 기간동안 구체적인 소요 인력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들을 고용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자체사업등에서 업체와 일에 대한 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
용하는 방안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KISTEP에 가서 논의할 계획이다.
(최성민) 11월 24일에 논의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
(한영수) 장치 개발의 work item을 정리한 후 시간별로 늘어놓고서 내.외부 소요인력을 계산하
기로 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부 과책이 일을 맡을 때 내부,외부 소요인력을 최교수가 직접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성민) 내부에서 장치개발을 담당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나?
(이창희) 기획단계에서 외부에 initiative를 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성민)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장치개발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지 꼭 외부에서 과
책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았나?
(이창희) 주도적으로 맡아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한영수) 연구소내의 인력을 고려할 때 CN의 모든 산란장치들을 연구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현재 중장기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
(최성민) 외부에서 주관할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특히 full time 참여가 어렵다. 연구소도
마찬가지 겠지만 내부든 외부든 main work는 하나로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다.
(이창희) 동의한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보면 연간 필요한 인력범위가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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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일의 범위를 도출하고 거기에 맞는 scientist, engineer, secretary등의 필요인력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 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거기에 걸맞는 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박
제근 교수와도 이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었다. 박제근 교수는 두 명의 post-doc, 학생으로 팀
을 구성하여 자신의 주도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DC-TOF의 장치개발 성격상 그렇게 일정
에 쫓기지는 않는 것 같다.
(최성민) 박교수는 현재 인력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장치별 상황, 인력 특성이
모두 다르므로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 SANS 경우 연구소 내부에 장치개발 경험자가 있으
므로 인력양성의 문제는 없다. 그리고 기획에서의 내용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원점에
서 장치개발을 위한 best condition을 찾자. 구체적인 전략/인력 배치를 clear하게 정리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한영수) 일단 최교수가 장치개발 계획, 인력에 대한 본인의 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창희) 일단 “안”을 만든 후 포항공대 이기봉 교수를 초청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
떨지?
(최성민) 내년초 workshop에 하는 것이 어떨지.
(이창희) 공개적인 자리보다는 closed meeting이 좋을 것 같다. 공개적으로는 하기 어려운 이야
기를 하고 싶어하시고 듣고 싶다.
(이창희, 최성민) 내년 2월전에 Inelastic scattering에 대한 workshop을 박제근 교수의 주도로
개최하고자 한다. 아마 DC-TOF, TAS가 같이 포함될 것이다.
(이창희) 장치개발에 대해서는 일정을 짜고 일정별로 소요인력, 예산안을 만들어 보고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보자.(최교수의 제안이 필요)
(최성민) 내년도 CN 과제의 예산사정은 어떤가?
(이창희) RT 사업내에 여러 가지 과제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서 기획단계에서 계획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내년도 예산은 2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기획 단계에서는 44
억) 일단 source와 utility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나 당초 예상에 비해서는 이 부분에서
인력 및 예산 소요가 예상만큼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내년에 장치개발 한개의 과제
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SANS 먼저 될 것이고, TAS도 동시에 추진하지만
예산이나 담당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 1년뒤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성민) SANS, TAS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용남) 장치개발에 대해 벤치마킹할 대상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성민) 일단 NIST와 ILL 장치가 기본이 되고 SANS의 경우 현재 개발되고 있는 ANSTO와
ORNL의 장치가 또다른 벤치마킹 후보가 될 것으로 본다.
(이창희) 장치 개발계획, 예산, 인력등을 MS-project로 작성하는 것이 어떨지.
(한영수,최용남) 현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효율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엑셀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창희) 그럼 엑셀로 작성하고 각자 안을 만든후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과제구조에 관한 논의
(이창희) 현재 산란장치와 가이드가 묶여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황에 따라 분리될 것이다. 대략
설정할 수 있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NS+NG) -->

① (NG) + (NS)
② (NG) + (NS) + (SANS) + (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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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G) + (NS)(하부에 개발장치과제 포함)
(최성민) 위탁과제를 수행한 경험으로 “위탁” 형태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다. 그
당시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주 바뀐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연구소 내부인력의 경우에도 정
확한 job description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
(이창희) CN 과제에서는 정확한 job description을 할 예정이다.
(최성민) 장치별 독립과제를 지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창희) 기획때 논의 되었었다. 과거 경험으로는 위탁과제 수준으로는 외부 참여가 어려웠다.
연구소 내부 분위기도 달라져서 자신과 관련이 적은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당초 기
획을 하기 전에는 내부 인력의 관심과 여력이 없어서 장치개발을 빼내려 했으나, 기획때 장치개
발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외부의 적극적인 참여을 위해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기위해 장치
별 독립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내부의 분위기도 바뀌어 장치개발에 적극적이
다. 중장기 과제에서도 TAS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최성민) 현재는 연구소 안팎에서 장치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일종의 내/외부
간에 경쟁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경쟁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All) 개발 장치별 독립과제가 바람직 하다.
(한영수) 그럼 내년부터의 과제에서 "NS" 과제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이창희) 기본적으로 장치개발 이외에 8m-SANS, REF V&H, 핵심부품개발, laboratory 구축이
NS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내년에도 NG+NS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성민) Engineering 팀이 NS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창희) 현재 최교수의 경우 장치개발에 참여할 인력(학생, post-doc)들을 과제에 참여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
(최성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현재 50% 이상 참여시키기는 어렵다. 1-2명의 박사과정을
서서히 조금씩 참여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post-doc을 찾아서 참
여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창희) 현재 학교에서 post-doc 급여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최성민) 확실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200-250만원/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학교내에서는 별
다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성민) 최근 장치개발 진행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H/W가 아닌 연구비 부분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부분에 대한 신규과제를 제안했었는데 탈락되었다.
(최용남) 현재 내부인력이 연구소 내부과제와 외부기관의 과제에 대해 동시에 참여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이창희) 연구기획실, KISTEP과 의논을 해야할 부분이다. 여러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한번에 문의하자.
(최성민) 구매, 집행기관을 KAERI로 하는 것은 어떨지?
(이창희) 장치별 과제에서 집행하되 사전에 과제 계약시에 명시하고 자산을 이관하는 방안을 검
토하자. 대과제에 사업관리 부분이 생기므로 procurement는 사업관리 쪽에 넘기는 방안도 검
토할 수 있다.
(최성민) 외부과책이 장치개발을 맡더라도 외부과책은 beam time을 어느정도 확보한 main
user로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치의 소유권, 운영, 유지보수는 기본적으로 연구소 쪽에서 맡
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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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T 구성에 대한 논의
(최성민) IDT의 구성범위는 실질적으로 장치개발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IAC 구성에 대해서는
두 장치에 대해 후보군을 작성하였다. 직접적인 H/W 개발과는 별개로 책임감을 갖고 연구분야
및 이용자 확대에 기여할 사람을 1-2명 정도 IDT member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영수) 개별과제가 수립될 경우 위탁과제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성민) 학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IAC를 구성하면서 사람을 선발했으면 한다.
CN-TAS
(최성민) 박승일 박사가 KAERI에서 일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창희) 조심스럽게 추진중이고 시기는 아직 모르겠다.
(최성민) NIST에서는 박승일 박사 후임으로 job offer를 한 상태이니 어느정도 연구소의 입장
이 필요하다.
(이창희) 박제근 교수가 post-doc으로 고용한 소지용 박사가 내년에 HMI에서 돌아오니 그 사
람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할 입장이다.
(최성민) 현재 실험실의 박사과정으로 있는 도창우는 물리전공이어서 TAS 일에 맞는 것 같다.
박사과정 학생으로 TAS 일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영수) TAS도 SANS와 같은 time schedule이 필요하다.
(이창희) NIST에 TAS 관련한 조사를 부탁했으면 한다.
(최성민) SANS 쪽에서 준비하는 자료 수준으로 TAS에 대해서도 부탁할 예정이다.(일정, 인력,
예산)
(최용남) 박승일 박사의 KAIST 임용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최성민) 일단 안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승일 박사는 NIST에서 오는 새 사람과 어느 정도는
overlap 되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약간 떠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조만간 결정
을 해야하고 갈 자리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로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창희) 부장님과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내년 중반쯤에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최성민) 그렇다면 TAS는 내부주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과제 착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NS 과제 틀안에서 TAS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SANS, TAS를 동시에 추진하고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최용남) 그 경우에 Thermal TAS, CN TAS의 개발 협력은 쉬워질 수 있다.
(최성민) 단점은 내부주도의 경우 박사과정 학생들의 참여가 힘들어 질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창희) 서울대 오세정 교수 group에서 TAS에 관심이 많으니 아마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본
다.
(최성민) 두 대의 TAS 장치의 경우 참여자(post-doc)에게 job position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
인지 궁금하다.
(이창희) 아마도 두명 모두는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최성민) 장치개발 과정에서 연구분야를 키우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학생의 역할은 작은
item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창희) 학생의 경우 훈련, 파견, fellowship등을 얻기 쉬우므로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다.
(최성민) TAS의 경우 도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회의내용 정리
두 장치에 대해 work item, resource 배분을 고려한 time table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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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개발은 여건이 장치별 개별과제를 지향하고 연구소의 경우 NS 그룹에서 support. 연구소원
의 외부과제 참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IDT 구성시 IAC 멤버를 구성한 후에 연구분야별로 키 멤버를 IDT에 포함시킴
CN-TAS는 SANS와 같은 수준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NIST에 요청
다음 미팅시까지 준비할 내용 : 내주내로 time table 초안을 작성한 후 상호 수정
회의 관련 잠정일정
IAC workshop ('04년 가을)
Inelastic Scattering WS('04 2월)
SANS는 workshop 보다는 전문가 초청 미팅으로 추진(내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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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신문
MEMORANDUM

수신

최성민, 최용남

일자

2004년 1월 6일

발신

한영수

문서번호

HAN-NI-MN-800-03-04

참조

이창희

수신처

제목: SANS & TAS 개발전략 회의록 (2003.12.26@KAERI)
일시 및 장소 : 2003년 12월26일 13:30-15:30
KAERI 205호실
참석자 : 최성민, 최용남, 한영수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과제진행상황 정리
- CN-SANS 장치에 대한 1차 예산, 인력포함 개발계획 수립(한영수)
CN-SANS : 총 40.5억원(인건비 및 research fund 미포함)
- CN-TAS 장치에 대한 1차 예산, 인력포함 개발계획 수립(NIST 박승일)
CN-TAS : $ 3,240,000(인건비 포함, research fund 미포함)
과제추진 방향
개발인력 확보방안
- (최성민) 외부에서 과책을 맡더라도 엔지니어, post-doc, technician등의 개발인력은 연구소
내에서 확보하는 것이 필요.
- (한영수,최용남) 연구소 내부인력으로 장치개발에 필요한 엔지니어, technician등을 전부 확
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외부에서 과책을 맡을 경우에는 개발인력을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과책의 역할
- (최성민, 한영수, 최용남) 외부에서 과책을 맡을 경우에 대해 연구소 및 외부기관의 사정에 따
른 업무영역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
전문가 초청
CN-SANS
- 3월 경 NIST의 Charlie Glinka 초청
(현재 3월 3째주 또는 5째주에 한국방문 가능여부 타진 중)
- 초청기간 중의 자문내용에 대한 자료준비가 필요
CN-TAS
- NIST의 이승헌 박사 초청 (가능여부 타진 중)
- 박제근 교수가 진행하는 Inelastic Workshop 기간 전이나 후로 자문기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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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효율적인 장치개발 일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험동 건물 건설 및 가이드 설치에 대한 일정
을
향후 업무 추진계획
- 인건비 및 research fund가 포함된 예산계획 수립.
- 1월말경 다음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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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신문
MEMORANDUM

수신

최성민

일자

2004년 5월 6일

발신

한영수

문서번호

HAN-NI-MN-810-04-002

참조

이창희

수신처

제목: CN-SANS 6차 개발전략 회의록 (2004.4.14@KAIST)
일시 및 장소 : 2003년 4월 14일 19:30-22:30
KAIST 최성민 교수 연구실
참석자 : 최성민, 한영수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CN-SANS 기본 Specification
- 검출기 : 1m x 1m(offset = 45cm)
- Length : 40m
(wavelength 별 전체 Q 영역을 두개의 S-D distance로 cover 할 수 있도록 설계.)
- Option
Lens Focusing configuration
Time resolved setup (이를 위해 detector의 time stamping 기능 필요)
Polarized option (필요성을 검토해서 결정)
- 기타
Sample stage는 Magnet 등 큰 시료환경장치 사용 시에도 max. Q가 제약받지 않도록 하
며
sample stage의 access가 용이하도록 설계.
(참고 : NIST는 큰 시료환경설치용 sample stage와 sample chamber가 beamline에 순
차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Magnet 등 사용시 sample-검출기간의 최소거리 증가로 max. Q가 제
약을 받음.)
High angle detector bank는 매우 낮은 Q-resolution으로 유용하지 않음.

CN-SANS 개발팀 구성 방안
과책

Staff Scientist 1

Engineer 1

Post-doc 1

CAD 1

Ph D candidate 1

Technici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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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doc의 경우 장치개발 이외에 연구활동의 여지도 부여
- Engineer의 경우 design, control & data aquisition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며, TAS 등 타 장
치개발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이러한 Engineering support group이 하나로의
staff으로 고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임. 이에 대한 사항을 과제보고서에 명시할
필요 있음.
-

하나로의

Supporting

Engineer

&

Technician의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Engineering 업체를 활용.
IAC member의 구성
Foreign Member
Charles Glinka : NIST
Paul Butler : ORNL
Elliot Gilber : ANSTO
A. Wiedenmann : HMI
Ronald May : ILL
- Reference instrument 책임자 및 국제 협력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결정.
-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위의 5인의 멤버를 foreign IAC 멤버로 확정
Domestic Member
Polymer(차국헌/김홍두)
Complex Fluid(김만원/김종득)
Magnetism(최성민)
Hard matter(이후철)
- 국내 자문그룹 멤버들은 전문분야를 고려해서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2004년 과제 예산안
- 상세설계를 마무리하는 선에서 기획할 경우 대략 4억원
인건비 : 1.5억원
Staff scientist (최소 50% 이상)
Post-doc (50%/100%)
PhD candidate (20%/100%)
Engineer (100%/100%)
Technician (50%/50%)
(순수장치개발 참여율/인건비 참여율)
직접경비(출장비 및 초청비) : 0.5억원
위탁과제 : 0.6억원
연구비 : 0.7억원
간접비 : 0.7억원
- 향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인력투입 및 업무 범위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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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신문
MEMORANDUM

수신

최성민

일자

2004년 7월 6일

발신

한영수

문서번호

HAN-NI-MN-810-04-003

참조

이창희

수신처

제목: CN-SANS 7차 개발전략 회의록 (2004.7.5@KAIST)
일시 및 장소 : 2003년 7월 5일 16:00-19:00
KAIST 최성민 교수 연구실
참석자 : 최성민, 한영수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호주 E. Gilbert와의 협의 내용 관련
- 검출기 : 1m x 1m(offset = 45cm)
: 두가지의 S-D distance에서 전체 Q 영역를 cover 하는 setup을 지향
- Length : 40m
- Option
Focusing configuration
Time resolved setup
Polarized option(필요성을 검토해서 결정)
- 기타
Sample stage 영역을 넓지 않게 하되 시료환경장치들은 빔라인에 대해 쉽게 빠져나오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
: NIST와 같이 beam에 대해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setup은 지양
→ Magnet 설치시 sample-검출기 챔버간 길이 증가로 high Q 영역의 측정이 어려움
CN-SANS 개발팀 구성 방안
과책

Staff Scientist 1

Engineer 1

Post-doc 1

CAD 1

Ph D candidate 1

Technician 1

- Post-doc의 경우 장치개발 이외에 연구활동의 여지도 부여
- Engineer의 경우 design, control & data aquisition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며 특정 1인의 전
문성으로 소화하기 어려울 경우 engineering 업체를 활용
IAC member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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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Member
Charles Glinka : NIST
Paul Butler : ORNL
Elliot Gilber : ANSTO
A. Wiedenmann : HMI
Ronald May : ILL
- Reference instrument 책임자 및 국제 협력의 용이성을 고려해서 결정.
-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위의 5인의 멤버를 foreign IAC 멤버로 확정
Domestic Member
Polymer(차국헌/김홍두)
Complex Fluid(김만원/김종득)
Magnetism(최성민)
Hard matter(이후철)
- 국내 자문그룹 멤버들은 전문분야를 고려해서 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2004년 과제 예산안
- 상세설계를 마무리하는 선에서 기획할 경우 대략 4억원
인건비 : 1.5억원
Staff scientist(50%), Post-doc(50%), PhD candidate(20%), Engineer(100%),
Technician(50%)
직접경비(출장비 및 초청비) : 0.5억원
위탁과제 : 0.6억원
연구비 : 0.7억원
간접비 : 0.7억
- 향후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인력투입 및 업무 범위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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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신문
MEMORANDUM

수신

한영수

일자

2004년 10월 15일

발신

최성민

문서번호

HAN-NI-MN-810-04-004

참조

이창희, 이지환, 김태환

수신처

제목: CN-SANS 개발전략 회의록 (2004.10.15@KAIST)
1. 일시 및 장소 : 2003년 10월 15일 11:00 - 1:30
KAIST 최성민 교수 연구실
2. 참석자 : 최성민, 한영수, 이지환, 김태환
3.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3.1 문서자료 archive 구축
- 웹하드 이용
웹상에서 문서자료의 엑세스를 가능하게 함.
- 문서번호체계
기존의 하나로 문서번호체계를 따름.
※ 문서번호 예시:

HAN - NI - MN - 800 - 04 - 01

- 웹하드 신청 및 관리(이지환)
3.2 SANS Simulation
- Vitess simulation 결과 정리(김태환)
- Macstas simulation (한영수)
: 결과 상호비교.
3.3 Drawing
- Dimension and mechanism
1월말까지 확정
- Define 순서
(1) detector bessel
(2) gate
(3) collimator
(4) NVS bunker
(5) Sample stage
3.4 Invitation
- 3명 혹은 4명
- wish list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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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Refine schedure & Budget (한영수)
3.6 Reflectivity and SANS Workshop (12월중)
- SANS data reduction 및 fitting 교육 추진
Igor 프로그램을 이용
15명 내외의 관심있는 유저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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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통 신 문
MEMORANDUM
한 영

수신

일자

수
최 성

발신

문서번호

민

참조

2004년 11월 16일

HAN-NI-MN-810-04-005

이창희, 최성민, 이지환, 김태환

수신처

제목: 40m SANS

2차 장치개발회의 (2004.11.16@KAIST)

1. 일시 및 장소 : 2004년 11월 16일 10:00 - 12:30

민 교수 연구실

KAIST 최성
2.
3.

참석자 : 최성민, 한영수, 이지환, 김태환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3.1. 문서자료 archive 구축
3.1.1 FTP 이용

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설정

외

3.1.2 SANS 관련문서 정리
40m SANS

폴더 생성

표자료(ppt)
-회의록
-발

-schedule & budget

집자료 (file, list)à파일이름 앞에 D### 표기

-수

-drawing

부통신문
3.1.3 문서번호체계
기존의 하나로 문서번호체계를 따름.
※ 문서번호 예시: HAN - NI - MN - 800 - 04 - 01
3.1.4 파일이름 체계
모든 파일 이름에 date 기재àyymmdd
-내

3.2. SANS Simulation

교 (next meeting)

Macstas, VITESS 결과 비
3.3. Drawing

든 component)à 모든 결정사항의 근거는 기록으로 남김

Dimension 정리 (모

-Preliminary dimension (next meeting) 한영수

민

-Sample stage dimension 최성
3.4. schedule & Budget (한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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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자료 정리
Basic design item

삽입

부예산추가 (근거 기록)

세

미팅 (다음주)
PSD TEST 관련 미팅 (문명국, 한영수, 최성민)
Guide 관련 미팅 (조상진, 한영수, 최성민)

3.5. PSDtest&guide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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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통 신 문
MEMORANDUM
한 영

수신

일자

수
이 지

발신

문서번호

환

참조

2005년 1월 17일

HAN-NI-MN-810-05-001

이창희, 최성민, 한영수, 김태환

수신처

제목: 40m SANS
1.

일시 및 장소

2005년 1차 회의록 (2005. 1.17@KAIST)

: 2005년 1월 17일 14:00 - 16:00

민 교수 연구실

KAIST 최성
2.

참석자 : 최성민 , 한영수 , 이지환 , 김태환

3.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3.1. SANS simulation
3.1.1. Simulation report 작성(한영수, due: 2월 17일)
- Macstas simulation 및 VITESS와 결과 비
- NVS

앞부분에 관한 simulation.

교.

3.2. Parts
3.2.1. Guide

격:

- 확정규
2m section 구성.
- 2006년

in-house (Ni-natural), 5cm by 5cm (inner) and 1m long glass로

완료

3.2.2. PSD
- Test (4월 중).
3.3 Drawing

금주 내 완료 (1/21(금))
3.3.2. Collimator관련 Meeting (1/28(금), 10:00)
3.3.1. Chamber design:

Guide 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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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tage dimension

~2m

Sample
Chamber

box

Tube
Goniometer

Empty

box

(~2m)

마그넷의 dimension에 의해 table(=goniometer) diameter가 결정됨.
- table위에 올라갈 장치의 dimension 자료입수 (이지환, 1/ 21(금) @하나로)
- 초전도

3.4. schedule & Budget
Part based budget list 작성

견적자료 정리(1/28)

-

NVS & shielding

-

Collimator

-

Sample stage

-

Detector bank

-

Instrument control & data acquisition

3.5. IAC Meeting (4/11 – 15)
Scheduling 요

망.

민 교수가 부담예정.

Paul Butter의 비용은 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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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통 신 문
MEMORANDUM
수신

최성민

일자

발신

한영수

참조

이창희, 최성민, 한영수

문서번호

2005년 1월 27일

HAN-NI-MN-810-05-002

수신처

제목: 40m SANS
1.

일시 및 장소

2005년 1차 회의록 (2005. 1.27@KAIST)

: 2005년 1월 27일 10:00 - 15:00

민 교수 연구실

KAIST 최성

2.
3.

참석자 : 최성민 , 한영수 , 이창희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3.1. SANS simulation
3.1.1. Simulation 진행

- Macstas simulation 및 VITESS와 결과 비

교 진행.

3.2. Parts
3.2.1. PSD

면적 검출기 제작을 위한 기술확보 상황이 개선됨(이창희)

-

대

-

4월중의 64cmx64cm검출기 시험시 lamellar phase 시료준비(최성

민)

3.3 Drawing
3.3.1. Detector and Vessel
-

면에 대한 도면을 준비하여 dimension 협의
Flange 크기, 갯수, 배치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후 IAC 협의시 논의
챔버 도어의 고정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
Chamber 단

3.3.2. Collimation system
-

면 도면 준비

가이드 박스에 대한 간단한 단

3.3.3 Sample stage
-

디자인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KAERI->KAIST)
Sample stage에 대한 대략적인 design(KAIST)
Sample stage

3.4. schedule & Budget
Budget 세

부검토

3.5. IAC Meeting
IAC review report

목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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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RO

KAERI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내 부 통 신 문
MEMORANDUM
수신

최성민

일자

발신

한영수

참조

이창희, 최성민, 한영수

문서번호

2005년 2월 24일

HAN-NI-MN-810-05-003

수신처

제목: 40m SANS
1.

일시 및 장소

2005년 3차 회의록 (2005. 1.27@KAIST)

: 2005년 2월 22일 10:00 - 12:00 , 23일 18:00 – 24:00

민 교수 연구실

KAIST 최성

2.
3.

참석자 : 최성민 , 한영수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3.1. SANS simulation
3.1.1. Simulation 진행

교 진행.

-

Macstas simulation 및 VITESS와 결과 비

-

대

-

4월중의 64cmx64cm검출기 시험시 lamellar phase 시료준비(최성

3.2. Parts
3.2.1. PSD

면적 검출기 제작을 위한 기술확보 상황이 개선됨(이창희)

민)

3.3 Conceptual Design and Drawing
3.3.1. Detector Vessel
-

면 도면 확정
재질 : 스테일리스 스틸과 알루미늄 중에 대해 가격 비교 후 결정
빔중심과 챔버 중심은 25cm offset 되도록 설계
검출기 레일 높이는 ORNL SANS2를 기준으로 설계
단

3.3.2. Collimation system

안쪽 면적은 90cm로 설계

-

가이드 박스의

è

Empty hole(15cm), Guide(15cm), aperture(10cm), spare(10cm) +40cm)

-

Translator 높이는 NIST 자료 검토후 결정

3.3.3 Sample stage
-

두 종류의 basement가 아닌 한 종류의 basement 채용

-

Sample stage의 길이는 1.5m

-

Bunker

-

Source-NVS-guide-bunker wall-attenuater, Aperture

3.3.4 Bunker

안에는 NVS만 설치

3.4. schedule & Budget
-

Budget 수정(SANS

예산050222.xls)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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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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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AC Meeting
-

Meeting schedule

잠정 확정(회의록 마지막에 첨부)

3.6. IAC review report
IAC review report는 1.2.4(Spectrometer Description & Specification),

-

1.2.6(Data Acquisition), 2(Technical baseline)

된

것을 update하여 작성

부분을 현재까지 진행

Detector vessel, collimator system은 기본적인 dimension이 있는

-

략적인 형태 drawing으로 작성

sample stage와 bunker는 대

형태로,

3.7. CDR revision
-

IAC review report에서 sample stage와 bunker도 기본적인 dimension을

어서 drawing
-

IAC meeting 자문결과를

추가해서 작성

40m SAN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Meeting Schedule
April 14, Thursday
09:30 – 10:20
10:20 – 11:10

11:10
11:20
12:10
13:30
14:20
15:10
15:30

–
–
–
–
–
–

11:20
12:10
13:30
14:20
15:10
15:30
17:30

SANS Facility at NIST/ORNL

Paul Butler(NIST)

SANS Facility at NIST/ORNL

Roland May(ILL)

Break
SANS Facility at HMI

Albrecht Wiedenmann(HMI)

Lunch
New SANS Facility at ANSTO

Elliot Gilbert(ANSTO

New SANS Facility at KAERI

Sungmin Choi(KAIST)

Break
General Discussion

All participants

April 15, Friday
09:30 – 10:40

10:40
10:50
12:00
13:30

–
–
–

10:50
12:00
13:30
18:00

Specified Discussion

All participants

Break
Specified Discussion

All participants

Lunch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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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

HANARO

KAERI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내 부 통 신 문
MEMORANDUM
수신

최성민

일자

발신

한영수

참조

이창희, 최성민, 한영수

문서번호

2005년 5월 20일

HAN-NI-MN-810-05-005

수신처

제목: 40m SANS
1.

일시 및 장소

2005년 4차 회의록 (2005.5.20@KAIST)

: 2005년 5월 20일 10:00 - 12:00

민 교수 연구실

KAIST 최성

2.
3.

참석자 : 최성민 , 한영수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3.1. 기본설계보고서 작성

미진부분(Bunker, sample area)

-

기본설계

-

First collimator 4m -> 2m

-

Sample area : ANSTO, NIST

-

IAT meeting 자문내용

3.2. 6월 3일
-

-

완추가

디자인 참조

과제착수회의에 발표할 올해 연구계획
Collimator 제작계획(중간 section 제작)

포함
상세 simulation(한영수, 김태환, 최성민)
상세설계 도면 산출(한영수, 황동길, 최성민)
è

-

추가

보

Table까지

-

IAT meeting(ICNS 2005 기간중 개최)

-

전문가 초

청(1-2명, SANS workshop 기간중 초청계획)

3.3 SANS Workshop & training
-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과제 선정시 공동연구소 일로

-

SANS workshop과 training course 개최계획

-

Training course시 해외전문가 초

추진

청계획

3.4. ICNS meeting
3.5. 2D

40m SANS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원자력연구소에서 발

검출기
-

Wire 문제로 5월초

3.6. Collimator용
-

가이드

Nickel guide

테스트 취소, 8월초 실험예정

테스트에 대한 문서 요청(최성민)

3.7. Bunker design
Attenuator/quick shutter setup은 bunker 바

-

Attenuator는 vertical movement 방

깥에 위치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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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ERI

레인으로 access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Bunker는 NVS를 크

40m SAN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Meeting Schedule
April 14, Thursday
09:30–10:20
10:20–11:10

11:10
11:20
12:10
13:30
14:20
15:10
15:30

–
–
–
–
–
–

11:20
12:10
13:30
14:20
15:10
15:30
17:30

SANS Facility at NIST/ORNL
SANS Facility at NIST/ORNL

Paul Butler(NIST)
Roland May(ILL)

Break
SANS Facility at HMI

Albrecht Wiedenmann(HMI)

Lunch
New SANS Facility at ANSTO

Elliot Gilbert(ANSTO

New SANS Facility at KAERI

Sungmin Choi(KAIST)

Break
General Discussion

All participants

April 15, Friday
09:30–10:40

10:40
10:50
12:00
13:30

–
–
–

10:50
12:00
13:30
18:00

Specified Discussion

All participants

Break
Specified Discussion

All participants

Lunch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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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RO

KAERI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내 부 통 신 문
MEMORANDUM
수신

최성민

일자

발신

한영수

참조

이창희, 최성민, 한영수

문서번호

2005년 6월 30일

HAN-NI-MN-810-05-006

수신처

제목: 40m SANS
1.

일시 및 장소

2005년 5차 회의록 (2005.6.30@KAIST)

: 2005년 6월 30일 10:00 - 15:00

민 교수 연구실

KAIST 최성

2.
3.

참석자 : 최성민 , 한영수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3.1. 가이드 디자인
-

루어진 후 가이드

시료위치에서의 중성자속에 대한 상세 simulation결과가 이

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Simulation 변수는 다음 조건하에서 행함
Condition

Source to guide

G1(mm)

G2(m)

Curvature(

entrance(mm)
Option
Option
Option
Option

1
2
3
4

1840
1840
1840
1840

m)
4763
4763
4763
4763

25
27
29
31

-

Sample area : ANSTO, NIST

-

IAT meeting 자문내용

3.2. 6월 3일
-

-

추가

400-800
400-800
400-800
400-800

13
11
9
7

디자인 참조

과제착수회의에 발표할 올해 연구계획
Collimator 제작계획(중간 section 제작)

포함
상세 simulation(한영수, 김태환, 최성민)
상세설계 도면 산출(한영수, 황동길, 최성민)
è

-

G3(m)

Table까지

-

IAT meeting(ICNS 2005 기간중 개최)

-

전문가 초

청(1-2명, SANS workshop 기간중 초청계획)

3.3 SANS Workshop & training
-

원자력기초공동연구소 과제 선정시 공동연구소 일로

-

SANS workshop과 training course 개최계획

-

Training course시 해외전문가 초

3.4. ICNS meeting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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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D

40m SANS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원자력연구소에서 발

검출기
-

테스트 취소, 8월초 실험예정

Wire 문제로 5월초

3.6. Collimator용

가이드

Nickel guide

표

테스트에 대한 문서 요청(최성민)

3.7. Bunker design

깥에 위치

-

Attenuator/quick shutter setup은 bunker 바

-

Attenuator는 vertical movement 방

-

Bunker는 NVS를 크

식

레인으로 access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40m SAN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Meeting Schedule
April 14, Thursday
09:30–10:20
10:20–11:10

11:10
11:20
12:10
13:30
14:20
15:10
15:30

–
–
–
–
–
–

11:20
12:10
13:30
14:20
15:10
15:30
17:30

SANS Facility at NIST/ORNL
SANS Facility at NIST/ORNL

Paul Butler(NIST)
Roland May(ILL)

Break
SANS Facility at HMI

Albrecht Wiedenmann(HMI)

Lunch
New SANS Facility at ANSTO

Elliot Gilbert(ANSTO

New SANS Facility at KAERI

Sungmin Choi(KAIST)

Break
General Discussion

All participants

April 15, Friday
09:30–10:40

10:40
10:50
12:00
13:30

–
–
–

10:50
12:00
13:30
18:00

Specified Discussion

All participants

Break
Specified Discussion

All participants

Lunch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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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RO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내 부 통 신 문
MEMORANDUM
수신

최성민

황동길

발신

한영수

문서번호

일자

2005년 12월 21일

HAN-NI-MN-810-05-008

참조
수신처

제목: 콜리메이터 시작품 제작관련 2005년 6차 회의록 (2005.12.15@KAIST)
1. 일시 및 장소 : 2005년 12월 15일 16:00 - 19:00
KAIST 최성민 교수 연구실
2. 참석자 : 최성민, 한영수, 황동길
3. 콜리메이터 설계 관련 주요 변경사항
3.1 진공 나사 체결부위 수정
나사는 그냥 조이는 방식으로
3.2 가이드 고정틀의 폭 축소, 왼쪽으로 이동
140cm 에서 120cm으로
3.3 전체 무빙 파트를 왼쪽으로 1.5cm 이동/내벽과의 폭을 최소화
3.4 자기장 형성부의 폭을 확대/중성자 path를 충분히 cover 하도록 확장
3.5 좌우면에 부차된 bar에 대해서는 재검토
3.6 진공펌프 port는 옆면으로 이동
3.7 모터 회전부에 다이얼 게이지 부착
3.8 가이드 고정틀에서 상하 조절나사는 각 2개에서 1개로 변경
3.9 가이드 고정틀 조절나사는 상하/좌우 각각 한쪽에만 스프링 나사로 설치
4. 자기장 형성장치 제작
4.1 철판의 폭은 3.4에 조절된 폭으로 제작 하며 길이는 1m로 2조 제작
4.2 고정 파이트를 10cm 간격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철판에 hole 가공
4.3 고정 파이프에 위아래 5cm만 내경 F10짜리 Nd 자석이 삽입되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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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

HANARO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KAERI

내 부 통 신 문
MEMORANDUM
수신

최성민

발신

한영수

참조

이창희

일자
문서번호

2006년 8월 29일

HAN-NI-MN-840-06-002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회의록 (2006. 8.28@KAIST)
1. 일시 및 장소 : 2006년 8월 28일 14:30 - 17:30
KAIST 최성민 교수 연구실
2. 참석자 : 최성민, 한영수
3. 7년 계획에 대한 점검
3.1 올해 12월안에 상세설계에 대해 마무리
3.2 상세설계에 대해서 IAT review 과정 추가(내년 1, 2월)
3.3 2007년 과제기간중 가능하면 모든 구매를 마무리
3.4 구매 및 제작에 대한 상세계획은 상세설계 과정에서 도출
4. 상세설계 세부안
4.1 Detector vessel/Sample stage/Collimator/Bunker의 네가지 파트구분은 유지
4.2 상세설계시 구매품목/제작기간/예산등도 함께 도출하여 2007년 계획에 반영
4.3 상세설계에 대해서는 도면 이외에 상세design descripton을 영문으로 작성 및 IAT review(내년
1, 2월)
5. Control and data aquisition software
5.1 국외 기관별, SANS 장치별 control and data aquisition software우선 조사
5.2 여러 개발장치에 대해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정하기 보다는 현 단계에서는
SANS 장치에 국한해서 계획 수립
5.3 필요하다면 외국에서 구축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쓰는 방안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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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RO

Development of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And Utilization Technology

KAERI

내 부 통 신 문
MEMORANDUM
수신

최성민,

이창희,
문명국

발신

한영수

문서번
호

일자

2006년 9월 12일

HAN-NI-MN-840-06-003

참조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회의록 (2006.9.11@KAIST)
1. 일시 및 장소 : 2006년 9월 11일 12:00 - 16:30
KAIST 석학의 집, 최성민교수연구실
2. 참석자 : 최성민, 한영수, 이창희, 문명국
3. 40M SANS 장치 검출기 관련협의
3.1 10월중에 문명국박사가 ILL을 방문하여 ILL 검출기 현황 파악 및 개발방안 도출
3.2 ILL 방문이후 추진 전략 재협의
3.3 원자로 재가동후 efficiency 재측정 및 ORDELA 2660N과 비교평가
3.4 기 개발 KAERI PSD에 대한 문제점 해결 노력 및 원인 분석
3.5 ILL 방문시 파악내용
- Detailed specification
- Delivery and cost
- Performance test result
- Mutual collaboration
4. ICP(Instrument control program) 관련
4.1 주요 facility들의 ICP 동향 파악(내부통신문 초안 작성)
4.2 현단계에서 여러 장치들을 통합하는 ICP를 추진하기 보다는 장치 개발 전략상 40M SANS 장
치에 국한하여 추진
4.3 Lab-view 교육 수강 및 기본적인 모터 구동 프로그램 부터 start
5. 콜리메이터 수정 관련
5.1 수정이전에 모터 구동 테스트 실시
5.2 신규 확보된 CAD engineer와 업무영역을 확실히 하여 설계 업무 추진
6. 향후 추진 계획
5.1 다음과 같이 분야를 나누어서 각 분야별 업무 진도 정리
(1) Design work(CAD work)
(2) Detailed design description 작성
(3) Test work
(4) Instrument control and data aquisition 관련
(5) 기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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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회의록 (2006. 9.25@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콜리메이터 테스트
1.1 모터 구동 시험
- 10회, 20회, 100회, 1000회 왕복운동 실시
- 위치 정밀도에 문제점 없음
- 진공상태에서 100회 구동시험 실시 -> 진공도에 문제 없음
* Leak rate 측정결과 0.93torr·l/sec로 나타남
1.2 설계수정
- 높이조절 나사는 평판 2조, 쐐기형 2조로 구성
- Limit switch는 ball screw 방식 차용
- 하부 앵커볼트는 내진 기준 적용
2. Design work
2.1 sample stage 진행중
3. Design description
3.1 콜리메이터 관련 진행중
4. ICP 관련
4.1 Lab-view 방문교육 및 직접수강 예정

II.

회의내용
1. 콜리메이터 테스트
1.1 Leak test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leak point check
1.2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온도조건(-10 - +40C )에서 LM 가이드의 구동 안정성 여부
check.
1.3 진공상태에서도 1000회 왕복실험 실시 필요
1'. 콜리메이터 설계수정
1'.1 가이드 나사 bar의 설계는 현상태로 문제가 있음. NIST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Sample stage design
2.1 3월에 완성한 개념설계안을 시급히 도면화 하는 것이 필요함. 가능하면 금주말 쯤 미국에서
discussion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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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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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회의록 (2006.10.16@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콜리메이터 테스트
1.1 진공챔버 진공계통 보완후 테스트
- 0.5 torr, 0.32torr·l/sec
- 진공중 1000회 모터구동 테스트 -> 문제없음
1.2 설계수정
- 첨부도면
2. Design work
2.1 sample stage 진행중
3. Design description
3.1 Design Requirement 작성중

II.

회의내용
1. 콜리메이터 설계수정
1.1 공간을 save 하기위해서 리미트 스위치 설치 장치를 모터 위쪽에 배치한 안으로 수정하는 것
이 바람직함.
1.2 리미트 스위치 설치장치의 길이가 현재의 시안은 20cm 가량으로 다소 작으므로 25cm 정도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함
1.3 가이드 bar및 높이조절 나사는 NIST type으로 변경
1.4 모터와 리미트 스위치 설치장치 전체를 감쌀 수 있는 케이스를 준비
2. NIST 콜리메이터 장치
2.1 모터 assembly는 근접센서가 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각각은 home, guide, aperture, empty
순으로 구성된다.
2.2 4조의 높이조절 나사중 빔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한쪽의 2개는 평판위에 위치하며 나머지 2
개는 빔방향에 평행한 쐐기 모양의 받침대에 위치한다. 쐐기 모양의 받침대는 1cm 전후의 좌우이
동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2.3 콜리메이터 박스 사이에서 가이드가 위치하지 않는 빈 공간의 gap은 5cm로 이 공간에 위치한
중간막에는 B-PE와 Cd로 만들어진 insert 가 삽입된다.
3. 향후 계획(10.16-10.29)
3.1 금년내 향후 설계 일정 수립
3.2 콜리메이터 수정작업 관련 내부통신문
3.3 40M SANS 장치 설계요건 작성
3.4 샘플 stage 1차 설계안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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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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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회의록 (2006.10.30@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콜리메이터 테스트
1.1 회의 결과반영 수정도면 완성
1.2 콜리메이터 수정작업 내부통신문 작성
2. Design work
2.1 sample stage CAD 도면 작업 진행중
2.2 Solid edge 도면 작업 진행중
3. Design description
3.1 Design Requirement 작성(rev. 0)
4. 기타업무
4.1 향후 설계 계획 수립

II.

회의내용
1. 검출기 관련 ILL 방문결과
1.1 현재 D22 검출기 기술은 INEL(프랑스 회사, www.inel.fr)로 전부 이전되어서 D22에 적용된
detector를 원할경우 ILL과 상관없이 INEL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함
1.2 Multi-tube 방식을 채용할 경우 ILL과의 협력연구가 가능함.(18개월)
-> 현재 D11에서 이방식의 검출기가 제작되었고 내년 1월에 빔 테스트가 예정됨.
1.3 두개의 2D 검출기를 채용하는 방식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
1.4 D22에 대한 대략적인 견적 및 기술자료, 1.2 방식을 채용할 경우의 방식 및 비용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예정이며 입수후 문명국박사가정리자료작성예정
2. 콜리메이터 설계수정
1.1 높이조절 나사 위치 확인 및 수정
1.2 현재 안으로 업체 컨택후 제작 의뢰
1.3 Aperture 크기 및 gap 등에 대해서 계산을 근거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함
1.4 Aperture+guide+empty로 구성된 콜리메이터 내부에 대해 정확한 치수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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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회의록 (2006.11.28@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콜리메이터 수정
1.1 수정사항 반영, 구매요구, 계약체결, 납기는 12/11
1.2 설계요소들에 대한 내부통신문 작성(HAN-NI-MN-840-06-006)
2. 콜리메이터 테스트
2.1 sample stage CAD 도면 작업 진행중
2.2 Solid edge 도면 작업 진행중
3. Design description
3.1 Design Requirement 작성(rev. 0)
4. 기타업무
4.1 향후 설계 계획 수립

II.

회의내용
1. 검출기 관련 ILL 방문결과
1.1 현재 D22 검출기 기술은 INEL(프랑스 회사, www.inel.fr)로 전부 이전되어서 D22에 적용된
detector를 원할경우 ILL과 상관없이 INEL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함
1.2 Multi-tube 방식을 채용할 경우 ILL과의 협력연구가 가능함.(18개월)
-> 현재 D11에서 이방식의 검출기가 제작되었고 내년 1월에 빔 테스트가 예정됨.
1.3 두개의 2D 검출기를 채용하는 방식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
1.4 D22에 대한 대략적인 견적 및 기술자료, 1.2 방식을 채용할 경우의 방식 및 비용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예정이며 입수후 문명국박사가정리자료작성예정
2. 콜리메이터 설계수정
1.1 높이조절 나사 위치 확인 및 수정
1.2 현재 안으로 업체 컨택후 제작 의뢰
1.3 Aperture 크기 및 gap 등에 대해서 계산을 근거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함
1.4 Aperture+guide+empty로 구성된 콜리메이터 내부에 대해 정확한 치수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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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회의록 (2006.12.4@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콜리메이터 수정
1.1 수정사항 반영, 구매요구, 계약체결, 납기는 12/11
1.2 설계요소들에 대한 내부통신문 작성(HAN-NI-MN-840-06-006)
2. 콜리메이터 테스트
2.1 검출기 box magnetic field 측정 결과(HAN-NI-MN-840-06-007)
3. Design description
3.1 Design Description 초안 작성
4. 설계업무
4.1 Sample stage 도면 작성
4.2 Bunker 부분 1차 설계
5. 기타
5.1 Full component list 작성(구매, 설계 요소 고려)
5.2 ILL, INEL 자료 입수 및 검토

II.

회의 결과
1. 콜리메이터 관련
1.1 물리적 설계요소를 고려한 내부통신문(HAN-NI-MN-840-06-006) 및 자기장 측정결과
(HAN-NI-MN-840-06-007)를 보완 할것
1.2 Critical angle을 고려하여 콜리메이터 내부 배치 및 junction plate의 opening 크기 결정
1.3 자기장 측정 평가의 경우 양 사이드 부분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불균일도를 정량적으로 평
가하기 위해서 Bz, By를 동시에 평가하여 내부 배치를 결정함.
2. 설계 관련 사항
2.1 NVS와 평행하게 설치된 가이드는 삭제하고 NVS는 고정 테이블에 설치
2.2 Bunker과 콜리메이터 사이의 부분에 대해서 각 설치 요소들에 대한 dimension을 토대로 적정
한 공간크기를 결정하고 설계진행.
2.3 레이저 정렬 장치는 내부 translation이 거의 없는 sample 쪽에 가가까운 콜리메이터 박스에 설
치
2.4 샘플박스의 크기는 시료 갯수를 고려해서 결정함
3. 기타 사항
3.1 제작 및 구매사항이 총괄 고려된 테이블은 가능한 4개 파트(bunker, collimator, sampl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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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vessel)로 정리하여 수정
3.2 1월 초까지 설계 및 design description 작성을 마무리하고 IAT review를 거친 후 2월달에
Glinka 박사 초청시점에서 review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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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7년 1차 회의록 (2007.01.03@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콜리메이터 테스트
1.1 검출기 box magnetic field 측정 결과 보완. Bz, By component 측정
2. Design description
2.1 Design Description 보완 진행
3. 설계업무
3.1 Sample stage 3D 도면화 진행
3.2 Bunker 부분 설계 수정후 3D 도면화 진행
4. 기타
4.1 Lab view 1일 교육 수강
4.2 내년도 예산고려 구매, 제작 outline 작성

II. 회의 결과
1. 콜리메이터 관련
1.1 자기장 측정결과를 고려하여 guide assembly 내에 4가지 포지션이 아닌 3가지 포
지션(가이드, empty, aperture)으로 하고 empty 위치는 가운데로 결정함. 영구자
석이 위치하는 bar의 중심으로 부터 최소 8cm 이상의 위치에 가이드 및
aperturer가 위치하도록 함.

1.2 각 section 별 aperture를 juction plate의 대안으로 고려할 때 빔 geometry를 계산하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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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관련 사항
2.1 Bunker와 first collimation box 사이 부분에 설치되는 monitor, attenuator, quick
shutter에 대해서는 각각의 dimension을 세심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2.2 Attenuator로 사용되는 plexiglass와 quick shutter로 사용되는 B-PE/Cd 에 대해서는
attenuation factor를 계산하여 설계에 반영.

3. 기타 사항
3.1 제작 및 구매사항이 총괄 고려된 "component 리스트"(엑셀 파일)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납기를 모두 표시하여 수정할 것.

3.2 '07 - '09에 대한 개발계획을 일단 예산에 제약을 받지 않고 프로젝트 진행
관점에서 제작기간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3.3 콜리메이터 박스 내부에 설치되는 Ni guide에 대한 측정결과를 확보할 것
->2004년 측정이 이루어졌고 조상진 박사가 작성한 기술보고서 "중성자유도관
제작기술개발(KAERI/TR-3000/2005)에 포함되어 있음. 99%이상의 반사율을 나
타냄.

3.4 중성자속도선별기의 경우 Astrium사의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선별기에
대한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더 많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투과율은 selector가 설치되어 있
지 않을 때의 intensity에 대해서 gaussian shape을 갖는 투과빔의 peak intensity
의 비율로 정의한다. 이 값은 입사빔의 divergence에 따라 바뀌며 아래의 표는
Astrium사에서 제시하는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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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7년 2차 회의록 (2007.01.17@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콜리메이터 테스트
1.1 Magnetic assembly 관련 문제 해결
2. Design description
2.1 내부통신문 작성(지난 미팅 지적사항 중심)
3. 설계업무
3.1 Sample stage 3D 도면화 완료
3.2 Bunker 부분 2D 마무리 단계 3D 도면화 진행
4. 기타
4.1 제작계획 수립 진행중

II. 회의 결과
1. 콜리메이터 관련
1.1 자기장 측정결과를 고려하여 guide assembly 내에 4가지 포지션이 아닌 3가지 포
지션(가이드, empty, aperture)으로 하고 empty 위치는 가운데로 결정함. 영구자
석이 위치하는 bar의 중심으로 부터 최소 8cm 이상의 위치에 가이드 및
aperturer가 위치하도록 함.

1.2 각 section 별 aperture를 juction plate의 대안으로 고려할 때 빔 geometry를 계산하여
표현

2. 설계 관련 사항
2.1 Bunker와 first collimation box 사이 부분에 설치되는 monitor, attenuator, quick
shutter에 대해서는 각각의 dimension을 세심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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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ttenuator로 사용되는 plexiglass와 quick shutter로 사용되는 B-PE/Cd 에 대해서는
attenuation factor를 계산하여 설계에 반영.

3. 기타 사항
3.1 제작 및 구매사항이 총괄 고려된 "component 리스트"(엑셀 파일)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납기를 모두 표시하여 수정할 것.

3.2 '07 - '09에 대한 개발계획을 일단 예산에 제약을 받지 않고 프로젝트 진행
관점에서 제작기간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3.3 콜리메이터 박스 내부에 설치되는 Ni guide에 대한 측정결과를 확보할 것
->2004년 측정이 이루어졌고 조상진 박사가 작성한 기술보고서 "중성자유도관
제작기술개발(KAERI/TR-3000/2005)에 포함되어 있음. 99%이상의 반사율을 나
타냄.

3.4 중성자속도선별기의 경우 Astrium사의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선별기에
대한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더 많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중성자 속도 선별기의 투과율은 selector가 설치되어 있
지 않을 때의 intensity에 대해서 gaussian shape을 갖는 투과빔의 peak intensity
의 비율로 정의한다. 이 값은 입사빔의 divergence에 따라 바뀌며 아래의 표는
Astrium사에서 제시하는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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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Meeting Minute
수신

최성민,

이창희

발신

한영수

문서번호

일자 2007년 03월 23일
HAN-NI-MN-840-07-004

참조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7년 4차 회의록 (2007.03.24@KAIST)
I. 설계 업무진행 현황
1. 벙커부분
1.1 업무수행 내용
- NVS frame을 고정식으로
- 메인셔터 디자인
- Quick shutter/Attenuator/ 상세 디자인

1.2 검토사항
- 메인셔터 재질 및 두께(no gamma?) -> Next week to Mr. Mokrany
- 벙커부 설계요건-> Next week to Mr. Mokrany
> 메인셔터 수직이동시 외부 인식 표시 반영
> 남북 방향으로 작업공간 확보
> 케이블 관통구
> 진공펌프 설치 여부
- 벙커부 철재 프레임은 콜리메이터 제작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2. 콜리메이터 부분
2.1 업무수행 내용
- 제작도면 integration(총 53개)
- 콜리메이터 단면부분 수정
- 받침부분 수정
- 레이저 정렬장치 조사(He-Ne laser, 100만원 이하)

2.2 검토사항
- O-ring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시 제작사 설계 반영
- Junction plate opening 규격
- 설치/정렬 방법

3. 시료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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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업무수행내용
- 최소 시료검출기간 거리 1.2m로 디자인
- XYZ stage 설치 setup 디자인(높이 고려)

3.2 검토사항
- DN 63 connection(지름 63mm) 문제사항
- Z-stage(X자 다리형(330만원) or 수직 이송형(1000만원))
- Sample chamber를 이동하지 않고 XYZ stage에서 측정(Q=0.34)
- 게이트 밸브 connection 검토

4. 검출기 챔버
4.1 업무수행내용
- 빔스톱 디자인

4.2 검토사항
- Nose 재검토
- 2 pieces(ANSTO, ORNL) or 3 pieces(ILL)

II. 회의 결과
1. Bunker 부분
- NVS 받침대에 고정바 추가
- NVS 받침대는 통짜로
- Huber rotator에 리미트 스위치 설치
- NVS와 가이드 사이의 갭 축소
- 가이드 디자인에 vacuum port 설치
- 도면에는 bunker line 설치
- Attenuator moving mechanism은 폭이 좁은 방식으로 교체
- 높이 조절 방식 변경(하부 고정 위에만 나사로)
* LM guide 제작업체와 chopper 제작업체와 진동문제 협의
2. 콜리메이터 부분
- Junction plate 설치 방식 변경
-> box 체결부의 두께를 양쪽이 균일하게 제작
- Collimator box A에 대한 디자인
3. Sample stage
- DN63 flange 규격에 대해서 검토
- Opening의 크기를 여유를 갖도록 디자인
- Nose cone에 대한 디자인을 간편함을 갖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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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Meeting Minute
수신

최성민,

이창희

일자 2007년 04월 5일

발신

한영수

문서번호

참조

문명국, 조상진, 성백석, 신은주, 김태환

HAN-NI-MN-840-07-005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세미나 회의록(5차) (2007.04.4@KAERI)
1. 벙커부분
- Chopper 및 NVS 이후의 가이드를 고려할 때 짧은 길이지만 전후의 알루미늄 덮개에 의한
flux 손실에 대해서 고려할 것

- Mokrany 박사가 제시한 가이드 차폐안의 경우 40M SANS 입장에서는 콜리메이터 부분
에 덮개 차폐가 설치되는 것은 곤란함. -> 추후 검토

- 2단계를 대비하여 40m SANS 장치의 설치 위치를 가능한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함
-> 추후 협의 필요

2. 콜리메이터 부분
- 높이 조절 bar의 높이를 다소 줄이는 것이 필요함
- 첫번째 콜리메이터의 경우 cavity type의 편극기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차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높이 조절바의 받침대의 형상에 대해서 기 제작된 가이드의 예를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볼나사로 모터와 연결체결된 위치 표시 장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망됨
-> 불필요한 비용상승요소가 존재하고 위치표시 장치의 실효성도 의심스러움

- O-ring 설치부분에 대해 기존 제작품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 필요함
3. 시료대 부분
- Z-stage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의심스러움
- Huber rotator에 대해서는 설치 시료환경장치의 중량을 고려해서 모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1 ton 이상의 기기에 대한 회전이 필요함)
- 시료대/검출기 챔버의 정렬방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4. 검출기 챔버
- 일진정공에서 제시한 챔버 제작예산이 과도한 것이로 판단됨.
- 검출기의 경우 5월에 ILL의 Dr. Guerard의 방문 협의후에 추진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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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Meeting Minute
수신

최성민,

이창희

발신

한영수

문서번호

참조

조상진

일자 2007년 05월 1일
HAN-NI-MN-840-07-006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7년 6차 회의록 (2007.05.01@KAIST)

I. 회의 결과
1. 설계안 관련
1.1 콜리메이터용 Ni guide에 대한 QA 절차에 대해서 파악하고, Swiss Neutronics에서
제작할 예정인 중성자 유도관에 대한 QA 절차와 비교 검토.

1.2 콜리메이터 내부 가이드 정렬 방법에 대한 확실한 절차를 수립할 것.
1.3 Attenuator는 한 section 크기를 60cmx60cm에서 70cmx70cm으로 변경할 것.
1.4 Attenuator 구동장치는 현재 설계안보다 slim한 디자인으로 변경하며 plexiglass
고정대는없애고 plexiglass에 직접 나사가 체결되는 방식으로 변경.

1.5 콜리메이터의 모터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위치표시용 볼나사 대신 다이얼
게이지가 설치된 방식으로 변경.
1.6 시료대의 guide field는 편극 중성자의 특성 및 실험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함.
2. Glinka 박사 방문관련
2.1 현재의 design description과 발표자료를 발송
2.2 현재 준비된 discussion topic에 대해서는 영문으로 정리 후 자문기간중 체크
2.3 2주후 방문전 준비에 대한 회의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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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최성민,

이창희

발신

한영수

문서번호

일자 2007년 05월 17일
HAN-NI-MN-840-07-007

참조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7년 7차 회의록 (2007.05.17@KAIST)

I. Glinka 박사 자문시 준비자료
1. Overview of HANARO and CNRF Project
- 하나로, 실험동 및 CNRF 프로젝트 소개

2. Design of 40M SANS Instrument
- 2주전 발송자료 중심(2주간 설계 변경내용 업데이트)

3. Part별 Discussion 자료
- ppt 및 solid edge, CAD 도면 직접 활용
- Part별 discussion topic 자료에서 체크

4. 예산 및 계획 부분
- 엑셀 및 MS-project 파일 직접 활용

Discussion Topics
1. General
- Guide shielding and the bunker shielding
- Examination for the fabrication plan and the budget
- Dimensions for each part of the instrument
- Installation startegy for each component

2. Bunker
- Future installation of disk chopper
- Examination for current design of quick shutter/attenuator/monitor
- Design of main shutter

3. Collimator
- Gamma shielding of the collimator
- Desing and dimension of the junction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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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icient and precise design for the moving mechanism
- Ni guide alignment of internal collimator box

4. Sample stage
- Installation plan for the detector vessel and the sample box
- Efficient sample stage design for using polarized neutron

5. Detector vessel including the detector
- Detector type
- Beam stop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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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Meeting Minute
수신

최성민,

이창희

발신

한영수

문서번호

일자 2007년 08월 14일
HAN-NI-MN-840-07-009

참조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7년 회의록 (2007.08.14@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SANS 설계 관련
1.1 Glinka 박사 자문내용 반영 설계 수정(2D, 3D)
1.2 CAD engineer 퇴직 및 신규 입소(김홍년)
2. 기타사항
2.1 차폐관련 내부통신문 작성
2.2 물리적인자 관련 내부통신문 작성
2.3 Extreme low Q option에 대한 시뮬레이션(김태환)
2.4 장치개발 계획 update
2.5 ORNL 방문계획
2.6 검출기 챔버 및 콜리메이터 제작업체 추가 조사 및 견적요청
II. 주요 회의내용
- 차폐재료의 경우 Glinka 박사가 추천한 Li6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빔스톱 크기를 결정할 때 L1=L2 조건인 경우를 제외하면 L1>L2 인 경우가 실질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일단은 최대 크기에서 산술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Transmission polarizer의 경우 계산상으로 3m가 최적의 조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Wiedenmann 박사에게 한번 메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Extreme low Q option에 대한 시뮬레이션에서는 gravity effect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ORNL 방문시 Ordela 검출기의 성능 검토와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
첨부 : ORNL 방문시 업무수행(안)/설계관련 토의내용(안)/현단계 설계시 논의사함

Things to Do during ORNL Visit
- Careful survey of ORNL SANS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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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ehending the current commissioning status of ORNL SANS instruments
- Comprehending the commission plan of ORNL SANS instruments
® Period
® Contents of experiment
® Alignment methods by parts
® Performance of the ORNL SANS instruments, which is now confirmed

- Introduction and discussionofKAERISANSdesign
- Discussion with our plan and budget
- Determining the performance of 21000N ORDELA detector
- Future plan and current status of control software : meeting with software group member
- Participating the commissioning work
- SANS experiment using standard samples
- Meeting with EQ-SANS(SNS SANS) responsible
- Meeting with Ron Cooper(detector group leader) : Aug. 28 morning
- Survey of SNS site

Discussion of SANS Design
1) Velocity Selector Bunker
- Instrument main shutter (moving mechanism)
- attenuator (material, moving mechanism)
- shielding
- Interface between bunker and collimator
2) Collimator
- box size: 2030 mm x 1050m x 510mm external, thickness: 20mm
- Moving mechanism
- Junction plate
- Options(polarizer, TISANE)
- Alignment
- Shielding
3) Sample stage
- Box dimension
- XYZ stage
- Connection tubing (ID=8cm, Material Aluminum6061)
- Window
- Sample box (W1400mm x H600mm x L500mm)
4) Detector and detector vessel
-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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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ector carrier and moving mechanism
- Beamstop (horizontal movement, 4 choices)
- Overall Installation Procedure
- Actual applicability of flanges
- How many pieces?

현재 설계 관련 추가 논의사항
* Collimator
- 총길이가 현재 21m에 가까움.
- 3m 길이로 계산된 transmission polarizer 설치 문제
* Detector vessel
- Large flange 적용 문제
- 2 piece or 3 piece? materials?
- Detector rail 및 carrier 설치 이후 이송 문제 -> Air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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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Meeting Minute
수신

이창희

발신

최성민,

일자
한영수

2007년 10월 11일

문서번호

HAN-NI-MN-840-07-010

참조 김학노
수신
처
제목: SANS 장치 차폐 관련 회의 회의록 (2007.09.21@KAERI)
1. 일시 : 2007년 9월 21일17:00-18:00
2. 참석자 : 최성민, 한영수, Mr. Mokrany
3. 주요 회의 내용
(최성민) :
1. 정상운전 중에 40m SANS Collimator Box에 대한 Instrument Scientist의 Physical Accessibility가
유지되도록 주변 Shielding이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SANS장치의 주요 설계요건 중 하나임.
2. DC-TOF의 Chopper들로부터 발생되는 Background가 SANS 장치의 Background로 작용하지 않
도록

Shielding이 설계되어야 함.
(Mokrany) :
- 위의 요건 1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a) CG2B 빔라인을 차폐하여 사용하지 않거나, b) SANS를
Cold

Source를 기준으로 하여 후방으로 이동하여야 함.
- 위의 요건 2는 DC-TOF의 첫 번째 Chopper로부터 나오는 Background를 차폐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며,

40m SANS와 DC-TOF 사이의 간격을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한영수) : 9월 11일 제공한 설계요건 포함
- 중성자 속도선별기 벙커에는 반드시 중성자 속도 선별기를 위한 진공호스,
electronic cable등이 관통하는 관통구가 포함되어야 함.
- 벙커의 전면(콜리메이터와 인접한 면)에는 감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함.
- 중성자 속도선별기는 위쪽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벙커 설계
- 차폐체의 설계는 중성자 소각산란장치의 콜리메이터 파트를 덮거나 가리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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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I-MN-840-07-011

참조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7년 회의록 (2007.10.10@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SANS 설계 관련
1.1 3m size first collimator box design
1.2 검출기 탱크 수정
1.3 Detector carriage 파트 수정
2. 기타사항
2.1 업체 조사(한텍, 수력) for 검출기 탱크(내주 방문예정)
2.2 MS project schedule 보완
2.3 Extreme low Q option에 대한 시뮬레이션(김태환)
2.4 차폐 관련 협의(with Mockrany)
2.5 Design description 수정 진행
2.6 Silver behenate를 이용한 파장 검정 실험 계획
3. 설계 관련 논의 사항
1. 검출기 탱크
- View port, vacuum port, connection port 크기, 숫자, 위치
- 문 개폐 방식, 방향
- Gate valve와의 연결부분

2. Collimator
- 총길이 문제: From source aperture to sample position
--> 현재 3m 박스 기준 (3026+2026*7+1026+20+1700 = 19,954mm)
--> 2m 박스 기준시(2026*9+1026+20+1700= 20,980mm)
- Transmission polarizer 요건
- Low Q option 설치 문제
- Collimator table 모션 제어

II. 주요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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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출기 탱크 설계
- 옆면의 port는 전단부 1개(view port), 전단부 하단 1개(view ruler), 중앙 2개(진공, vent), 후
단부 1개(view port)로 구성

- 밑면의 connection port는 12 inch 3개로
- 문 개폐는 빔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열리도록(DC-TOF와의 간섭 최소화)
- Gate valve 연결부위는 ORNL 방식 채용
- Beam stop mechanism은 검출기 앞쪽에 설치되는 방식으로
2. 콜리메이터 설계
- 내부 면적을 5cm 늘려서 option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 박스의 구성은 2m x 8개, 1m x 2개로 구성
- TR polarizer는 1.8m로 구성하고 사용파장 및 reflectivity를 고려하여 m 값을 결정
- 콜리메이터 테이블의 모션제어는 encoder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용하며 제어 단계의 로
직에 대해서 확인

3. 기타사항
- Mr. Mokrany와의 회의 내용을 문서화
- 검출기 탱크와 콜리메이터의 납품 시점에 대해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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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7년 회의록 (2007.11.13@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SANS 설계 관련
1.1 검출기 탱크 설계
- 옆면의 port 수정
- 밑면의 connection port는 10 inch 3개로
- 문 개폐는 빔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서 열리도록
- Gate valve 연결부위는 ORNL 방식 채용
1.2 콜리메이터 설계
- 내부 면적을 5cm 늘려서 option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 박스의 구성은 2m x 8개, 1m x 2개로 구성
1.3 Sample stage 설계
- Sample box - detector vessel 연결 reducer에 대한 설계 개선
2. 기타사항
2.1 업체 방문 및 견적의뢰(한텍, 수력) for 검출기 탱크
2.2 콜리메이터 박스 견적의뢰(정민실업, 삼한진공개발, 삼원진공)
2.3 Extreme low Q option에 대한 시뮬레이션(김태환)

II. 주요회의 내용
1. SANS 설계 관련
1.1 검출기 탱크 설계
- 아래쪽의 view port를 수평방향으로 수정
- opening의 크기는 샘플 크기(30mm) 및 기타 시료환경장치를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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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콜리메이터 설계
- 특이사항 없음
1.3 Sample stage 설계
- Sample box - detector vessel 연결 reducer에 대해서 나사결합의 작업성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1.4 시료환경장치
- 상온 시료환경장치, thermal bath, high temp. holder에 대한 디자인도 함께 추진
-> NIST holder를 기준으로 설계

- 현재 보유중인 furnace, vapor delivery system등도 적용성을 check.
1.5 종합
- 주요 도면들에 대해서 내주 미국방문시 협의가 가능하도록 금요일 오전에 전달
2. 기타사항
2.1 NVS는 필히 두개를 구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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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7년 회의록 (2007.12.4@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SANS 설계 및 제작 관련
1.1 검출기 탱크
- 견적입수(정진월드산업, 6억 5천 6백만원)
- 전면부 및 보강링 두께 수정
- 견적 재의뢰(수력 및 일진)
1.2 콜리메이터
- 박스내부 일부 수정
- 견적입수(삼한진공, 파트당 2천5백만원)
1.3 벙커 파트
- Mr. Mokrany와 협의
2. 기타사항
2.1 Dr. Wagner와 설계 관련 자문

II. 주요회의 내용
1. NIST 방문 결과 협의내용(by Prof. Choi)
1.1 검출기 탱크
- Opening tolerance는 수 mm 정도면 충분함. Alignment 만이 문제가 됨
- 검출기 탱크 지지대의 전후/좌우/상하 이동장치 사진을 촬영함.
1.2 Sample stage
- XY stage를 설치할 때의 도면에 대해서 공간이 부족하므로 도면 수정이 필요함
- 현 도면에서 게이트 밸브-sample chamber 사이의 공간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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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ge valve의 폭이 조절 가능함, 최대폭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확실히 줄어듬.
2. 기타사항
2.1 Line diagram을 검토하여 현재의 opening에서 어느정도 Q 영역 구현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

2.2 m=2와 m=2.6 supermirror의 reflectivity data를 확인할 것.
2.3 검출기 탱크 견적 요구시 두께에 따른 가격변화 요소가 크므로 ORNL, ANSTO의 치수
를 이메일로 확인하여 견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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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I-MN-840-08-001

참조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8년 회의록 (2008.1.18@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SANS 설계 및 제작 관련
1.1 검출기 탱크
- ORNL 탱크 상세치수 확인 및 재견적의뢰(일진: 7억 3천만원)
-> 업체의 세부견적에서 두께를 잘못 파악, 10% 정도 가격 하락 예상
-> 구매 발주시 견적에서는 반영하도록 요청

- 전면부 두께를 고려한 opening 검토 및 최대가능 Q 영역 검토

Y length

X

1000
1000

length
1000
1000

1200
1200

2 theta

wavelengt

max.

h

Q

Remark

Design date

45.0
45.0

4.5
5

1.069
0.962

Ideal
Ideal

1000
1000

39.8
39.8

4.5
5

0.951
0.856

nominal
nominal

790
790

680
680

40.7
40.7

4.5
5

0.972
0.874

Position A, front thickness 90mm
Position A, front thickness 90mm

2007. 12.4
2007. 12.4

910
910

680
680

36.8
36.8

4.5
5

0.881
0.793

Position B, front thickness 90mm
Position B, front thickness 90mm

2007. 12.4
2007. 12.4

790
790

700
700

41.5
41.5

4.5
5

0.990
0.891

Position A, front thickness 90mm
Position A, front thickness 90mm

2007. 12.20
2007. 12.20

910
910

700
700

37.6
37.6

4.5
5

0.899
0.809

Position B, front thickness 90mm
Position B, front thickness 90mm

2007. 12.20
2007. 12.20

790
790

720
720

42.3
42.3

4.5
5

1.009
0.908

Position A, front thickness 90mm
Position A, front thickness 90mm

910
910

720
720

38.4
38.4

4.5
5

0.917
0.826

Position B, front thickness 90mm
Position B, front thickness 90mm

- 검출기와 검출기 탱크에 대한 치수 검토(DC-TOF와의 간섭사항 검토)
- 시방서 작성
1.2 시료 holder 설계(김태환)
- 상온 시료 기준 최대 15개 장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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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ta=45도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NIST 시료 holder 모양을 수정
1.3 AgBE 표준 시료를 이용한 측정
- 내부통신문 참조
2. 기타사항
2.1 m=2, m=2.6 TR polarizer 검토
- m=2는 90% 수준, m=3는 80% 수준, m=2.6은 중간정도거나 다소 높음. 85-87% 수준

2.2 올해 예산 문제로 제작 및 구매 계획 재검토

II. 주요회의 내용
1. 설계 관련
1.1 검출기 탱크
- Opening size는 sample to detector distance 1m를 만족하도록 조절
- 시방서 상의 진공도, leak rate에 대한 기준을 ANSTO에 연락하여 확인
1.2 Sample exchanger
- 현재 너비 1400mm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을 1500mm 너비에서도 고려하여 설계
- Heating/cooling block을 1500mm 너비를 가정하여 디자인 할 것(by 김태환)
1.3 콜리메이터
- 빔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설치된 모터 구동 블럭을 오른쪽으로 이동 설
계
2. 기타사항
2.1 2010년 4월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면 검출기와 NVS가 올해 안으로 구매발주가
이루어져야 함.(모두 delivery가 1년으로 2009년 하반기에 실험을 진행하려면 필
수적임)

2.2 TR polarizer에 대해서 polarization, transmission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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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8년 회의록 (2008.2.25@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SANS 설계 및 제작 관련
1.1 검출기 탱크
- 최대 Q 영역을 위한 설계 수정
- 정식견적의뢰(일진, 수력) : 5억 7천만원(수력)
- Leak rate 기준 검토 : He leak rate = 2.8 x air leak rate(FDA document)
1.2 콜리메이터
- 모터 위치 변경한 설계 수정
- 3D 설계 진행
1.3 시료 holder 설계(김태환)
- Heating/cooling stage 설계
2. 기타사항
2.1 m=2, m>2 TR polarizer 검토
-

Swissneutronics의

m=3

polarizer는

polarization(97%) 값이 비슷함.

2.2 NVS 구매사양서 작성
2.3 NVS on site maintenance 검토

II. 주요회의 내용
1. 설계 관련
1.1 Sample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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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mm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을 1500mm 너비로 변경
2. 기타사항
2.1 NVS 여분의 selector는 장치완성 이후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임
2.2 TR polarizer에 대해서 polarization 영역을 Ni 가이드 환경에서 만족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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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8년 회의록 (2008.3.28@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SANS 설계 및 제작 관련
1.1 콜리메이터 발주전 수정사항
- Moving table 길이 축소(40mm씩, 자기장 영향 확인)
- Scaler 삽입 및 시방서 표시
- 액츄에이터 사양 확정(2 limit switch and 1 position sensor)
1.2 구매 계약 진행 현황
- 시방서 작성 및 제작발주
- 일정 : 구매요구서(3/21), 입찰공고(3/25), 설명회(4/1), 입찰(4/8), 개찰(4/15), 계약(4/17-23)
1.2 계약후 협의사항 정리
1.3 Window 두께 계산
2. 기타사항
2.1 진공펌프 견적의뢰(Leybold, Alcatel)
2.2 제작 계획 수정
2.3 제어시스템 검토(내부통신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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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luminum6061-T6, Diameter 80mm, YS=270MPa

120

Stress(MPa)

100
80
60
40
20
0
0.2

0.4

0.6

0.8

1.0

Thickness(mm)

B
Aluminum6061-T6, Diameter 80mm

1.8
1.6

Deflection(mm)

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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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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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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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Thickness(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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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g alloy AZ31, Diameter 80mm, YS=200MPa

120

Stress(MPa)

100
80
60
40
20
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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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hickness(mm)

B
Mg alloy AZ31, Diameter 80mm, YS=20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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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lectio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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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6

Thickness(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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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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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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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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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Meeting Minute
수신

최성민,

이창희

발신

한영수

문서번호

일자 2008년 5월 5일
HAN-NI-MN-840-08-004

참조
수신처
제목: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8년 회의록 (2008.5.5@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제작
1.1 콜리메이터 제작
- 제작기간 : 4/22-7/21
- Kick-off meeting(4/22) : 세부 설계사항 논의
- 제작설계완료(5/7), 제작설계회의(5/14 or 5/15 at CVE)
1.2 검출기 탱크 제작
- 제작기간 : 4/29 - 10/31
- Kick-off meeting(5/13) 예정
2. 구매
2.1 진공펌프 검토 및 계산결과 입수
2.2 게이트밸브(Genesis)
3. 기타
3.1 제작 공정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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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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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Minute
일자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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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0일
HAN-NI-MN-840-08-005

제목: 40M SANS 콜리메이터 제작 착수회의
1.참석자
이창희, 최성민, 한영수
2. ILL-detector vs ORDELA 21000N detector 비교
Item
Count rate
Spatial resolution
Efficiency
Cost
Delivery
Others

ILL detector
ORDELA
3 MHz
200 kHz
7.5 mm
5 mm
88-90%
80%
Euro 428,000
USD 605,000
= 678 백만원
= 605 백만원
14 month after contract 12 month after contract
Not included in
Parallax Effect*
acquisition system and
shipp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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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lax Effect

20

0
0.1000

Q range

Sample to Detector Distance(m)

18

0.2000
0.3000

16

0.4000
0.5000

14

0.6000
0.7000

12

0.8000

10
8
6
4
2
20

40

60

80

100

From Beam Center to Detecting Position(mm)

20

0
2.500

Sample to Detector Distance(m)

18

Average Degree of Parallax Effect(mm)

5.000
7.500

16

10.00
15.00

14

20.00
25.00

12

32.00

10
8
6
4
2
20

40

60

80

From Beam Center to Detecting Position(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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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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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문서번호

2008년 9월 2일
HAN-NI-MN-840-08-006

제목: 40M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8년 회의록 (2008.9.2@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제작
1.1 검출기 탱크 제작 진행
- 2주전 최종도면 승인, 추석이후 방문예정

2. 시험
2.1 콜리메이터
- 진공시험
- Root 펌프 부착 테스트
- 모터 구동 테스트
- Magnetic field 측정 -> 재가공 후 측정예정 9/10
- Front flange(0.6 mm Al window) -> O.K
- 회전식 카운터 부착시험

3. 구매
3.1 2D PSD : 9/8 개찰, 개찰후 7-10일 사이 계약
3.2 NVS : 9/17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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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회의 결과
1. 초전도 자석에 대한 가격 검토
- 현재 구매진행중인 vertical type은 10 Tesler로 4억여원
- SANS 용인 horizontal은 2억여원(구두 확인 가격)
2. NVS 이후에 chopper가 위치할 때 Gap에 따른 intensity loss
- 아래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 cm 당 약 0.17% loss가 발생함
- 현재 예상되는 8 cm 정도의 gap은 1.4% loss 발생

6500

B
Y=A+B*X
Parameter
Value Error
-----------------------------------------------------------A
6618.83743 6.43983
B
-11.66405
0.1721
------------------------------------------------------------

6400

Wavelength of 5 A

6700

Intensity Arb.unit

6600

6300
6200
6100
6000
5900
0

10

20

30

40

Gap after NV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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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소된 Silicon window(φ260)에 따른 Q 영역 계산
Sampe to
window length

Si
window

Tank
opening

window wavel 2 theta max. Q 2 theta max. Q
length ength (center) (center) (edge) (edge)

100

137

5

52.6

1.114

55.8

1.176

100

137

6

52.6

0.929

55.8

0.980

120

137

5

47.5

1.012

50.8

1.078

120

137

6

47.5

0.844

50.8

0.898

140

137

5

43.1

0.923

46.4

0.991

140

137

6

43.1

0.769

46.4

0.826

160

137

5

39.3

0.845

42.6

0.913

160

137

6

39.3

0.704

42.6

0.761

180

137

5

36.0

0.778

39.3

0.845

180

137

6

36.0

0.648

39.3

0.704

200

137

5

33.2

0.719

36.3

0.784

200

137

6

33.2

0.599

36.3

0.653

760

800

5

46.3

0.987

49.5

1.051

760

800

6

46.3

0.823

49.5

0.876

780

800

5

45.5

0.972

48.7

1.037

780

800

6

45.5

0.810

48.7

0.864

800

800

5

44.8

0.957

48.0

1.022

800

800

6

44.8

0.798

48.0

0.852

820

800

5

44.1

0.943

47.3

1.008

820

800

6

44.1

0.786

47.3

0.840

840

800

5

43.4

0.929

46.6

0.994

840

800

6

43.4

0.774

46.6

0.829

860

800

5

42.7

0.915

45.9

0.981

860

800

6

42.7

0.763

45.9

0.817

Remark
sample chamber
position
sample chamber
position
sample chamber
position+20 mm
sample chamber
position+20 mm
sample chamber
position+40 mm
sample chamber
position+40 mm
sample chamber
position+60 mm
sample chamber
position+60 mm
sample chamber
position+80 mm
sample chamber
position+80 mm
sample chamber
position+100 mm
sample chamber
position+100 mm
sample chamber
position
sample chamber
position
sample chamber
position+20 mm
sample chamber
position+20 mm
sample chamber
position+40 mm
sample chamber
position+40 mm
sample chamber
position+60 mm
sample chamber
position+60 mm
sample chamber
position+80 mm
sample chamber
position+80 mm
sample chamber
position+100 mm
sample chamber
position+100 mm

- 지름 12 mm sample 기준으로 계산
- Sample chamber position은 window와 10 cm 이격되어 있음
- Max. Q(center)는 검출기 중앙부분, max. Q(edge)는 모서리 부분을 고려한 것임
- Tank opening 계산결과는 현재 설계완료된 Tank opening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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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0일
HAN-NI-MN-840-09-001

제목: 40M SANS 장치 개발 관련 2009년 회의록 (2009.12.29@KAIST)
I. 업무진행 현황
1. NVS 및 bunker 부분
- NVS 설치 및 테스트 완료
- Shutter 설치 및 구동 테스트 완료
- NVS용 Rotator 설치 및 구동 테스트 완료
- Monitor Counter 제작중 (문명국 박사, 2010년 1월 첫째주 delivery예상)
- Attenuator 제작 설치 및 구동 테스트 완료, 정렬 작업 미완료
- Quick Shutter

설치 및 구동 테스트 완료

2. Guide 및 Collimation Box 부분
- Guide moving test 완료 (Home 스위치 이용하여 reset후 guide 위치에서 100um 오차)
--> guide in-out position moving test 필요
- Guide position test (under vacuum and air) 완료
- Source Aperture, Junction plate 설치 및 정렬 완료
- Collimator vacuum test 완료 (5*10^-2 torr in 40 min)
- Collimator end plate에 20 mm B-PE 판 설치
- Small gate valve 진공 및 구동 테스트 완료
- Collimator-Sample chamber 사이의 튜브 정렬완료
- Sample Chamber moving 및 설치작업 필요
- Collimator Laser 정렬 재검토 (pointer 이용 test)
3. Sample Chamber 부분
- Sample Aperture의 정밀 제작 및 재료선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NIST sample Ap와 비
교, 빔테스트 후 결정)
- Sample Holder 상온용 제작완료
- Temperature control용 sample holder 제작 준비 및 circulation bath 구매준비
4. Detector Tank 부분
- Detector tank 진공테스트 완료
- Detector 전후 좌우 이동 테스트 완료 (Reproducibility test 필요, 1m - 20m 반복 테스
트)
- Beam stop 설치 완료 (Background issue를 고려하여 B-rubber와 Cd의 위치 조정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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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nstrument Control Program
1. Detector 제어는 ICP 제어 컴퓨터에서 원격 통신을 이용함.
2. ICP에 포함되는 시료환경장치 (온도제어, 자기장, 샘플 Goniometer 등)
3. 온도제어장치는 상표 (CHINO)기준이 아니라 쉽게 ICP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4. 내부적으로 시료환경장치를 쉽게 expansion 할 수 있는 능력 확보 (Labview 프로그래밍능
력 확보)
5. Shutter는 ICP에 포함되지 않음 (manually operation 되어야함)
6. Quick Shutter는 manual operation이 필요없음 (Detector count와 연동되어야 함, 측정시
작 --> QS open, 측정끝 --> QS close)
7. Graphic User Interface
- GUI는 User friendly mode, manual mode, expert mode 3종류 설정
- GUI의 전체적인 Design (색깔, 모양등)에 대한 검토 필요
- GUI에 추가되어야 할 기능
- GUI상 pause 기능
- Data saving interval 설정 기능
- Stop 명령이 실행되었을 때 저장 여부를 popup 창으로 확인
- Run list 프린트 기능
- Total run time estimation 기능
- Sample name에 stop sign이 있을 때 end run을 하는 기능
- 관리자가 만든 configuration을 file 형태로 저장하여 (manual mode에서) User friendly
mode에서 read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능
- start 명령이 실행되었을 때 확인 메시지 popup 창으로 확인
- 현재 측정하고 있는 행에 대한 표시기능.
8. Data management (Filename: user_admin, Username)
9. Directory 지정 (data save, 자동으로 2군데 저장 (ICP computer, reduction computer)
10. Trans/Scatt. file 구분은 beamstop 위치로 판단함.

II. Beam Test Plan
1. 1월 15일부터 3일간 Au wire 이용한 flux 측정 (at sample)
2. 1월 초에 beam test 일정 및 항목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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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8일
HAN-NI-MN-840-10-002

제목: 40M SANS 장치 개발 관련 2010년 회의록 (2010.4.8@KAERI)
I. Background Issue
- Background에 대한 토론
현재 가지고 있는 Background data는
1) 장치 셔터와 신속셔터를 Open (~ 95.39 c/s)
2) 장치셔터 Open, 신속셔터 Close (~ 70.1 c/s)
3) 장치셔터, 신속셔터 Close (~ 2.5 c/s)
4) 장치셔터 신속셔터 Open, 그리고 B-rubber 콜리메이터 끝단에 부착한 상태 (~ 96.25
c/s)
5) 장치셔터 신속셔터 Open, 그리고 Cd 콜리메이터 끝단에 부착한 상태 (~ 93.55 c/s).
Background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1) 신속셔터가 완벽하게 빔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2) B-rubber는 strong scatterer 인 것으로 판단됨
3) B-ribber와 Cd을 콜리메이터 끝단에 붙이는 것은 큰 이득이 없음.
현재 Background 데이터로부터 Background의 Source가 될 수 있는 것은
1) 신속셔터의 alignment 문제와 B-rubber의 완벽하지 못한 빔 차폐.
2) 콜리메이터 박스내의 B-rubber와 Cd으로 만들어진 마스크 (특히 콜리메이터 끝단의 42
mm aperture) --> B-rubber는 Strong scatterer
3) Sample Aperture의 가공 문제 (tapered hole 가공) 및 재질 문제 (마스크와 같은 재질)
4) 빔 경로상의 장애물에 의한 빔 왜곡
5) Silicon Window에 의한 Background
- NIST 협조 요청사항
NIST에서 사용한 Sample Aperture 이용한 빔 Test
NIST SANS에 사용된 Main shutter와 Quick shutter의 재질 문의
- HANARO 준비사항
B4C, LiF4 준비 --> Blocked Beam 측정할 예정임.
Quick Shutter alignment 확인
Sample aperture 대체 물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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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빔타임에 측정할 사안
Silicon Window 제거 후 측정 --> silicon window에 의한 background 확인
B-rubber의 attenuation coefficient 확인 (B-rubber가 제대로 block를 못하는 것 같음)
B4C, LiF4 이용한 Blocked Beam 측정
Detector 움직이면서 Background 측정 --> 검출기 위쪽부분과 아랫부분의 검출량 차이남.
빔 경

로 상의 장애물을 확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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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0M SANS 장치 개발 관련 2010년 회의록 (2010.4.26@KAIST)
I. Beam Test 결과 분석 및 대응 방안
- Direct Beam에서는 Hydrogen이 들어 있는 B-rubber, B-PE의 차폐 재료는 Incoherent
Scattering을 발생시켜 Background Source로 작용함. 따라서 Beam Line에서는 Hydrogen
이 들어있는 차폐재료를 모두 제거하고 다른 재료를 이용하여 차폐한다.
- Juction Plate 중앙에 있는 B-rubber+Cd 가로막은 B4C 또는 BAl와 같은 Hydrogen이 없
는 재료로 바꾼다.
- 감쇄기에서 산란된 중성자로 인해 감쇄기 주변의 감마 백그라운드와 검출기의 중성자 산란
패턴에 영향이 심각함. 따라서 Cd 또는 B-rubber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콜리메이터 박스
앞면과 감쇄기 옆면에 대한 차폐보강 작업이 필요함.
- Background를 줄이기 위해서 콜리메이터 끝단과 샘플 챔버의 앞면에 대한 Cd 또는
B-rubber 차폐가 필요함.
- 차폐재료인 Cd은 중성자에 의해서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함. 다음 실험에서 중성자에
의한 Cd이 방출하는 감마선 측정이 필요함.
-

Background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short

SDD에서

NIST의

empty

cell

scattering/Blocked Beam에 대한 count rate를 비교 (2005년 NIST 실험기준 1.1m
empty cell scattering count rate 2456.5 c/s, blocked beam count rate 8.37 c/s)
- BAl의 commercial availability 에 대해 정보 수집.
- 현시점에서 B4C를 이용한 Beam Stop 2개와 Sample Ap 1, Plug 1개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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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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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번호

계

록 (15-20줄내외)

초

소각 중성자 산란장치는 고분자, 자성재료,

금속 재료, 세라믹 등 다양한 나노 스케일 물

질의 벌크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장비이다. 이러한 소각 중성자 산란장치
의 중요성 때문에 2001년에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 8m 소각 중성자 산란장치가 설치되
었다. 그러나 냉중성자원의 부재로 인한 낮은 중성자속과 짧은 장치 길이에 의한 제한된
Q 영역으로 인해 사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2003년에 냉중성자 산란 장치 개발
과제의 시작으로 인해 새로운 40m 소각 중성자 산란장치를 개발하게 되었다. 40m 소각

중성자 산란장치는 그 중요성 때문에 가장 우선되는 장치로 선정되었으며, KAIST와 한
국원자력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40m 소각 중성자 산
란장치의 연구 개발 결과와 장치의 제원 및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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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SANS
instrument was installed at the CN beam port of HANARO in 2001. However,
without having a cold neutron source, the beam intensity is fairly low and the
Q-range is rather limited due to short instrument length. In July 1, 2003, therefore,
the HANARO cold neutron research facility project was launched and a state of the
art 40m SANS instrument was selected as top-priority instrument. The development
of the 40m SANS instrument was completed as a joint project between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HANARO in 2010. Here, we
report the specification of a state of art 40m SANS instrument at HA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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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SANS instrument,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