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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센서  
헤드 설계와 
고장모드

코팅실에서 수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공 내에서 수정을 진동시키기  
위해 진기적으로 활성화한 다음, 수정의 
일부만이 증착 재료와 접촉하여 수정을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가 
개발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장치는  
수정을 코팅공정 내에 존재하는  
고온으로부터 차폐시키는 역할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센서헤드”가 개발되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센서헤드  
설계의 경우 수정은 “수정 홀더” 즉,  
캡 중앙에 구멍이 뚫린 금속캡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홀더는 수정의 진동을  
발생시키는 전기회로의 절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구멍을 통하여 수정표면
에 직경 약 0.3”(7.6mm) 증착 필름의  
막이 형성됩니다. 수정은 스프링의  
힘으로 홀더 내에서 위치를 유지하게  
되며 일부 모델의 경우 스프링은 홀더  
내부 주의에 위치하여 수정의 모서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합니다. 또 다른 설계의 
경우 중심에 금도금 스프링을 갖춘  
“세라믹 고정장치”가 수정의 바깥쪽  
뒷면 모서리를 누르게 됩니다.

양 설계에 있어 수정 홀더는  
센서헤드(작은 금속 블록) 내에 삽입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의 금도금 스프링이 수정 
또는 고정장치의 뒷면을 눌러 수정의  
전기회로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흔히  
헤드는 수정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홀더와 
헤드간의 전기접점을 제공하기 위한 또  
다른 스프링을 포함합니다.

센서헤드 외부에는 “마이크로도트 
커넥터” 라는 나사형의 소형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얇은 동축(하나의 
본체에 2개의 선 내장) 케이블이  
코팅실 내부와 대기와의 경계를 없애  
센서헤드를 피드스루에 연결시깁니다.  

다음 피드스루는 대기 중에서 발진기  
그리고 박막 모니터에 연결됩니다.

센서헤드에는 송수관의 역할을  
하는 작은 금속 튜브가 두 개 있는데,  
이는 한쪽에서 연장되어 수정에 대해  
냉각수를 공급합니다. 송수관은 센서헤드
를 관통하는 내부통로와 연결되거나.  
또는 단순히 헤드 뒷면의 굽은 튜브에  
연결됩니다. 양 송수관은 피드스루에  
연결됩니다.

새 센서헤드의 경우 용이한 수정  
삽입, 수정 홀더의 고정 및 피드스루에  
대한 원활한 전기적 연결과 냉각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상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정의 
판독치가 불안정하거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몇 가지 고장모
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 홀더 또는 센서헤드의  
접점 스프링이 부러지거나  
충분히 휘어서 전기회로가  
차단되는 경우.

2)  동축 케이블의 연결부에  
연결되는 센서헤드 내의 전선이 
부러져 전기회로가 끊어지는  
경우.

3)  센서헤드를 피드스루에 연결하는 
동축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풀어져서 전기회로가 차단되는 
경우 또는.

4)  냉각수에 무기물질 성분이  
많아 급수선이 막혀 센서헤드가 
과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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