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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문제들 진단과 해결
활동의 수치 결과로 새 결정의 불량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그 용도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활동은 결정  
하드웨어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합니다. 활동 수치가 낮아서 결정을 
여러 개 교환해야 한다면, 결정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회로” 불량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활동은 전류의 흐름과 상관되기  
때문에, 옴의 법칙에 의하여 회로에 추가  
저항이 있으면 활동의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불량의 원인으로는  
센서 헤드에 코팅이 너무 두껍거나,  
케이블의 손상, 피드스루의 전기 단락,  
접촉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접촉의 정렬  
불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활동 수치가 낮은 이유의 가장 흔한 
이유들 중 두 개는, 더블 앵커 전극 패턴이 
접촉 스프링과 제대로 정렬이 안되었거나, 
결정 접촉 스프링이 마모되어 납작하게  
되어 접촉 저항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매우 낮은 결정 저항인 
10 Ohms에서도 결정 활동은 결정  
실패에서부터 센서 헤드 캡을 비틀어 
(결정을 스프링 접촉 주위로 회전) 500  
수치까지 이르는 매우 다양한 범위였습니다. 
이 행동으로 보면, 접촉들이 결정의 전극  
패턴과 적절히 정렬이 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활동 저조 원인이 접촉 정렬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접촉 
스프링이 납작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밖에 다른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확인하려면 기술 소식지 14의 Fil-Tech의 
흐름 차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 소식지는 두께 모니터에서 
 본 “결정 활동 데이터” (Crystal 
Activity Data)에 관한 일반 지침을  
설명합니다. 특히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다루겠습니다. 오퍼레이터들은 활동  
데이터를 새 수정 결정 센서가 “좋은지  
나쁜지”를 결정하는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설명했듯이, 활동 데이터는 결정  
하드웨어 문제를 찾는데 더욱 유용한  
툴입니다.

결정 활동 (Crystal 
Activity)은 무엇은  
의미하는가?

수정 결정의 활동은 결국 진동의  
진폭입니다. 진동의 진폭은 수정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 Fil-Tech 
에서 사용하는 공명 측정에서 저항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박막 모니터상에 나타난 활동은  
결정 측정 회로(crystal measurement 
circuit)가 전류를 얼마나 잘 전도하는지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 측정 
회로에는 수정 결정, 센서 헤드, 피드스루
(feedthrough), 그리고 케이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 중 어느 
하나라도 접촉이 불량하면 활동이 저조해질 
 것입니다. 활동 수치 범위는 높게는 최고 
650에서 결정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최소 
0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새 결정은 센서 
헤드 상태와 그밖에 관련 하드웨어의  
상태에 따라서 400-550 사이의 수치를  
기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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