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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구조측정 동역학 측정 



1995 년 

원자로 건설 및 가동시작 

열 중성자 장치 건설 및 이용  

냉 중성자 연구시설 건설 

2011년 (2003-2010) 

중성자 장치 건설단계 본격적인 이용단계 

하나로 중성자 연구시설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의 성공 요건 

원자력정책연구사업 
하나로 중성자 빔 연구시설 운영과 이용 고도화 방안 연구  

(2008-03476) 

“우수 연구성과 제고와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첨단 중성자 연구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첨단 냉중성자 연구센터 



•  제2세부: 냉중성자 표면산란을 이용한 바이오/나노 계면 현상 연구 

•  제1세부: 냉중성자 소각산란을 이용한 나노/바이오 물질 자기조립 현상 연구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냉중성자를 이용한 기능성 나노/바이오 물질연구 

•  냉중성자를 이용한 나노/바이오 물질의 자기조립 및 계면 현상 이해  

•  고기능성 계층적 나노/바이오 초구조체 개발 

•  냉중성자 이용 고급연구인력 양성 및 세계적 선도 연구집단으로 도약 

 최종 연구목표  

  세부과제 구성 

•  제4세부: 기능성 나노/바이오 물질 In-situ 냉중성자 측정기술 개발 

•  제3세부: 냉중성자 비탄성 산란을 이용한 나노 동역학 연구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나노/바이오 물질 

•  제4세부: in-situ 측정기술 

•  제1세부: 냉중성자 소각산란 

•  제2세부: 냉중성자 표면산란 

•  제3세부: 냉중성자 비탄성산란 

  최성민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최명철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문정 (포항공대, 화학과) 

신관우 (서강대, 화학과) 
성봉준 (서강대, 화학과) 

정재호 (고려대, 물리학과) 
박성균 (부산대, 물리학과) 

한영수 (KAERI, 하나로) 
박승일 (KAERI, 하나로) 
김태환 (KAERI, 하나로) 

3차원 나노구조 

2차원 나노구조 

나노 동역학 

측정장치 및 
In-situ  
시료환경 

나노/바이오 
물질의 

자기조립 및 
계면현상 이해 

3 
1 

2 

2 

1 



제1세부: 냉중성자 소각산란을 이용한 나노/바이오 물질의 자기조립 현상 연구 

제1,2 세부 연구내용   

Surfactant 

Block  
copolymer 

Lipid  
vesicles 

+ 

제2세부: 냉중성자 표면산란을 이용한 바이오/나노 물질의 계면 현상 연구 

Lipid  
membrane 

Protein 
insertion 

molecular simulation 

mixing rafting flop/diffusion 



제3세부: 냉중성자 비탄성 산란을 이용한 나노 동역학 연구 

제 3,4 세부 연구내용   

Molecular 

Collective 

Membrane 

제4세부: 기능성 나노/바이오 물질 in-situ 냉중성자 측정기술 개발 

Measure very small angle 
for large scale structures  

High precision  
Temperature control 

Simultaneous  
Control of 

Humidity/Temp. 



추진전략 및 체계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국외 첨단 중성자 시설과의  
전략적 협력 

J-PARC/Japan 

NIST/US 

한국중성자이용자협회 
국제 중성자 협회 

• 국제학술 Workshop  

• 냉중성자 이용 전문교육 

•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과 우수 연구인력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추구 

•   소재 및 측정기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 연구수행 

•   첨단 냉중성자 이용연구 경험이 풍부한 최고 전문가와 장치 과학자로 센터 구성 

•   국외 첨단 중성자 연구시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연구교류 

•   적극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센터의 국제적 역할 및 위상 제고 

•  교수급 책임자 정기 미팅 

•  센터 Workshop 개최 

http://lns.web.psi.ch/adr/allenspach/ensa_logo.gif
http://www-llb.cea.fr/menl/neutronlist/jpg00002.jpg


인력교류 및 교육/학술활동 

냉중성자 전문교육 실시 냉중성자 전문 Workshop 개최 

(2006, KAIST) 

공동연구 및 상호교육을  
위한 인력교류 



국제 네트워크 및 기술정책지원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국외 중성자 시설과의 전략적 협력 

Neutron News 등을 이용한 
국제적 홍보 및 위상 제고 

Three Presidents’ Meeting 
Nov. 23, 2011, Tsukuba, Japan 

국제 중성자 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J-PARC, Japan 

NIST, US 

Presidents of AONSA, ENSA and NSSA 
Director of J-PARC Neutron Facility 

•  국외 중성자 시설/연구분야 국제동향 파악 및 기술정책보고서 작성  

•  세계 중성자 산란 학회 (ICNS 2017) 한국 유치에 기여 

http://www-llb.cea.fr/menl/neutronlist/jpg00002.jpg
http://lns.web.psi.ch/adr/allenspach/ensa_logo.gif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의 역할과  

국가 중성자 연구의 Vision 

World-Class 중성자 연구시설로 발전  

•  국내 냉중성자 연구활동의 구심점 역할 수행 

•  세계 최고수준의 선도적인 우수연구성과 창출 

•  냉중성자 분야 고급연구인력 양성 

•  World-Class 냉중성자 연구집단으로 성장  

(2011 – 2016)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2003 – 2010)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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