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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하나로 이용자 지원  훈련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국내 유일의 다목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하는 성자빔 실험, 핵연

료/재료 조사시험, 성자 방사화분석, 동 원소 생산 등 각 분야에 하여 이용자

의 심과 기 가 증가하고, 실험  분석 지원 요구가 증하므로 보다 효과 이

고 극 인 하나로 이용자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제의 목 은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이용분야 과제

로 선정된 하나로 이용자를 보다 효율 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로의 

산학연 공동이용 활성화와 하나로 실험설비들의 활용도 향상  국내 련 연구분

야의 인력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과제로 선정된 하나로 이용자 지원

2. 하나로 공동 이용 활성화를 한 산학연 이용자 교육  훈련

3. 하나로 이용과 연구 리 시스템(HANARO4U) 기능 개선  운   

Ⅳ. 연구개발결과

 1.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과제로 선정된 하나로 이용자 지원 

당해 연도에는 21개의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시설

이용자지원 과제인 이 과제를 제외한 4개 분야 20개의 과제를 지원하 다.

성자빔 분야 14개 과제에서 신청한 총 31회의 실험에 하여 2,339시간의 측

정을 지원하 다.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분야는 3개 과제의 80개 시료에 해 조사

시험과 조사후 시험을 지원하 다. 성자 방사화분석 분야는 1개 과제의 89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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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측정을 지원하 고, 방사성의약품과 동 원소 분야는 2개 과제에 하여 RI 

생산과 동 원소 연구 련 분석장비 이용을 지원하 다.

 2. 하나로 공동 이용 활성화를 한 산학연 이용자 교육  훈련

하나로 이용자의 변 확 와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하여 성자빔 분야와 재

료/핵연료 조사시험 분야의 이용자와 문가를 상으로 실습 주의 교육을 각 1

회씩 개최하 으며 성자 방사화분석 분야는 학생실습을 3회 실시하 다.

 3. 하나로 이용과 연구 리 시스템(HANARO4U) 기능 개선  운

성자 빔타임 선정을 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HRPD에 하여 온

라인 평가 2회 실시하 고, 다른 장치에 해서도 확 하여 실시할 정이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이 과제는 그동안 원자력 장기 사업과 연구개발사업 등에 의해 기 설치된 다

양한 하나로 이용설비들의 활용을 극 화하기 한 이용자 심의 지원 로그램이

다. 이 과제를 통해 얻은 연구개발 결과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하나로 

이용 분야의 신규 시설 개발 방향에 피드백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 하나로 

이용과 연구 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학연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로 이용 효율을 높이고 하나로 이용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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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HANARO user support and training

Ⅱ. Objective

HANARO, which is a multi-purpose and unique research reactor in Korea, 

has been mainly used in such fields as neutron beam utilization, materials and 

nuclear fuel irradiation test, neutron activation analysis and radioisotope 

production. To satisfy of users needs, such as demand of measurement and 

analytical supporting and training, more effective and active support of the 

HANARO users is required.

This project is aimed to support external users for the effective use of 

HANARO. The effective support of the HANARO users through this project will 

contribute to the better usage of HANARO by industries, universities, and 

institutes, to increase of facility utilization, and to finding potential users.

Ⅲ. Scope and Contents

1. User support to promote the HANARO utilization

2. Training of HANARO users 

3. Operation and management of HANARO4U

Ⅳ. Result

1. User support to promote the HANARO utilization

The total number of projects selected as the beneficiary of the supporting 

program by MEST was 21 including this project in this year. This project 

supported the other 20 projects of four fields of HANARO utilization.  

We supported 2,339 hr measurements for the 31 requests of the 14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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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on the field of neutron beam utilization. In the field of materials & 

nuclear fuel irradiation test the 3 projects were selected and supported for 80 

samples. In the fields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and radioisotope production 

the number of selected and supported projects were 1 and 2 respectively.

2. Training of HANARO users 

In order to broaden potential user base, maximize instrument utilization, and 

enhance cooperation with industries, universities and institutes, practice-oriented 

HANARO user training courses were held for neutron beam utilization and 

materials & nuclear fuel irradiation fields. In the fields of neutron activation 

analysis 3 times training courses were held for the university students.

3. Operation and management of HANARO4U

The online neutron beam time allocation system was developed and applied 

successfully for the HRPD in this year. We are planing to apply this system to 

other neutron beam instruments in the near future.

Ⅴ. Utilization pla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ducts 

This project is a kind of the user-based supporting program for the 

maximize of HANARO utilization. The development products and the ideas and 

suggestions of users obtained through this projects will be collected and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next new facilities. Also, by using the "HANARO 

utiliz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HANARO4U)" we 

construct the research network among users at industries, universities and 

institutes. This network is expected to increase HANARO utilization and enhance 

productivity of th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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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과제 개요

사 업 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기 술 분 야
형연구시설공동

이용활성화(하나로)

     과제명

세부과제명  하나로 이용자지원  훈련

주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원 주 연구책임자 김 신 애

총 연구기간

(단계, 년차)

2007.04.01～2008.03.31(12개월) 연 참여인력

(M.Y.)

내부: (1.25)
외부:  3.40
총계:  4.65

1단계 연도별

신청연구비

(백만원)

2007년 계

100 100

특기사항

제 2  연구개발의 목 과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

이 과제의 목 은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이용분야 과제로 

선정된 하나로 이용자를 보다 효율 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로의 산

학연 공동이용 활성화와 하나로 실험설비들의 활용도 향상  국내 련 연구분야

의 인력확충에 기여한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  측면

(1) 국내 유일의 다목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를 이용하는 성자빔 실험, 핵연료

/재료 조사시험, 성자 방사화 분석, 동 원소 생산 등 각 분야에 하여 이용

자의 심과 기 가 증가하고, 실험  분석 지원 요구가 증하므로 보다 효과

이고 극 인 하나로 이용자 지원이 요구된다.

(2) 하나로를 이용한 연구 내용과 결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자료를 축 하

고 하나로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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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산업  측면

(1) 하나로를 이용하는 각 연구 분야별 이용자들에 한 효과 인 지원을 통하여 하

나로 실험설비들의 활용도를 극 화함으로써 련 산업의 활성화를 진한다.

(2) 하나로 이용자 발굴  육성을 통하여 국내 련 연구 분야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  효과를 확 한다. 

(3) 하나로를 이용한 연구결과 정보를 공유하여 범국가 으로 하나로를 이용한 복 

연구를 피하고, 연구 효율을 극 화한다.

 

다. 사회·문화  측면

(1) 하나로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가 원자력연구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 

(2) 이용자의 극 인 하나로 이용연구의 증 로 국가 기반 연구시설로서 하나로 

활용을 진한다.

(3) 하나로를 이용한 연구 정보  결과를 집약하여 향후 하나로를 이용한 연구시설

의 개발 방향 정립 등에 활용한다.

(4) 하나로 활용극 화를 통한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한 가치 창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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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기술 황 분석

1. 국내 

1995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하나로는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로서 재료  핵

연료 조사 시험, 성자 빔 이용, 동 원소 개발  생산, 성자방사화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하나로 이용 활성화를 하여 1999년 말에 하나로 운 원회, 하나로이용자 의

회  6개 분야의 문연구회가 구성되었으며 2003년 하나로 심포지엄에서 확  개

편되었다. 2007년 재 각 분야별 문연구회 회원수는 성자 빔 이용 163명, 핵연

료조사시험 23명, 재료조사시험 30명, 성자 방사화 분석 26명, 동 원소/방사선응

용 13명, 성자 암치료 15명이며 각 문연구회 회장과 분야 간사들은 주로 학

과 타연구원  산업체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12월부터 과학기술부 주 의 원자력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하나로공동

이용활성화 사업이 시작되어 하나로 이용을 통한 여러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되어 하나로, 

자빔  사이클로트론 시설 이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하나로 이용

자를 효율 이고 극 으로 지원하기 하여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과제로 

선정된 과제, 2003년부터는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심으로 외부 이용자를 극 지원하고 있다.  

성자 련 국내 유일의 국가  거  연구 시설 시설로서의 하나로 홍보  산

학연 연구자들의 이용 확 를 하여 하나로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05. 4.11-13일에는 하나로 가동 10주년 기념 하나로 2005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

다. 한국, 미국, 일본, 랑스 등 14개국에서 약 460여명의 국내외 문가가 참가

(국외 참가자 79명)하여 약 206편(국외 65편)의 발표가 있었으며, 하나로의 국제  

상을 크게 홍보하 다. 

하나로 이용분야 확 와 이용자 발굴  육성을 하여 학생 실습 교육과 문

교육을 지속 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분야로는 성자 빔 이용연구, 핵연

료  재료 조사시험, 성자 방사화 분석, 동 원소 생산이용 등이 있으며 일반  

문 과정으로 분류하여 수행하 다. 

2004년부터 하나로 이용 & 연구정보 리 시스템(HANARO4U)을 개발하여 운

함으로써 하나로에 한 연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용자 간에 정보를 공

유하는 장을 마련하 다. 실험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외부 심사 원의 평가 

후 자문회의를 통해 실험시간을 배정하여 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속 인 기

능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증가에 따른 빔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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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로 이용방법과 차를 정

립하고, 하나로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확 하는 등 하나로 이용자를 한 제반 시스

템을 구축하 다.

2. 국외

일본의 경우 다양한 이용 분야의 설비를 활용한 산학연 이용연구 과제가 년 8

0～100 여개 개발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랑스 ILL 등은 단기간 방문 이용

자들에게도 숙박비  여비를 지원해 주는 등 연구로의 이용활성화를 한 제도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다. 

일본의 JAEA에서는 외부 이용자에 한 숙식을 실비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치 

경험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독자 인 실험 수행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훈련 등의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HMI 연구소에서는 외부 이용자에 한 방사선 안  

 장치 이용 교육을 통하여 외부 이용자의 원활한 실험을 돕고 있다. 반면에 랑

스 ILL, 미국의 ANL 등은 방사선 안  이외의 교육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 

장치 경험자와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분의 선진 연구소에서는 연구로 이용을 한 이용 차, 방법, 황  숙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

다. 한 연구계를 포함한 산업계, 학계 등에서 요구하는 실험을 하여 다양한 분

야의 첨단 이용설비 등이 개발되어 활용 에 있다. 

최근에는 NT, BT, IT 등의 융합기술이 21 세기 국가 과학기술의 우 를 선 하

기 하여 노력 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에 지성(Department of Energy) 산하에 

기  에 지 과학국(Office of Basic Energy Sciences)을 두어 국가 거  공통 연구 

시설 등인 X-선, 성자  자선 산란 시설 외에 atomic probe microscopies, 

사 모사 센터 등을 통합 리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 시설에 한 개발, 

운   이용자 지원 등에 체계 이고, 효율 으로 리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세계

 우 를 지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제 2  기술상태의 취약성

 

하나로 이용자를 지원하는 부서는 각 분야별로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

행하고 있으며, 하나로 이용자를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도 그 요성을 고려

하여 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정규 인력만으로는 이용자의 효율 인 지원

에 한계가 있다.

하나로는 2002년 6월부터 그 이 의 주당 3일 운  모드에서 2주 연속 운 /1

주 정지  모드로 운  일정이 변경되어 실질 으로 50% 정도의 원자로 운  시간

의 증가하 고, 2004년 11월부터는 30MW 출력으로 23일 운  12일 정지로 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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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실질 인 참여 인력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가하는 시간만큼 

이용자 지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한 새로운 이용자의 발굴에도 상당한 

향을 받고 있다. 

외부 인력의 확보를 통해 하나로 이용자 지원을 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한

편, 이들에게 거  국가시설에서의 이용경험을 쌓고 자신의 연구기회를 갖도록 함

으로써 장기 으로 우수 인력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 지원 과

제는 매년도 계약에 의한 과제로 선진 이용자 지원 인력의 확보 등과 서류 리, 

외부 인력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내 산학연 이용자의 지원 요구에 따른 

이용자 통합  리와 효율 인 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다.  

제 3  앞으로의 망

NT, BT, IT 등이 21세기 국가 과학기술의 핵심기술로 부각하게 됨에 따라 국내 

유일의 성자원인 하나로를 이용한 첨단 융합기술 개발과 기   응용 연구에서 

하나로의 산학연 이용자는 꾸 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효율 인 이

용자 지원과 함께 양질의 이용자 발굴  육성이 요구되며, 이를 해서는 RT 와 

NT, BT, IT의 융합기술 개발 인력과 산학연 이용자 지원 인력의 확보와 함께 이들

에 한 집 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이용 연구 정보  지식에 한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어 안정 으로 운

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하나로를 이용한 연구 결과 등의 정

보를 공유함으로써 재보다 질   양 으로 우수한 하나로 련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망된다. 온라인으로 실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부 문가에 의해 신청서

를 평가하여 실험시간을 배분하는 시스템이 안정 으로 운 되어 HRPD 뿐 아니라 

외부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장치에 용하게 되면 하나로 이용의 편의성 

증가 뿐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이용자 발굴과 확 에 기여할 것으로 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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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과제로 선정된 이용자 지원

2007년도에는 21개의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용자 지원과제인 이 과제는 4분야 

20개의 과제의 하나로 시설이용을 지원하 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업 황

을 표 1에 정리하 고 각 분야별 과제는 첨부 1에 정리하 다.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사업 기간

1999.12~

2000.11

(12개월)

2000.12~

2001.05

(6개월)

2001.06~

2002.05

(12개월)

2002.07~

2003.05

(11개월)

2003.06~

2004.05

(12개월)

2004.06~

2005.05

(12개월)

2005.06~

2006.09

(16개월)

2006.04~

2007.06

(15개월)

2007.04~

2008.03

(12개월)

사업 예산[백만원] 660 497 700 1,000 1,220 887 1,089 682 689

하나로

이용연

구지원 

과제수 

(개)

중성자 빔

이용 분야

신청:26

선정:18

신청:28

선정:24

신청:32

선정:22

신청:36

선정:17

신청:40

선정:26

신청:35

선정:18

신청:32

선정:22

신청:22

선정:14

신청:25

선정:14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분야

신청: 6

선정: 3

신청: 9

선정: 8

신청: 9

선정: 8

신청: 8

선정: 7

신청:11

선정: 9

신청:12

선정: 6

신청: 8

선정: 4

신청: 2

선정: 1

신청: 4

선정: 3

중성자 

방사화분석 

분야

신청: 3

선정: 3

신청: 7

선정: 7

신청: 6

선정: 3

신청: 7

선정: 4

신청: 7

선정: 5

신청: 6

선정: 5

신청: 7

선정: 6

신청: 6

선정: 3

신청: 5

선정: 1

방사성 

동위원소 

분야

신청: 9

선정: 4

신청: 4

선정: 2

신청: 1

선정: 0

신청: 5

선정: 3

신청: 4

선정: 3

신청: 8

선정: 5

신청: 9

선정: 4

신청: 5

선정: 2

신청: 2

선정: 2

이용자 지원 - - - - 선정: 1 선정: 1 선정: 1 선정: 1 선정: 1

합       계
신청:44

선정:28

신청:48

선정:41

신청:44

선정:31

신청:56

선정:31

신청:62

선정:44

신청:61

선정:35

신청:57

선정:37

신청:36

선정:21

신청:37

선정:21

표 1.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사업 황

1. 성자빔 실험장치 이용자 지원

하나로의 성자빔 이용 분야에 선정된 14과제를 지원하 다. 2007년 형연구시

설공동이용활성화 과제 지원 건수는 31건이며 총 2,339시간의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포함한 체 하나로 성자빔 이용자의 2007년 활용 실 은 총 169건이며, 

1,500개 시료에 하여 2,752회 측정을 지원하 으며 이에 한 총 이용시간은 

14,979시간이었다. 2006년 반 원자로 장기정지에 따라 2006년 과제수행자에게 충

분한 실험시간을 제공하지 못하여 과제기간을 3개월 연장하 기 때문에 2007년 4

월~6월의 3개월간은 2006년과 2007년 과제수행자의 실험을 동시에 지원하 다. 

성자소각산란장치(SANS)는 냉 성자원 설치와 유도  설치를 하여 2008년 3월 

해체 정으로 2007년에 과제지원을 받지 않았으나, 2007년 연말까지는 2006년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과제 수행자의 실험을 지원하고 그 외의 외부이용자의 

실험을 활발히 지원하 다.

그림 1에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성자빔 실험시설 이용자수와 실험

시간 통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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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자빔 이용 분야의 연도별 이용통계

2. 조사시험용 캡슐 이용자 지원   

2003, 2004, 2005년도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사업(하나로이용)의 조사시험분

야 지원으로 03M-06U, 04M-17U, 05M-07U 재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의 F/M 분석

을 통한 고속 성자 조사량 평가를 통한 이용자 지원, 07M-13N 재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조사시험  조사후시험을 지원하 다. 한 소형 무계장캡슐을 이용하여 

하나로이용 조사시험분야의 2007년도 과제인 "열 성자 조사된 MgB2 박막의 마이

크로  표면 항  도도 변화연구"의 기술지원을 하여 시편의 조사시험을 

한 안 성 분석을 수행하고, 조사시험(07M-07K, 07M-08K, 07M-10K, 07M-11K, 

07M-22U, 07M-23U, 07M-24U)을 완료하 다(총 283시간). 조사된 시료에 한 핵종

과 선량을 분석하여 일반 실험실로 반출이 가능한 시료는 이용자에게 반출하고, 나

머지는 아직도 냉각 에 있다. “조사된 질화물 핵연료내의 제논 기체 확산계수 측

정 연구”를 수행하는 이용자가 시편을 제작 이다. 제작될 시편에 한 안 성 분

석을 완료하 고, 이를 하기 한 Zr-4 재질의 소형 tube와 단 마개를 제작 

완료하는 등 조사시험 비 상태를 완료하여 시편이 인수되는 로 조사시험을 수

행할 정이다. 그림 2는 조사시험 분야의 2007년까지 연도별 이용통계이다.

그림 2. 조사시험 분야의 연도별 이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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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자 방사화분석 이용자 지원

2007년도에는 새로 설치된 공압이송 조사장치(PTS #1-#3)를 사용하여 INAA 

 DNAA 이용자에 한 이용자를 지원하 다. 이를 하여 NAA#1-#3 조사공

에 한 열 성자속  고속 성자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측정시스템을 재정비하

다. 한 PGAA 이용자를 한 보론 분석법을 개선하여 향상된 분석 품질 리

시스템을 수립하 다. 2007년에는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과제 1 과제(어린이 먹

거리와 련된 양원소 분석)에 한 기술지도  연구개발을 한 시료의 분석 

지원(1건/89시료)을 실시하 다.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과제 외에 소내, 외 장기 연구개발과제 지원, 산업체 

분석지원, 자체사업 등에 의한 기타 지원 실 은 108건/2827 시료이며 이들 에

는 국제 기술 력사업(IAEA, FNCA)의 수행과 련하여 공동연구를 한 표 물

시료와 검체시료의 분석시료가 포함되어 있다. 한 2006년의 일본 교토 학 연구

로 연구소(KURRI)와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일본 이용자가 6회 방문하여 32건

의 성자 방사화 분석 시설이용신청을 하 으며 총 949개의 시료를 분석하 으

며 원자력 통제기술원도 DNAA 장치에 한 이용신청 4건에 76시료를 분석하

다. 그림 3은 성자 방사화분석 분야의 연도별 이용통계이다.

하나로 2007 심포지움에서는 INAA/PGAA를 이용한 이용활성화 과제 연구결

과(4편), 기타 이용자 과제(5편)의 발표를 하 다. 기타 2006년 활성화과제의 결과

로서 국내 학회지에 1편의 논문을 게재하 다.

그림 3. 성자방사화분석 분야의 연도별 이용통계 

4. 동 원소생산  이용 련 이용자 지원

동 원소 분야에서는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 과제로 선정된 2 과제의 원활한 연

구 수행을 한 지원  외부의뢰 기술지원을 으로 수행하 다. 농축 Sm-152 

표 을 이용한 비방사능이 1 Ci/mg 이상인 Sm-153을 생산하여 200 mCi 이상을 과

제 수행기 에 공 하 고, 이를 이용해 Sm-153 angiostatin의 합성  생체분포 평



- 9 -

가에 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종양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한 하나

로에서 고비방사능으로 생산 가능한 Lu-177을 이용, 암 세포 사멸의 효과를 찰하

고 세포 사멸에 향을 미치는 세포 사멸 진 단백질과 세포 사멸 억제 단백질의 

발 을 비교 찰하 다. 하나로에서 생산된 Lu-177의 공 뿐만 아니라, 동 원소생

산시설의 방사선 리구역 내 세포 실험실에 있는 무균 실험 , CO2 세포 배양기, 

Microcentrifuge, Microspectro photometer, 단백질 분리 장치, Dose calibrator, -70 

℃ Deep freezer 등을 이용함으로써 본 연구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지원하 다. 

이외에도 연구기간 동안 RI(Br-82, Cr-51, Ca-45, S-35 등) 생산 지원  선원 교체를 

수행하 다. 그림 4에 2007년까지 연도별 RI 공  실 을 정리하 다.

그림 4. 동 원소 생산  이용 분야의 연도별 이용통계 

5.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과 과제 참여자들의 연구 실   

1999년 12월부터 과학 기술부 주 의 원자력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하나로공

동이용활성화 사업이 시작되어 하나로 이용을 통한 여러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원자력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되

어 하나로 이용자를 지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수행한 공동이용활성화 과제에서 

생산된 그 동안의 연구 실 을 2007. 12. 31. 기 으로 조사하여 표 1에 요약하 다. 

그동안 게재 발표된 논문은 국내외 합쳐 약 265편이며, 이  180편 이상이 SCI 논

문이다. 아래 그래 에 보인 것처럼 2005년에 연구 실 이 격히 하한 이유는 

하나로의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 실험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한 결과이

며, 2006년을 기 으로 연구 실 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하나로의 안정  운

이 산학연 이용자들의 연구 결과 산출에 크게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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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논문게재 학술발표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타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1차년도('99) 2 6 8 2 2 4

2차년도('00) 6 10 16 26 2 28

3차년도('01) 12 11 23 31 11 42 1 1

4차년도('02) 16 26 42 21 6 27 2 2

5차년도('03) 19 43 62 50 29 79 1 1

6차년도('04) 17 47 64 53 25 78 2 2 1 1

7차년도('05) 7 6 13 2 29 31

8차년도('06) 1 16 17 21 16 37

9차년도('07) 1 19 20 32 15 47 2 2 1 1

총 계 81 184 265 238 135 373 5 3 8 2 2

표 2.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과제의 연도별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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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과제의 연도별 연구실

6. 2007 HANARO Symposium 개최 

‘하나로의 도약은 안 과 함께’를 주제로 하여 정부기 , 하나로 운 자, 산․학․연 

이용자들 간의 정보교환  상호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하나로이용을 고도화하기 한 목

으로 『HANARO SYMPOSIUM 2007』을 2007년 5월 04일( )에 개최하 다. 산․

학․연의 연구용원자로 이용과 련 있는 문가들이 참여하여 성공 으로 진행되었으

며, 참여인원  발표 논문 수(표2)는 다음과 같다.

- 개최기간 : 2007. 05. 04( )

- 참여자 수 : 278명 

- 논문 발표수 : 100편

분  과 구두 발표 포스터 발표 

원자로 운 (RR) 6 10

성자 빔 이용(NB) 13 31

핵연료  재료 조사시험(IR) 8 9

성자방사화 분석(NAA) 7 6

방사성 동 원소이용(RI) 6 4

계 40 60

표 3. 하나로 심포지엄 2007의 분야별 논문 발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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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하나로 이용과 연구 리시스템의 기능개선  운

1. 하나로이용 & 연구정보 리 시스템(HANARO4U.kaeri.re.kr)의 기능 보완

∙하나로 이용 분야의 이용자  리자의 편의성 향상을 한 기능 보완

∙외국계 기 에서의 이용을 한 기능 부여

∙이용자수, 이용기  통계 산출 기능 개선

∙이용 산출물(논문, 보고서, 특허 등) 리 시스템 개발

∙하나로 성자 이용료 산출 시스템 기능 개선

2. 성자빔 이용신청서 온라인 심사 시스템 개발

성자 빔 실험 장치의 이용을 효율화하기 하여 온라인으로 이용신청서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추진배경은 1) 공개 차에 따른 빔타임 평가와 배정의 투명성을 확

보하고, 2) 증가하는 이용신청서 평가  빔타임 배정 연구원의 업무를 경감하며, 3) 해외

이용자 유치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재 이용자들에게 공개되어 사용하고 있는 장치들을 상으로 설계하 으며, 주요 

기능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장치와 사용시간을 신청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는 장치 

리자가 지정한 심사 원들이 본 시스템에 속하여 신청된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면 

시스템이 이용장치 리자에게 빔타임을 선정하기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부 

시험을 거쳐 1차 으로 이용자와 이용신청서가 가장 많은 고분해능 성자 분말회 장

치(HRPD)에 2회에 걸쳐 용하 다. 2007년 11~12월 동안의 50~51주기에는 심사 상 

신청서 13건을 수하여 8건을 배정하 으며, 2008년 3~4월에 수행할 52~53주기를 상

으로는 17건이 수되어 외부심사 원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수화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10건을 배정하 다.

추후 다른 장치에도 확  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하나로 이용신청서의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 1) 창의 이고 우수한 실험제안서를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2) 하나로를 

이용한 세계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3) 빔타임 선정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

상을 기 하고 있다.

3. HANARO4U 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운   이용자 상담

∙시스템의 359일 동안 안정 으로 가동

∙365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Backup 수행

∙이용 실  (2007. 1. 1. - 2007. 12. 31까지) 속횟수 : 4,648 회

∙해킹 비를 한 기능 향상  시스템 리

4. HANARO4U를 이용한 하나로 이용 차

하나로 이용을 한 신청서 수와 실험시간표인 빔타임배정표 역시 HANARO4U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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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루어진다.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속하여 하나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하나로

에서는 심사가 필요한 것과 심사없이 빔타임을 배정할 신청서를 구분하여 수하게 된

다. 참고로, 첨부 2와 첨부 3에 HANARO4U에 게시한 이용신청 안내와 신청서 작성 시에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시료와 실험 비에 한 안내문을 첨부하 다. 실험신청서 

수가 마감되면 심사과정과 빔타임 배정회의를 거쳐 실험시간표인 빔타임 배정표를 

HANARO4U에 게시하고, 동시에 실험제안자에게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메일을 발

송하여 개별 통지한다. 이용자는 실험진행을 확인하고, 실험 후 실제 사용한 빔타임에 

한 이용료 지불과 련된 서류 등을 온라인 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림6과 그림 7에 

성자빔타임 배정표와 결과통보서의 를 나타내었다. 

그림 6. HANARO4U에 게시한 성자빔타임 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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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나로 이용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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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산학연 이용자 교육  훈련

1. 성자산란 분야 이용자 교육

2007년 12월 3~4일에 성자 빔 이용 연구 분야의 이용자들을 한 교육과 실습

을 수행하 다. 방사선안 교육과 HRPD, FCD 장치 이용  실습을 구체 인 데이

터 처리를 심으로 진행하 다. 총 19명이 참석하 으며, 이  14명이 이용자 교육

에 한 설문 조사에 응답하 다. 설문자 원이 이용자 교육이 향후 실험계획을 

세우고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으며, 보다 문 인 교육에 

한 필요성을 제시하 다. 한 교육기간이 시험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배려하여  

것을 요청하 다. 국내 이용자 수가 상 으로 많은 SANS와 REF에 해서는 

2008년 8월에 아시아-태평양 성자과학 회 주 의 이용자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므

로 세계 으로 명한 강사를 청하여 진행될 이 교육 로그램에 하나로 이용자

들이 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와 별도로 실습 주의 이용자 교육을 여름방학 

는 겨울방학 시작기간에 맞춰서 계획하고 있다. 그림 6에 성자 빔 이용 분야 이

용자교육의 교육일정을 나타내었다.

2007년 중성자산란분야 이용자교육

교 육 일 정
2007년 중성자산란분야 이용자교육

교 육 일 정

토의 및 마감 (대강의실)16:30-17:00

강의 및 실습
Single crystal structure 
analysis with SHELXL

(김신애, KAERI)

강의 및 실습
Rietveld method
FullProf & GSAS
(김용일, 표준연)

(홍건표, 포항공대)

FCD 실습 (중강의실)HRPD 실습 (대강의실)

11:00-12:00
점심식사
13:00-
16:30

휴 식10:50-11:00

X-선과 중성자 산란 연구 II (김용일, 표준연)09:50-10:50

하나로 이용 & 연구정보 관리시스템 소개 (김신애, KAERI)09:30-09:50

12월 04일
(화요일)

강의 및 실습 내용 (강사, 소속) 장소: INTEC 대강의실시 간날 짜

강의 및 실습
Single crystal diffraction & 

texture analysis
(김신애, KAERI)
(신은주, KAERI)

강의 및 실습
Indexing of 

powder diffraction data
(김용일, 표준연)

(홍건표, 포항공대)

FCD 실습 (중강의실)HRPD 실습 (대강의실)

15:30-18:00

휴 식15:20-15:30

X-선과 중성자 산란 연구 I (구태영, 포항가속기연구소)14:20-15:20

하나로 견학 및 장치 소개 *13:00-14:20

점심식사 및 휴식 (연구원 식당)11:50-13:00

방사선 안전교육 (이봉재, KAERI)11:00-11:50

휴 식10:50-11:00

중성자 산란 개요 (성백석, KAERI)10:00-10:50

등 록09:30-10:00

12월 03일
(월요일)

강의 및 실습 내용 (강사, 소속) 장소: INTEC 대강의실시 간날 짜

▣ 교육기간 :2007. 12. 03(월) - 04(화)
▣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하나로
▣ 교육장치 :HRPD, FCD

토의 및 마감 (대강의실)16:30-17:00

강의 및 실습
Single crystal structure 
analysis with SHELXL

(김신애, KAERI)

강의 및 실습
Rietveld method
FullProf & GSAS
(김용일, 표준연)

(홍건표, 포항공대)

FCD 실습 (중강의실)HRPD 실습 (대강의실)

11:00-12:00
점심식사
13:00-
16:30

휴 식10:50-11:00

X-선과 중성자 산란 연구 II (김용일, 표준연)09:50-10:50

하나로 이용 & 연구정보 관리시스템 소개 (김신애, KAERI)09:30-09:50

12월 04일
(화요일)

강의 및 실습 내용 (강사, 소속) 장소: INTEC 대강의실시 간날 짜

강의 및 실습
Single crystal diffraction & 

texture analysis
(김신애, KAERI)
(신은주, KAERI)

강의 및 실습
Indexing of 

powder diffraction data
(김용일, 표준연)

(홍건표, 포항공대)

FCD 실습 (중강의실)HRPD 실습 (대강의실)

15:30-18:00

휴 식15:20-15:30

X-선과 중성자 산란 연구 I (구태영, 포항가속기연구소)14:20-15:20

하나로 견학 및 장치 소개 *13:00-14:20

점심식사 및 휴식 (연구원 식당)11:50-13:00

방사선 안전교육 (이봉재, KAERI)11:00-11:50

휴 식10:50-11:00

중성자 산란 개요 (성백석, KAERI)10:00-10:50

등 록09:30-10:00

12월 03일
(월요일)

강의 및 실습 내용 (강사, 소속) 장소: INTEC 대강의실시 간날 짜

▣ 교육기간 :2007. 12. 03(월) - 04(화)
▣ 장 소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하나로
▣ 교육장치 :HRPD, FCD

* 하나로 견학: 13:00 정각에 본관 식당입구 화단 앞에서 출발. 도보 이동.

그림 8. 성자산란 분야 이용자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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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연료  재료 조사시험 문가 교육

2007년 11월 9일( )에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연구 분야의 이용자들을 하

여 “핵연료  재료 조사시험 문연구 교육과정”을 실시하 다. 교육 내용으로는 

하나로  이용분야, 재료 조사시험, 핵연료 조사시험, 하나로 이용 차, 성자 조

사에 의한 재료의 열화 상, 조사후시험, 보건물리  안 리 등의 내용을 심으

로 진행하 다. 산학연에서 총 13명이 문교육을 받았다. 향후에는 조사시험 분야

의 문교육을 문연구회와 연계하여 학 는 산업체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림 7에 핵연료  재료 조사시험 문연구 교육과정의 일정표를 나타내었다.

2007년도
핵연료 및 재료 조사시험 전문연구 교육과정

교 육 일 정
■ 일시 : 2007.11.09

■ 장소 :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2층

하나로홀
엔지니어링

동
박승재

하나로 및 현장 견학
- 하나로 노외시험 시설
- 캡슐 제어시스템
- 캡슐 고정장치, 이송용 Cask 

16:50 ~ 18:00

Coffee Break16:40 ~ 16:50

이봉재보건물리 및 안전관리16:00 ~ 16:40

주용선조사후시험15:10 ~ 16:00

Coffee Break14:50 ~ 15:10

권준현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의 열화현상14:00 ~ 14:50

손재민하나로 이용13:50 ~ 14:00

INTEC

손재민핵연료 캡슐 조사시험 및 계장 기술13:00 ~ 13:50

본관 식당중 식12:00 ~ 13:00

주기남재료 조사시험 수행 조건 및 준비사항11:10 ~ 12:00

김봉구
하나로와 이용분야, 

조사시험용 설비 & 이용
10:20 ~ 11:10 INTEC

등 록10:00 ~ 10:20

교육장소강사강의 제목시 간

하나로홀
엔지니어링

동
박승재

하나로 및 현장 견학
- 하나로 노외시험 시설
- 캡슐 제어시스템
- 캡슐 고정장치, 이송용 Cask 

16:50 ~ 18:00

Coffee Break16:40 ~ 16:50

이봉재보건물리 및 안전관리16:00 ~ 16:40

주용선조사후시험15:10 ~ 16:00

Coffee Break14:50 ~ 15:10

권준현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의 열화현상14:00 ~ 14:50

손재민하나로 이용13:50 ~ 14:00

INTEC

손재민핵연료 캡슐 조사시험 및 계장 기술13:00 ~ 13:50

본관 식당중 식12:00 ~ 13:00

주기남재료 조사시험 수행 조건 및 준비사항11:10 ~ 12:00

김봉구
하나로와 이용분야, 

조사시험용 설비 & 이용
10:20 ~ 11:10 INTEC

등 록10:00 ~ 10:20

교육장소강사강의 제목시 간

그림 9. 조사시험 분야 이용자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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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참여자
연구 활동 주요연구결과 비  고

김신애 

- 과제 총  

- FCD 실험장치 이용자 지원

- 이용자 문과정 교육  훈련

성백석

최용남

구자필

문명국  

- HRPD 실험장치 이용자 지원

- 이용자 문과정 교육  훈련

- HRPD 실험장치 이용자 지원

- HIPD 실험장치 이용자 지원
- 이용자 실험 지원 실  

- 논문발표 30편

- 교육훈련용 교재 1편

신은주

한 수

- SANS 실험장치 이용자 지원

- SANS 실험장치 이용자 지원

이정수

김기연
- REF 실험장치 이용자 지원

심철무

김태주  
- NRF 실험장치 이용자지원

김 구 

주기남

조만순

손재민

장범석

- 조사시험용 캡슐 설계/제작,  

이용자 요구 조사시험  조사후 

시험 지원

- HANARO4U 웹  DB 리

- 인터넷을 통한 DB 공유

- 이용자 실험 지원 실

- 논문발표 7편

- 문교육용 교재 1편

문종화

김선하

정용삼

- NAA/PGAA 이용자 기술 지도

- NAA 이용자 분석지원

- NAA 이용자 분석품질 리

- 이용자 실험 지원 실  

- 논문발표 4편

최선주

박울재

한 수

- 동 원소 생산  이용 련  

이용자 지원

- 이용자 실험 지원 실  

- 논문발표 5편 

황진희
- 이용자사무실/HANARO4U 운  

 이용자 지원

- 이용자 실험 지원 실  

- 논문발표 3편

제 4  연구개발 성과

1. 참여연구원별 연구활동  주요연구실

2. 연구성과 총 표 

구     분

1차년도

(2007.4.1～2008.3.31)

2차년도

(0000.0.0～0000.0.0)

3차년도

(0000.0.0～0000.0.0)
합계(단 :건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논문게재 2 2 2 2

논문발표 47 1 47 1

특허출원

특허등록 1

로그램등록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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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

연도/권

/호
주 단체

연구

(발표)자

게재 1
성자방사화분석을 활용한 경상남도 

백자의 산지  특성 분류
보존과학학회지

2007.9/

21

한국문화재

보존과학회

김규호 

외 1인

게재 2

X-선과 성자 회 을 이용한 강유 체 

단결정 LiN(DxH1-x)4SO4의 결정구조 

연구 

한국 물학회지 2007/20 한국 물학회
김신애 

외 3인

게재 3
Neutron Scattering Study of 

Multifferoic TbMn2O5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2007/51 한국물리학회
구자필 

외 7인

게재 4

Non-Resonant and Resonant X-Ray 

Scattering Studies on Multiferroic 

TbMn2O5

Phys. Rev. Lett. 2007/99

The 

American 

Physical 

Society

구자필 

외 17인

발표 1
하나로 성자빔 실험장치의 황과 

물학  응용

한국 물학회 

2007년 

춘계학술발표회

2007 한국 물학회
김신애 

외 6인

발표 2

The second performance test after an 

upgrade of the Four-Circle 

Diffractometer in HANARO

The 10th Asia 

Pacific Physics 

Conference(APP

C10)

2007 한국물리학회
김신애 

외 7인

발표 3

Anisotropy in the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Patterns of Cold 

Rolled Steel Sheets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신은주 

외 2인

발표 4
Boron 첨가강의 주편 corner 크랙 발생 

규명을 한 고온 물성 연구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문동  

외 4인

발표 5

Incommensurate Magnetic Structures 

of Ni3-xCoxV2O8 at Low 

Temperatures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최용남 

외 2인

발표 6
속 재료 연구를 한 성자 산란 

기술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성백석 

외 4인

발표 7

SMARTer for Structural Study of 

Sodium Dodecyl Sulfate Micellar 

Solutions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E.Giri 

Rachma

n Putra 

외 2인

발표 8
Determination of Crystallographic 
Young's Modulus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 수
외 6인

발표 9
Fe Substitution Effect on the Structure 

of GaSr2(Tm,Ca)Cu2Oz Compound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이호근 

외 2인

발표 10
성자 반사장치를 이용한 고분자/CNT 

박막의 확산  구조 연구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이희주 

외 6인

발표 11

Simulation of Deformation Twins and 

Deformation Texture in an AZ31 Mg 

Alloy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최시훈 

외 2인

발표 12 Control of Multiferroic Phase in 
Tb1-x(Bi, La, Y)xMnO3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장태환 

외 4인

발표 13 Orientation Control of a Synthetic 2007 HANARO 2007 한국원자력 정희태 

3. 연구성과 세부목록 

가. 논문게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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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ar Semi-fluorinated 
Supramolecular Dendrimers: Surface 
Anchoring and Magnetic-field Induced 
Alignments

Symposium 연구원 외 4인

발표 14

Neutron Diffraction Patterns of Confined 
H2 and D2 Molecules in Clathrate 
HydratesAmphiphilic self-assembly of 
nanocrystal-building blocks in aqueous 
media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설지웅 

외 5인

발표 15 On the crystal structure of Cr2N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이태호 

외 3인

발표 16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tudies of Imogolite in Solutions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김경배 

외 1인

발표 17

Structural Changes of Cylindrical Micelle 

by Adding Charged Amphiphilic 

Molecules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김상  

외 2인

발표 18

라스틱 시료의 유해원소 정량분석을 

한 장분산형 X-선 형 분석기 검정선 

작성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박찬수 
외 4인

발표 19

Determination of hazardous metals in 

the Polypropylene by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박 원 
외 5인

발표 20

성자 방사화 분석법을 이용한 성인 

여성의 청 Se 수 과 당 조 과의 

계 연구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이옥희 
외 2인

발표 21
환경동 원소와 미량원소 분석에 의한 

퇴 환경 변화 연구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윤윤열 
외 6인

발표 22
NAA를 이용한 고순도실리카 의 

무기불순물 분석법 연구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연

구원
이길용 
외 4인

발표 23
환경담배연기(ETS) 내 독성 속의 

분포특성과 실내공기질 향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진희 
외 3인

발표 24
성자 방사화 분석에 의한 하수 슬러지와 

복토재의 성분원소 비교평가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문종화 
외 3인

발표 25
피부암치료용 P-32 디스크의 개발을 

한 흡수선량 계산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조철우

발표 26

Development of Yb-169 sealed source 

for non-destructive testing and its 

production technology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연

구원
손 재

발표 27
186Re을 이용한 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 제조법 연구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박

발표 28
Development of a Neutron

Reflectometer(REF-V) at HANARO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이정수 

외 1인

발표 29

SImulation of Mezei Spin Flipper for 

Spin-Polarized Neutron Reflectometer, 

Hanaro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연

구원

김기연 

외 1인

발표 30
Current Status of the 40m SANS 

Instrument at HANARO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 수 

외 5인

발표 31
Detailed Design of DC-TOF in 

HANARO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문명국

외 5인

발표 32

New Scientific Opportunities Based on 

Position-Sensitive Detectors for Single 

Crystal Diffraction at the HANARO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문명국 

외 6인

발표 33 고 성자속 분말회 장치의 각도정보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이정화 

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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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로그램과 결과 분석

발표 34
효율 2차원 검출기를 이용한 단결정 

시료 정렬 방법과 UB-matrix정련 결과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김신애 

외 5인

발표 35 핵연료 집합체 부품의 성자 조사시험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주기남 

외 6인

발표 36
핵연료집합체 부품의 노내 성능평가를 

한 조사성장 측정시스템 구축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주기남 

외 8인

발표 37
모의 핵연료 내 부식성 기화 

핵분열생성물(Cs, I)검출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장진아 

외 5인

발표 38

하나로에서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캡슐을 이용하여 측정된 핵연료 

조사특성 자료 분석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손재민 

외 8인

발표 39 크립캡슐 설계  조사시험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조만순 

외 5인

발표 40
피로캡슐 벨로우즈의 퍼징 후 공기 

농도 분석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조만순 

외 6인

발표 41
캡슐조립장치를 이용한 수 에서의 

캡슐 부품 조립시험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강 환 

외 8인

발표 42
성자 방사화 분석을 해 개발된 

하나로 공압이송 장치의 특성시험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용삼 

외 3인

발표 43
성자 방사화분석을 한 하나로 

PTS#1,2,3의 개발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정용삼 

외 3인

발표 44

The preparation of histidine based 

BFCA for a labeling with the fac-[M{ 

CO}3]
+ precursor[ M=99mTc,188Re]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편미선

발표 45

Prepar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Radioimmunoconjugate for a Targeted 

Therapy and Imaging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이소

발표 46

99mTc{CO}3-표지 imidazole 유도체로서 

산소 종양 세포 상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이상주

발표 47
Evaluation of VEGFR-1 Expression in 

Tumor-bearing Mice Tissues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페넬로

페

발표 48
Therapeutic Potentials of VEGF 

Receptors on Cancer Cells

2007 HANARO 

Symposium
2007

한국원자력

연구원
윤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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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Title journal
Vol

(No)
Year Page

Rangaswamy 

Navamathavan,

Kyoung Suk Oh,

Sil Yang Chang,

Seung Hyun Kim,

Yong Jun Jang,

An Su Jung,

Heon Ju Lee,

Kwang Man Lee 

and Chi Kyu Choi

Electrical Properties of 

Low-Dielectric-Constant SiOC(-H) Films 

Prepared by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from Methyltriethoxysilane and O2

Jpn. J. Appl. 

Phys
45(10B) 2006

8435

-8439

H.K.Lee

Y.I.Kim

Structure and Superconductivity of 

GaSr2(Tm,Ca)Cu2Oz cuprate doped with cobalt

Int. J. Mod.

Phys.B
21 2007

3211

-3215

Seung-Tae Hong
Novel perovskite-related barium tungstate 

Ba11W4O23

Journal of 

Solid State 

Chemistry

180 2007
3039

-3048

Du Yeol Ryu

Surface Modification with Cross-Linked 

Random Copolymers :Minimum Effective 

Thickness 

Macromolecu

les
40 2007 4296

Du Yeol Ryu

Effective Interaction Parameter for Homologous 

Series of Deuterated 

Polystyrene-block-Poly(n-alkyl methacrylate) 

Copolymers

Macromolecu

les
40 2007 7644

최용남,연순화,

박영준,최숙정,이흔

Descrete Thermal Patterns of Hydrogen and 

Deuterium Molecules Enclathrated in Confined 

Hydrate Cages

J. Am. Chem.

Soc.
129 2007

2208

-2209

R. Navamathavan,

A. Zakirov,

H.S. Kim,

Y.J. Jang,

A.S. Jung,

C.K. Choi 

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low 

dielectric constant SiOC(-H) films using 

MTES/O2 deposited by PECVD

Solid State

Phenomena

124-12

6
2007

239

-242

R.Navamathavan 

,Chi Kyu Choi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of 

low dielectric constant SiOC(-H) films using 

MTES/O2 precursor

Thin Solid

Films
515 2007

5040

-5044

Chang Young Kim,

Seung Hyun Kim,

R. Navamathavan 

and Chi Kyu Choi

Formation Mechanism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Low-Dielectric-Constant 

SiOC(-H) Films Deposited by Using 

Plasma-Enhanced Chemical-Vapor Deposition 

With DMDMS and O2 Precursors

Journal of

Korean 

Physical 

Society

50(4) 2007
1119

-1124

Chang Young Kim,

Yong Jun Jang,

R. Navamathavan 

and Chi Kyu Choi

A Study of the Electrical Properties at the 

Interface in MIS Structure with 

Low-Dielectric-Constant SiOC(-H) Films 

Deposited by Using UV-Source-Assisted 

PECVD

Journal of 

Korean 

Physical 

Society

50(4) 2007
1125

-1129

나. 2007년 하나로이용자의 연구결과성과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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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var Sagatovich 

Zakirov,

Rangaswamy 

Navamathavan,

Yong Jun Jang,

An Soo Jung,

Kwang-Man Lee 

and Chi Kyu Choi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Low-K SiOC(-H) Films 

Deposited by Using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Journal of 

Korean 

Phys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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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1813

Seung Hyung Kim,

R. Navamathavan,

An Soo Jung,

Yong Jun Jang,

Kwang-Man Lee 

and Chi Kyu Choi

Low-Dielectric-Constant SiOC(-H) Films 

Prepared from DMDMS and O2 Precursors by 

Using 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Journal of 

Korean 

Phy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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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1818

Rangaswamy 

Navamathavan,

An Soo Jung,

Hyun Seung Kim,

Young Jun Jang,

Chi Kyu Choi and 

Kwang-Man Lee

Deposition and Characterization of 

Low-Dielectric-Constant SiOC(-H) Thin Films 

for Interlayer Dielectrics in Multi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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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hys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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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1808

K. Heo,

K. S. Oh,

J. Yoon,

K. S. Jin,

S. Jin,

C. K. Choi and M. 

Ree

Synchrotron X-ray scattering and reflectivity 

studies of the structure of low dielectric 

constant SiOCH thin films prepared from 

bistrimethylsilylmethane by chemical vapor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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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Crystallograp

hy

40 2007
s614

-s619

Rangaswamy 

Navamathavan,

Kyoung Suk Oh,

Sil Yang Chang,

Seung Hyun Kim,

Yong Jun Jang,

An Su Jung,

Heon Ju Lee,

Kwang Man Lee 

and Chi Kyu Choi

Electrical Properties of 

Low-Dielectric-Constant SiOC(-H) Films 

Prepared by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from Methyltriethoxysilane and O2

Jpn. J. Appl. 

Phys
45(10B) 2006

8435

-8439

M. K. Jeon,

Y.-I. Kim,

S.-H. Nahm,

J. M. Sohn,

C. H. Jung,

S. I. Woo

Crystal structure and spontaneous polarization 

of Bi4-xNdxTi3O12 studied by using neutron 

powder diffraction data

Journal of 

Physics D: 

Applied 

Physics

40 2007 4647

DY Ryu,

C. Shin,

Junhan Cho*,

JK Kim,

K.A.Lavery,

T.P.Russell

Effective interaction parameter for homologous 

series of deuterated 

polystyrene-block-poly(n-alkyl methacrylate) 

copolymers

Macromolecu

les
40 2007

7644

-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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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an Cho*,

K. Shin,

K.S. Cho,

Y.S. Seo,

S. K. Satija,

D.Y. Ryu,

J.K. Kim

Phase coherence upon heating in diblock 

copolymer films

Macromolecu

les
in press

Kwang-Suk Jang, 

Hyun Jin Lee, 

Hee-Man Yang,

Eun Jung An, 

Tae-Hwan Kim, 

Sung-Min Choi 

and Jong-Duk 

Kim

Aqueous self-assembly of amphiphilic 

nanocrystallo-polymers and their surface-active 

properties

Soft matter

in 

press, 

publised 

on the 

web

2008

다. 지 재산권 출원․등록

(본 과제로 출원/등록된 것은 아니나 향후 이용자 지원에 활용됨)

구분 연번 명칭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

등록번호
발명(연구)자

발명

특허

출원

1

2

3

4

5

등록

1

연구용 원자로의 조사공을 이

용한 핵연료 조사시험용 계장

캡슐

미국 2004. 07. 26 10/899922

김 구 외 7인
2007. 11. 27 7,302,028

2

3

4

5



- 23 -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하나로에 설치 

완료한 성자빔 

실험장치 이용자 

지원

 - 하나로공동이용활성화과제 이용자의 

실험  분석 기술 지원 (총 31회 

실험 신청, 2,339 시간 측정 지원) 

 - 하나로이용자 실험지원 

(2007.1.1～12.31) 

   . 실험 건수 : 169, 시료수 1,500개

   . 측정수 : 2,752

   . 실험시간 : 14,979 시간

 - HRPD 이용신청서 온라인 평가 2회 

실시

 - 문연구회 3회 개최

  

40 100

- 이용자 

지원 실

재료 조사시험 

 핵연료 

조사시험 캡슐 

이용자 지원

  (캡슐 설계/제작  조사시험, 조사후 

시험 지원)

 - 2003, 2004, 2005년도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분야의 

하나로이용의 조사시험분야 지원으로  

03M-06U, 04M-17U, 05M-07U 캡슐의 

F/M(조사량) 평가업무

 - 2007년도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사업의 

하나로이용 조사시험분야의 3개 

과제의 조사시험(07M-13N, 05M-08U, 

05M-09U, 06F-02U, 06F-03U, 06F-05U, 

06F-06U, 07F-01U, 07F-02U, 07F-03U, 

07F-04U, 07M-07K, 07M-08K, 

07M-10K,  07M-11K, 07M-22U, 

07M-23U, 07M-24U)  조사후시험 

지원

 - 1건/80시료/835 조사시간 (2006년도 

체 조사시험 련 이용시간의 약 

17%)

 - 핵연료/재료 조사시험 문연구 교육 

1회

 - 문연구회 2회 개최

10 100

- 이용자 

지원

- 조사시험 

완료

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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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방사화분석 기술 

 장치 이용자 

지원

  ( 성자조사시험  감마선 분 분석을 

이용한 원소분석, 감마방출핵종 측정)

 - NAA/PGAA 이용자 분석품질시스템 

리 

 - INAA/PGAA 이용자 기술/분석 지원 

(이용활성화과제 1과제 실험  지원 

: 89시료) 

 - 국외이용자(KURRI) : 32건/949시료

 - 기타 지원  활용실  : 

(76건/1878시료) 

 - 교육훈련(연구로 학생실습) 3회

 - 하나로 심포지움 논문 발표(활성화 

과제 4편, 기타 이용자 5편)

 - 국내 논문게재(1편)

 -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3건

 - NAA 문연구회 : 1회

10 100

- 이용자 

지원 실

 

방사성의약품과 

동 원소 생산 

시설  제품 

이용자 지원

 -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분야의 

동 원소 생산  이용분야 지원

 - 수직조사공 이용 성자 조사, RI 

생산 지원, 

 - 무균 실험 ,  Dose calibrator 등 

연구  분석장비 이용 지원 

10 100

하나로 이용과 

연구 리시스템(

HANARO4U) 

기능 개선  

운  

 - 하나로 이용 & 연구 정보 리 

시스템(HANARO4U.kaeri.re.kr)의 

기능 보완

   . 성자 빔타임 선정 시스템 개발 

완료  가동

   . 이용  리 편의성을 한 기능 

보완

 - HANARO4U 시스템의 357일 가동

   . 정지는 시스템 Upgrade/Web 

보안기능 강화/정  등으로 인한 

것임

   . 속 횟수 : 4,648회

 - 하나로 기술문의 이용자 지원 상담

10 100

하나로 이용자 

교육  훈련

 - 성자빔 분야 이용자 교육 1회 개최

 -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분야 문가 

교육 1회 개최

20 100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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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경제  측면 

o 하나로 이용자에게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하여 하나로와 그 실험설비들의 활용

도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나로가 국가 경쟁력 제고를 한 명실상부

한 국가거 과학시설(Mega-Science Research Facility)로 자리 잡도록 함

o 련 정보의 집약화를 통하여 통계자료 생산을 자동화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

과 가치를 향상하고, 연구 인력의 시간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업무 효율 증

o 국제 인 symposium 개최로 향후 국외에서의 하나로 이용 요청에 따른 하나로

이용료 수입으로 수입 효과 기  

사회  측면 

o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 과제로 선정된 이용자의 효율  지원을 통한 하나로의 

활용 극 화에 기여  

o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하나로를 이용한 이용  연구 정보를 공동 이용하

고 이를 효과 으로 활용하여 형연구시설 공동이용 문화 정착

o “하나로 이용 & 연구정보 리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로 홈페이지와 

함께 명실공이 하나로의 Information Platform 역할 수행

o “하나로 이용 & 연구정보 리 시스템”이 안정 으로 운 됨으로써 하나로의 

정보 인 라가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하나로의 이용 활성화

o 국제 symposium을 개최함으로써 하나로의 상 증

기술  측면  

o 하나로 이용자의 효율 인 지원과 산‧학‧연의 하나로 공동이용활성화를 통한 

첨단 분석기술 개발, 연구 분야의 다변화 구축  

o 실습 주의 이용자 훈련/교육으로 외부 이용자의 하나로 이용 능력 극 화, 

하나로 이용자 의견 수렴 등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o “하나로 이용 & 연구정보 리 시스템”의 안정  운 을 통하여 이용자 지원

업무의 표 화와 체계화를 수립하여 하나로 이용효율 증

o 하나로를 이용한 통계자료 산출을 자동화하여 생산된 자료의 신뢰성을 증가하

고, 자료 생산의 시간을 단축하여 연구업무 효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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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사업의 선정 과제 목록

NO 분야 과제명 기 명 책임자

1
성자빔

이용

성자회 실험을 이용한 페로 스카이트형 자성체의 

자기구조상호작용연구
고려 학교 이철의

2 ”
성자회 을 이용한 다상재료의 부피분율 측정에 한 

연구
서울 학교 오규환

3 ” 성자산란을 이용한 유 체 단결정 구조해석 부산 학교 정세

4 ”
다양한 희토류 이온의 치환에 의하여 조 된 결정구조

변형을 이용한 BIT1BF 
인하 학교 고태경

5 ”
회토류원소 치환  산소편입에 따른 (Pb, Ti) 1212계 

도체의 국소구조변환여부
강원 학교 이호근

6 ”
고온연소합성법으로 제조된 페라이트 자성분말의 성

자빔을 이용한 결정구조 분석
선문 학교 최용

7 ”
성자 빔을 이용한 UO2계  비산화물 세라믹 핵연료 

재료의 결정구조 해석
호서 학교 김정석

8 ” 성자 회 을 이용한 Bi계 호서 학교 천채일

9 ”
성자회 법에 의한 (Ln, Ca)..상의 결정구조  CMR 

특성연구
남 학교 이재열

10 ” 성자산란을 이용한 CsCo1-XMgXBr3의 자기특성 부산 학교 양용석

11 ” 성자회 을 이용한 층상산화물의 비등방성 구조연구 경희 학교 변송호

12 ” 성자회 을 이용한 Lb박막의 구조  안정성연구 포항공과 학교 장태

13 ” 망간 산화물의 자기구조해석 연구 표 연구소 허남회

14 ”
성자회 을 이용하여 Mn이 첨가된 PZI- PMN 유

체의 구조와 압 특성의 상 계 연구
고려 학교 남산

15 ” GaN내의 결함에 한 연구 고려 학교 김상식

16 ” 복합페로 스카이트 화합물에서 tilting 산연구 표 연구소 박 민

17 ” 성자 산란을 이용한 망간산화물계에 한 연구 인하 학교 박제근

18 ” 성자회 을 이용한 흑운모의 결정구조해석 연세 학교 문희수

19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단결정 핵연료의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측정  자료화 

연구
경희 학교 박 헌

20 ”
Zr계 원자로 심재료의 미세조직  내식성에 미치는 

성자 조사의 향 연구
인하 학교 황선근

21  ” 원자로 구조재료 조사손상  회복 특성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김인섭

22
성자 

방사화분석

모발 내 미량원소의 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한 건강 모

니터링 방법 연구
연세 학교 조승연

23 ”
성자방사화분석법에 의한 기분진시료의 정량분석의 

민감도에 한 연구
충남 학교 이진홍

24 ” 하나로를 이용한 지구환경시료 분석 자원연구소 이길용

25 동 원소
Ir-192를 이용한 근 방사선치료용 원격조정 방사선원의 

개발
아주 학교 미선

26 ”
감마나이 장비용 Co-60 방사성동 원소 개발을 한 

선도연구
울산 학교 이동

27 ” RALSTRON원격강내조사장치의 선원개발 계명 학교 최태진

28 ” 하나로생산 방사성의약품의 품질검증연구 서울 학교 정 기

첨부 1-1. 1999년도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선정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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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2000년도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선정 과제 목록

NO 분야 과제명 기 명 책임자

1
성자빔 

이용
FRAM 캐패시터용 강유 체 구조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우성일

2 ”
성자빔을 이용한 UO2계  비산화물 세라믹 핵연료 

재료의 결정구조 해석
호서 학교 김정석

3 ”
성자 회 을 이용한 CMR 속산화물의 구조변환  

자성연구
포항공과 학교 정윤희

4 ”
고온  산화환경에서 흑운모의 결정구조

변화
연세 학교 문희수

5 ”

성자 회 을 이용한 Pb(Yb1/2Ta1/2)O3와 

(La1/2Sr1/2)CoO3 의 상 이 거동  산소팔면체 회

에 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주웅길

6 ”
기계  합 화한 σ-VFe 분말합 의 성자 회 에 한 

연구
목포 학교 이충효

7 ”
고스핀 상태 CuⅢ가 안정화된 K2NiF4-형 산화물의 

성자 회  연구
경희 학교 변송호

8 ” 자성반도체 Sulphur 스피넬 물질의 성자 회 연구 국민 학교 김철성

9 ”
페로 스카이트 계열 속 산화물의 온 자기 구조 연

구
성균 학교 권 욱

10 ”
성자 회 을 이용한 복합강재의 집합조직 분석  

EBSD를 이용한 3차원 집합조직  계산
서울 학교 오규환

11 ”
고분해능 성자 분말 회  장치를 이용한 SHS법으로 

제조된 비화학양론  세라믹 분말의 결정 구조 분석
선문 학교 최용

12 ” 성자 회 을  통한 KLiSO4 고온상의 구조 정산 서울 학교 정수진

13 ” 신형 열 반도체의 결정구조와 열특성의 상 계 연구 한국 기연 이동윤

14 ” Ba1-xKxBiO3 도체에서 임계온도이하에서 구조연구 한국 자통신연 김 탁

15 ” 성자 산란을 이용한 단결정  박막의 구조연구 부산 학교 정세

16 ”
강한  성자 흡수원소를 포함하는 자성재료의 회 연

구법 개발과 응용
인하 학교 박제근

17 ” PrFeO3-PbTiO3계 세라믹의 결정  자기구조 분석 호서 학교 천채일

18 ” 망간 산화물의 자기 구조  해석 연구
한국표 과학연

구원
허남회

19 ” 강유 체 ALiSO4 (A=K, Cs)화합물에서 구조해석연구
한국표 과학연

구원
박 민

20 ”
라즈마 디스 이용 청색 발 체 (BaMgA l10O17)의 

성자 회 연구

한국표 과학연

구원
김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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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2000년도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선정 과제 목록(계속)

NO 분야 과제명 기 명 책임자

21
성자빔 

이용

리튬이온 지 양극물질과 페로 스카이트형 산화물의 

구조 결정
고려 학교 김건

22 ”
성자 분말회 장치에 의한 AlGaN, InGaN 화합물분

말과 GaN 비정질 분말의 형성과정에 한 연구
고려 학교 김상식

23 ”
성자 회 을 이용한 고주  유 체의 구조와 고주  

유 특성의 상  계 연구
고려 학교 남산

24 ”
Neutron Radiography를 이용한 고탄소강에서 B이 흑

연의 핵생성에 미치는 향 규명
북 학교 우기도

25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성자 조사가 지르코늄 합  재료의 기계  특성 하

에 미치는 향 연구
한양 학교 김용수

26 ”
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 실리콘 결정내의 결함 연

구
순천향 학교 류근걸

27 ”
조사후 충격특성을 이용한 사용후 핵연료 장․수송용

기의 구조 건 성 평가
충남 학교 이 신

28 ”
성자 조사된 넓은 밴드 폭을 갖는 반도체 내의 결함

연구
기 과학연 박일우

29 ” Zr 합 의 조사취화에 미치는 첨가원소의 향 충북 학교 명용

30 ” 압력용기 클래딩  열 향부의 조사 향 평가 한국과학기술원 김인섭

31 ”
국내개발 핵연료 피복 용 Zr 합 의 성자 조사결함 

연구
인하 학교 황선근

32 ”
단결정 핵연료의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측정  자료화 

연구
경희 학교 박 헌

33
성자

방사화분석

기기 성자방사화분석법에 의한 미세분진  속의 

정량분석에 한 연구
충남 학교 이진홍

34 ”
성자 방사화 분석법과 원자 분 법을 이용한 갯벌 시

료속에 존재하는 미량원소들의 화학종 분류  분석
목포 학교 남상호

35 ” 양물질 내 미량원소 분석 기술 서울여자 학교 이인숙

36 ”
고도산화처리에 사용되는 매의 성분  특성 악을 

한 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의 용
연세 학교 강 원

37 ”
생물학  시료 내 미량원소의 k0 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한 건강 모니터링 방법 연구
연세 학교 조승연

38 ”
미량성분 분석에 의한 고  토기의 산지추정에 한 연

구
보건 학 정 용

39 ” 산업  환경 시료분석법 연구 자원연구소 이길용

40 동 원소 Co-60 선형 선원의 제조법 개발 호진산업 박춘득

41 ”
성자조사법을 이용한 39Ar의 제조  지질연 측정 

응용연구
기 과학연 정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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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3. 2001년도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선정 과제 목록

NO 분야 과제명 기 명 책임자

1
성자빔 
이용

가네트 유 체의 유 특성과 구조 특성의 상 계 연구 고려 학교 남  산

2 ”
성자 회 을 이용한 복합퍼로 스카이트 속산화물의 

구조  자성 연구
포항공과 학교 정윤희

3 ”
성자 회 을 이용한 복합퍼로 스카이트 속산화물의 

구조  자성 연구
성균 학교 권 욱

4 ”
고분해능 성자 회  장치를 이용한 SHS법으로 제조된 
고성능 EMI용 페라이트분말의 화학 조성과 결정 구조 
분석

선문 학교 최  용

5 ” 도, 반강자성 그리고 구조상 이 상 계 연구 인하 학교 박제근

6 ”
Litium rechargeable batteries용 이 속 산화물계 
극 소재의 구조  안정화 연구

연세 학교 김 범

7 ”
성자 회 을 이용한 La 치환 CeO2 이온 도체의 결정

구조  상 이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주웅길

8 ” Iron Perovskite 자성물질의 성자 회 연구 국민 학교 김철성

9 ” SrBi2Ta2O9-(La,Sr)MnO3계의 결정구조  자기구조 호서 학교 김정석

10 ” 고기능성 속산화물 구조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우성일

11 ”
망간 산화물  안티퍼롭스카이트 물질의 자기 구조 해
석 연구

한국표 연구원 허남회

12 ”
성자 분말회  장치에 의한 GaN nono-crystlline과 

GaN nanowire에 한 연구
고려 학교 김상식

13 ” 고분자 미셀의 성자 이용 실험 한양 학교 손 원

14 ” 합 가능한 상형 미셀의 구조분석  특성 연구 경희 학교 김홍두

15 ”
성자 소각산란법을 이용한 블록공 합체의 졸-젤 이 

연구
서울 학교 차국헌

16 ” 기능성 고분자형태  결정구조에 한 성자산란 연구 포항공과 학교 이문호

17 ”
성자산란 실험을 통한 알코올과 염을 함유하는 CTAB 

마이셀의 구조연구
홍익 학교 김유진

18 ” 소각 성자산란을 이용한 자기회합 나노구조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김만원

19 ” 소각 성자 산란장치를 이용한 나노구조물의 구조 분석 포항공과 학교 김진곤

20 ”
성자와 고분해능 EBSD를 이용한 재료의 방 함수 계

산
서울 학교 오규환

21 ” 성자 회 을 이용한 복합 탄산염의 상 이 연구 한국표 연구원 김용일

22 ”
거  자기 항 재료를 이용한 입상형 자기 항 소재 

연구
국민 학교 심인보

23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단결정 핵연료의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측정  자료화 
연구

경희 학교 박 헌

24 ”
성자 조사에 의해 생성된 인 농도의 균일도 향상  
결함 연구

순천향 학교 류근걸

25 ” 성자 조사된 기   발 소자용 반도체의 결함연구
한국기 과학연

구원
고의

26 ”
국내 개발 핵연료 피복 용 Zr 합 의 성자 조사 결함 
연구

인하 학교 황선근

27 ” 소형시험편 기술에 의한 원자력 구조재 조사 향 평가 한국과학기술원 김인섭

28 ”
Zr-xCu  Zr-xMn 합 의 조사취화에 미치는 첨가원소
의 향

충북 학교 명용

29 ”
산화 지르코늄 합 의 기계  강도에 미치는 성자 조
사 향

한양 학교 김용수

30 ”
비정질리본과 와이어시료에 한 성자 조사후의 자기
특성 변화

충북 학교 유성

31
성자 

방사화분석
성자방사화분석을 이용한 여자성인의 생애주기별 무기

질 양상태 평가
용인 학교 이옥희

32 ” 성자방사화분석을 이용한 고 토기의 산지분석 연세 학교 문희수

33 ” 기기 성자방사화분석을 이용한 황사특성 연구 충남 학교 이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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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4. 2002년도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선정 과제 목록

NO 분야 과제명 기 명 책임자

1
성자빔
이용

스핀트로닉스 구 을 한 기능성 물질 개발 포항공과 학교 정윤희

2 ”
Sol-gel 법에 의한 이 속이 치환된 TiO2의 성자 회

 연구
국민 학교 김철성

3 ”
소각 성자 산란법을 이용한 새로운 Closed-loop 상거
동을 가지는 블록공 합체의 나노구조분석

포항공과 학교 김진곤

4 ” BiFeO3-NdFeO3-PbTiO3 계에서 자기장 인가와 구조변화 호서 학교 김정석

5 ” 망간  철 산화물의 자기 구조 해석 연구
한국표 과학연

구원
허남회

6 ” SANS를 이용한 유 율박막의 기공 특성분석 제주 학교 이헌주

7 ”
성자 회 /산란에 의한 P/Ti 첨가 IF 강의 재결정 기

구 규명
고려 학교 허무

8 ” 소각 성자산란을 이용한 자기회합나노구조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김만원

9 ”
소각 성자산란법을 이용한 블록공 합체의 질서-질서 

이연구
서울 학교 차국헌

10 ” Yb2Co17과 ErSi2의 구조와 자기  성질 연구 성균 학교 박제근

11 ”
고온 환원 분 기에서의 CeO2계 이온 도체 결정 상 
안정성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주웅길

12 ” 유.무기 복합재료의 소각 성자 산란에 의한 구조분석 경희 학교 김홍두

13 ”
삼팔면체 운모의 질석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정구조변
화 연구

연세 학교 송윤구

14 ”
성자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한 매장문화재 분석기술 개

발
공주 학교 서만철

15 ” 성자 산란을 이용한 Core-Shell 나노 입자의 구조 연구 한양 학교 손 원

16 ”
성자빔을 이용한 리포조옴과 양친성 고분자의 상호작

용에 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정희태

17 ”
성자 투과 비 괴검사법을 이용한 핵연료 진단기술개

발
(주)카이텍 최하림

18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소형펀치 시험법에 의한 국산 원자력 압력용기강 용  
열 향부 조사손상 평가

한국과학기술원 김인섭

19 ”
성자 조사가 지르코늄 합 의 고온 탄성-소성 변형에 

미치는 향 연구
한양 학교 김용수

20 ”
핵연료 소결체의 핵분열기체 확산계수 측정  결정립계 
효과 연구

경희 학교 박 헌

21 ” 극미세 나노 소재의 조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연구 선문 학교 최용

22 ” 압력용기강재(SA508 class3)
한국기술교육

학교
고진

23 ” Zr-xMn  Zr-xCu 합 의 조사후 시험 충북 학교 명용

24 ” 성자 조사에 의한 자성반도체의 특성변화 연구 충남 학교 김도진

25
성자 

방사화분석
성자 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수소화 속의 성자 차

폐능 평가
원 보건 학교 유병규

26 ”
성자 방사화 분석법과 원자 질량 분석법을 이용한 침
물 시료 속에 존재하는 미량 원소들의 화학종 분류  

분석
목포 학교 남상호

27 ”
성자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환경시료  토양의 표

물질 제작  미량원소 분석법 개발
기 과학지원연 박찬수

28 ” 성자방사화분석에 의한 5세기 옹 의 산지추정 연구 보건 학 정 용

29
방사성 

동 원소
Holmium-166과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마우스 악성 흑색
종 병용 치료법 개발

연세 학교 이민걸

30 ”
암 치료가능 P-32 표지화합물 Tri-n-alkyl [32P]phosphine 
Oxid의 합성에 한 연구

동국 학교 유국

31 ”
성자 핵 환에 의한 동 원소를 이용한 나노 물질 도

핑에 한 연구
고려 학교 김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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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5. 2003년도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선정 과제 목록

NO 분야 과제명 기 명 책임자

1
성자빔

이용
하나로 이용자 지원  지식정보 DB 구축 한국원자력연 성백석

2 ”
자기장을 이용한 원기둥형 원  액정의 나노배향 제어 

SANS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최성민

3 ”
성자 산란을 이용한 고온 도체의 격자 떨림 특성 

연구
연세 학교 김창

4 ”
성자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한 인삼뿌리의 생장해석 기

술개발

산농업기술센

터(인삼연구실)
김 호

5 ” SANS를 이용한 성자 조사재의 나노 결함 분석 포항공과 학교 구양모

6 ”
아미노산 유도체를 이용한 새로운 달체의 개발  구

조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김종득

7 ”
삼팔면체 운모 내 팔면체 의 온도증가에 따른 구조변화 

연구
연세 학교 송윤구

8 ”
(Pr,Ca)(Ba,R)2Cu3Oz 계의 구조와 자기  질서도의 상

계
강원 학교 이호근

9 ” 고효율, 환경친화  냉각을 한 자기 열재료 개발 포항공과 학교 정윤희

10 ”
성자빔을 이용한 이성분나노유체에서의 마란고니 류 

진 가시화
경희 학교 강용태

11 ”
성자빔을 이용한 유기 분자 나노구조체의 분석  배

향에 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정희태

12 ” 성자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한 유물 분석기술 개발 공주 학교 서만철

13 ”
소각 성자 산란법을 이용한 압력하에서의 블록공 합

체의 나노구조분석
포항공과 학교 김진곤

14 ”
기계  합 화법으로 제조된 비고용 V-Cu 합 의 성

자회  연구
목포 학교 이충효

15 ”
소각 산란법에 의한 환경친화성 크롬 박막 내의 미세 결

함의 정량  평가
한국기계연구원 김만

16 ”
소각 성자산란법을 이용한 메조포러스물질의 반응메커

니즘  모폴로지연구
인하 학교 권용구

17 ”
소각 성자산란법을 이용한 블록공 합체 박막의 자기 

조립 특성 연구
서울 학교 차국

18 ”
성자빔의 산업  이용 (비 괴검사  산업  용 기

술 개발)

(주)아거스기술

연구소
김재호

19 ”
성자와 고분해능 EBSD를 이용한 고온 고압 합성 다이

아몬드 압력셀내 결정 방  분포 고찰
서울 학교 오규환

20 ” 다기능페로이즘물질의 성자 회  연구 국민 학교 심인보

21 ” SANS를 이용한 Micelle의 구조와 크기에 한 연구 앙 학교 임경희

22 ” 고온침탄용 보론강 개발
한국산업기술

학교
박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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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5. 2003년도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선정 과제 목록(계속)

NO 분야 과제명 기 명 책임자

23
성자빔

이용

Magneli 상을 갖는 titanium 아산화물 제조  결정구조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주웅길

24 ”
성자 산란을 이용한 산화물의 강유   자성구조 해

석
부산 학교 정세

25 ”
성자 회   성자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한 용 결함 

검출
충남 학교 조택동

26 ” Pr-La-MnGe 계 자기상 이의 정 상 연구 부산 학교 양용석

27 ”
Nb2O5계 복합 페롭스카이트 유 체의 구조와 고주  유

특성의 계 연구
고려 학교 남산

28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결함 핵연료 조건에서 소결체의 핵분열 생성물 방출 연

구
경희 학교 박 헌

29 ” 성미자 소스를 한 안정동 원소 성자 조사 세종 학교 김 덕

30 ”
고 에 지 성자 조사에 의한 가압경수로 원자력 압력

용기 용  열 향부 조사 향 평가
한국과학기술원 김인섭

31 ”
수소함유 산화 지르코늄합 의 탄성-소성변형이 미치는 

성자 조사 향 연구
한양 학교 김용수

32 ”
극미세 나노 복합 재료의 조사에 의한 상변화  내식성 

변화 연구
선문 학교 최용

33 ”
합  페라이트계 C-Mn-Ni-Mo강 용 부의 조사손상 

연구

한국기술교육

학교
고진

34 ”
합 강에의 상변화  내식성에 미치는 조사손상의 

향에 한 연구
단국 학교 최진일

35 ” 성자 조사에 의한 자성반도체의 특성변화 연구 충남 학교 김도진

36 ”
MBE로 성장한 Ge1-xMnx 반도체 박막의 자기  특성에 

미치는 성자 조사 효과
충남 학교 임 언

37
성자

방사화분석

기  미량원소의 성자방사화분석에 한 측정 불확

도 평가
충남 학교 이진홍

38 ”
성자방사화분석법과 유도결합질량분석법을 이용한 해

양수산물과 침 물의 오염 상 성 연구
목포 학교 남상호

39 ” 즉발 감마선 측정을 통한 Li, N, Si의 k0-factor 결정 서울 학교 최희동

40 ”
성자 방사화 분석을 이용한 폴리에틸  제품의 미량 

환경유해원소 분석 표 화  표 물질 개발

한국기 과학지

원연
박찬수

41 ”
성자 방사화 분석법을 이용한 심  질환자의 청 

무기질 수  분석
용인 학교 이옥희

42 동 원소
성자 핵 환 동 원소를 이용한 나노와이어 검출기

에 한 연구
고려 학교 김상식

43 ”

상동맥 스텐트 재 착 병변에 한 죽상종 제술 후 

Holmium-166 부착 풍선도자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법의 

효과

남의 정명호

44 ” 신장사구체여과율 측정을 한 Cr-EDTA합성과 이용 아주 학교 윤석남

45 이용자지원 하나로 이용자 지원  지식정보 DB 구축 한국원자력연 성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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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6. 2004년도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사업 선정 과제 목록

NO 분야 과제명 기 명 책임자

1 성자빔
이용 

성자 래디오그라피를 이용한 인삼뿌리의 생장해석  
성자 토모그라피에 의한 가공인삼의 수분분포도의 가시화연
구

산군농업기술
센터 김 호

2 ” 이온성 계면활성분자의 합을 이용한 하  상 나노입자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최성민

3 ” HRPD를 이용한 고출력 이차 지용 Li-M-O 양극 소재의 Li 
확산거동 연구 건국 학교 윤 수

4 ” 성자 소각 산란을 이용한 항균 방어용 펩타이드의 생체지
질막에 한 작용 기작연구 인하 학교 이건형

5 ” 소각산란법에 의한 3가크롬 도 층의 미세결함 분석 한국기계연구원 김만

6 ” 스핀트로닉스 응용을 한 멀티페로익 물질 연구 포항공과 학교 정윤희

7 ” 비자성 이온이 함유된 Fe-Cr 유화물 스피넬의 성자 회  
연구 국민 학교 김삼진

8 ” 성자 빔을 이용한 탄소나노튜 의 알카리 속 삽입 기구 
분석 성균 학교 이 희

9 ” 소각 성자산란방법을 이용한 polyelectrolyte와 마이셀 복
합체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김만원

10 ” 용액에서의 2-(2-hexyloxyethoxy)ethanol의 회합 구조와 크기
에 한 연구 앙 학교 임경희

11 ” 소각 성자산란법을 이용한 rod-coil형 양친화성 블록공
합체의 구조 규명 인하 학교 권용구

12 ” 성자빔을 이용한 유기 분자 나노구조체의 분석  배향
에 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정희태

13 ” 치환 원소에 따른 비스무스 타이타네이트의 구조 변화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우성일

14 ” 성자 빔을 이용한 압연재의 집합조직 해석 강릉 학교 정효태

15 ” 소각 성자 산란을 이용한 솔-젤 무-유기 하이 리드 나노복
합체의 구조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배병수

16 ” 성자 회 법에 의한 Sr3Mn2-xMxO7-d 상의 결정구조  물
성연구 남 학교 이재열

17 ” 강유 체 Lanthanide-Bi4Ti3O12내의 산소 팔면체 구조 연구 창원 학교 김상수

18 ” Lanthanum이 도핑된 BiFeO3의 자기구조 찰 포항공과 학교 구양모

19 ” 113-Sn으로 표지된 유기주석화합물의 합성과 생물 체내 TB
T의 분해 연구 남 학교 이병권

20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내방사선 부품 소재 개발을 한 조사 유기 상변화 연구 선문 학교 최용

21 ” 내부결함에 의한 강유 성의 증 기 과학지원연 박일우

22 ” 나노결정 Ge1-xMnx 자성 반도체 박막의 성자 조사 효과 충남 학교 임 언

23 ” 성자 조사가 Zr 합  미세 조직과 기계  물성 변화에 미
치는 향 연구 한양 학교 김용수

24 ” 원자로 부품용 합 강 개발을 한 조사유기 상변화에 
한 연구 단국 학교 최진일

25 ” 산화물분산강화 합 강의 성자 조사손상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김인섭

26 성자
방사화분석

모발의 성자방사화 분석에 의한 산모와 태아의 속과 
양 성분의 상  계 연구(IAEA CRP 사업 연 ) 연세 학교 조승연

27 ” 성자를 조사시킨 흑운모와 각섬석의 40Ar-39Ar 연 를 이
용한 한반도 동서 지각의 융기 시기 규명 기 과학지원연 김정민

28 ” 즉발 감마선 측정을 통한 Li, S, P의 k0 factor 측정 서울 학교 최희동

29 ” 기입자  독성 속에 한 성자방사화분석과 CCT-ICP-
MS 분석 비교 연구 충남 학교 이진홍

30 ” ABS수지의 유해 속 비 괴 분석표 화에 한 연구 기 과학지원연 박찬수

31 동 원소 성자 핵 환 동 원소에 의해 도핑된 Si 나노선 자소자 
 소자의 특성 연구 고려 학교 김상식

32 ” 방사선 동 원소를 이용한 카이네이즈 반응 검출 칩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최종

33 ” Cr-51 EDTA와 Tc-99m DTPA를 이용한 사구체 여과율측정 아주 학교 윤 기

34 ” 잔류오스테나이트분율과 안정도가 고속변형  in-situ 인장
에 미치는 향 한국해양 학교 최일동

35  이용자지원 하나로이용자지원 한국원자력연 성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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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7. 2005년도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사업 선정 과제 목록

NO 분야 과제명 기 명 책임자

1
성자빔

이용 
성자 빔을 이용한 HCP 속의 평균집합조직 해석 강릉 학교 정효태 

2 ” Imogolite(유,무기 나노선)의 용액상 구조변화 연구 한양 학교 손 원 

3 ”
성자 소각산란을 이용한 지질막 작용 펨타이드의 생체막 

binding  aggregation state에 한 연구
인하 학교 이건형 

4 ” 

표면 코 , 음이온 치환  고분자 복합화된 리튬이차

지 극용 리튬 이 속 산화물에 한 성자회  분

석 연구

이화여자 학교 황성주 

5 ”
양친성 폴리아미노산을 이용한 기능성 나노입자 설계  

구조분석
한국과학기술원 김종득 

6 ”
잔류오스테나이트 안정도가 고속인장에서 마르텐사이트 

변태에 미치는 향
한국해양 학교 최일동 

7 ”
성자산란과 방산 산란을 이용한 멀티페로의 물질 연

구
포항공과 학교 정윤희 

8 ”
소각 성자 산란을 이용한 자기조립 나노 물질 특성 연

구
한국과학기술원 김만원 

9 ”
고분해능 성자분말 회  장치를 이용한 클러스 이트 

화합물 결정 구조 해석
한국과학기술원 이  흔 

10 ”

성자 회 을 이용한 (Na0.5K0.5)NbO3-BaTiO3  (Na0.

5K0.5)NbO3-Li(NbTa)O3 비납계 압 체의 상 이 역의 

구조연구

고려 학교 남  산 

11 ”
자기장하에서 성자빔을 이용한 유기 분자 나노구조체

의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정희태 

12 ”
성자 회 을 이용한 다강체(muliferroic) 물질의 질서함

수구조 연구
국민 학교 김철성 

13 ” Hydrortopy와 마이셀화의 서로 작용에 한 SANS 연구 앙 학교 임경희 

14 ”
성자회 법을 이용한 페로 스카이트 화합물의 구조-

물성 계 연구
아주 학교 김승주 

15 ”

소각 성자 산란과 성자 반사를 이용한 솔-젠 하이

리드 재료의 나노 크기 올리고실록산 수지  박막의 구

조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배병수 

16 ” 리튬이온 지의 양극활물질재료에 한 결정 구조분석 고려 학교 김  건 

17 ”
Ba 치환량에 따른 Sr3MgSi2O8 :Eu2+ 형 체의 구조와 

발 계 고찰
한국과학기술원 덕  

18 ”
산화물 Bi2Ti2O7의 구조분석을 통한 강유  메커니즘 연

구
창원 학교 김상수 

19 ”
성자 반사장치를 이용한 나노튜 복합체 박막의 확산 

 구조 연구
서강 학교 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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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7. 2005년도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사업 선정 과제 목록(계속)

NO 분야 과제명 기 명 책임자

20
성자빔

이용

성자 tomography 이용한 토양속 인삼뿌리의 주요 생

장시기별 3차원 가시화 연구
산군농업기술

센터
 

김 호 

21 ”
ZN이 치환된 (R,Ca)-123계의 구조와 최고임계온도 특성

의 상 계 
강원 학교  

이호근 

22 ”
성자 회 법에 의한 n=3 R-P 샹 Sr4Mn3-xMxO10-d의 

결정구조 해석  물성연구
남 학교 이재열 

23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나노입자 분산강화 합 의 성자 조사 향 평가 한국과학기술원 김인섭 

24 ”
성자 조사에 의한 GaN 박막내의 Dopant-Hydrogen 결합

의 탈착  도핑 효과 연구
충남 학교 김도진 

25 ”
핵연료 피복 용 재료의 성자 조사에 의한 기계  특

성 연구
인하 학교 김명호 

26 ”
고효율 력용 극미세 나노 복합재료의 조사후 특성 평

가
선문 학교 이상헌 

27
성자

방사화분석

성자 방사화분석을 이용한 통 도자기의 고고화학  

분류 기법 개발
공주 학교 김규호 

28 ”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표 물질의 인증 한국표 연구원 조경행 

29 ”
성자방사화분석법과 유도결합질량분석법을 이용한 건

강보조식품 에 있는 유해 속 분석
목포 학교 남상호 

30 ” 성자 방사화분석을 이용한 고 유물의 진 별연구
한국 통문화학

교
정 용 

31 ”
인쇄회로기 (PCB)의 유해 속 비 괴분석법 개발에 

한 연구
기 과학지원연 박찬수 

32 ”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실내공기  담배연기(ET

S)로 인한 독성 속 분포 특성
충남 학교 이진홍 

33 동 원소 35S-SO4를 이용한 기 환경의 황산염 환원 연구 한남 학교 박경량 

34 ” 125I을 이용한 IGFs의 측정 체계 확립  유용성 남 학교 박수  

35 ” 186Re을 이용한 치료용 방사성표지화합물 제조법 연구 연세 학교 오옥두 

36 ”
원자로생산핵종을 이용한 고분자기반 방사선치료기술개

발
북 학교 정환정 

37 이용자지원 하나로 이용자지원  교육 한국원자력연 성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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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8. 2006년도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사업 선정 과제 목록

NO 분야 과제명 기 명 책임자

1
성자빔

이용 
dPS-PtBA의 나노구조 특성분석 연세 학교 류두열

2 ” 소각 성자산란을 이용한 PVDF/PS-B-PMMA 인하 학교 이 희

3 ”
성자 total 산란법을 이용한 국소  무질서를 갖는 α-cr

istobalite계 형 체의 장범 와 단범  구조분석 기술
호서 학교 김정석

4 ”
포 화합물의 결정 구조 해석  에 지 가스 장 원리 

규명
한국과학기술원 이흔

5 ” 제한된 조건에서 유기분자의 미세구조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정희태

6 ”
소각 성자산란을 이용한 솔-젤 하이 리드 나노복합재

료의 복합구조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배병수

7 ” 성자 산란에 의한 나노 세공 매 특성 분석 인하 학교 박상언

8 ”
성자소각산란을 이용한 베티아 로이드 단백질의 작용 

기작 연구
인하 학교 이건형

9 ” SANS를 이용한 유 율 박막의 기공 특성분석 제주 학교 최치규

10 ” (Ga,M)Sr₂(R,Ca)Cu₂Oz 계의 구조와 도 특성 강원 학교 이호근

11 ”
성자 반사율 측정을 이용한 다 층 유기박막의 나노배

열구조 연구
한양 학교 한성환

12 ” 복합물성 Fe 자성체의 자기구조 분석 연구 국민 학교 김철성

13 ”
 나노입자가 결합된 폴리아미노산을 이용한 새로운 나

노구조체 설계  구조분석
한국과학기술원 김종득

14 ”
성자 반사율장치를 이용한 고분자 공 합체의 상 이

상 측정
단국 학교 조 한

15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부식성 기화 핵분열생성물(Cs, I,)의 방출거동 연구 경희 학교 박 헌

16
성자

방사화분석

성자방사화 분석법을 이용한 빈 평가를 한 운동

후 청 무기질수  분석
용인 학교 이옥희

17 ”
성자방사화분석법을 이용한 유해성분 측정용 PP CRM 

인증
한국표 과학연 조경행

18 ”
청자의 원료 산지 추정과 재 을 한 성자방사화 분

석기술 개발
공주 학교 김규호

19 ”
이암 치료용 Lu-177-EDTMP 표지  생체내분포 연

구
서울 학교 정재민

20 동 원소 피부암 치료용 P-32 disk의 흡수선량연구 아주 학교 조철우

21 이용자지원 하나로이용자지원  훈련 한국원자력연 성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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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9. 2007년도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사업 선정 과제 목록

NO 분야 과 제 명 기 명 책임자

1
성자빔

이용
멀티페로익 물질에서 자성이온의 미세상호작용 연구 포항공과 학교 구태

2 ”
성자 산란을 이용한 TbB4  TbMn2O5의 자성구조 

연구
포항공과 학교 이기

3 ”
육각 층상형 RM2O4 (R=Er, Lu, Y; M=Fe, Mn, Co)의 

스핀-격자- 하-궤도 상호작용 연구
남 학교 노한진

4 ” LAMOX  ZnO의 결정구조  defect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우성일

5 ”
심해  퇴 층내 메탄 하이드 이트 형성 과정  결정 

구조 규명
한국과학기술원 이흔

6 ”
성자빔을 이용한 외부장에서의 탄소나노튜 의 구조와 

배향 분석
한국과학기술원 정희태

7 ”

밴드구조 제어를 통해 가시  응답성이 유도된 속 산

화물 매의 결정구조 분석을 한 성자회  분석 

연구

이화여자 학교 황성주

8 ” Prussian blue계 분자자석의 구조-자성 연구 고려 학교 홍창섭

9 ”
Neutron Autoradiography를 이용한 Micro-alloy강의 보

론 분포에 한 연구
포항공과 학교 구양모

10 ”
Neutron reflectivity측정을 통한 자기조립형 공액 블록화

합물의 박막구조 분석
인하 학교 권용구

11 ”
성자반사율측정을 이용한 polyelectrolytes의 인지질 이

막 흡착실험
한국과학기술원 김만원

12 ”
나노템 이트 개발용 다분산, 다성분계 블록공 합체 

자기조립거동 연구
인하 학교 김승

13 ” 도펀트로 유도되는 폴리아닐린의 나노구조변화 연구 한양 학교 손 원

14 ”
성자 반사율 장치를 이용한 나노구조체를 함유한 박막

의 내부구조 분석
서울 학교 차국헌

15
재료/핵연료

조사시험 

폴리이미드- 속수소화물 복합 고온 성자 차폐체의 

성자 조사 향 연구
한양 학교 김용수

16  ” 
조사된 질화물 핵연료내의 제논 기체 확산계수 측정 연

구
경희 학교 박 헌

17  ” 
열 성자 조사된 MgB2 박막의 마이크로  표면 항  

도도 변화 연구
건국 학교 이상

18
성자

방사화분석

성자 방사화 분석법을 이용한 어린이 먹거리의 무기질 

함량 분석
용인 학교 이옥희

19 동 원소 Sm-153 angiostatin의 합성  생체분포 평가 아주 학교 윤 기

20 ” Lu-177을 이용한 암세포 사멸 효과 연구 건양 학교 이회

21 이용자지원 하나로이용자지원  훈련 한국원자력연 김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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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중성자 빔타임 신청 안내 예: HANARO4U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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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1] 시료와 실험 준비 안내: 이메일과 HANARO4U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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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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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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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4]



- 43 -

[첨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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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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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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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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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9]



- 48 -

[첨부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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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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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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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제의 목 은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이용분야 과제로 선정된 

하나로 이용자를 보다 효율 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당해 연도에는 21개의 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과제가 선정되었다. 성자빔 분야 

14개 과제에서 신청한 총 31회의 실험에 하여 2,339시간의 측정을 지원하 다. 재료/핵

연료 조사시험 분야는 3개 과제의 80개 시료에 해 조사시험과 조사후 시험을 지원하

다. 성자 방사화분석 분야는 1개 과제의 89개 시료의 측정을 지원하 고, 방사성의약품

과 동 원소 분야는 2개 과제에 하여 RI 생산과 동 원소 연구 련 분석장비 이용을 

지원하 다.

하나로 이용자의 변 확 와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하여 성자빔 분야와 재료/핵연

료 조사시험 분야의 이용자와 문가를 상으로 실습 주의 교육을 각 1회씩 개최하

으며 성자 방사화분석 분야는 학생실습을 3회 실시하 다.

성자 빔타임 선정을 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HRPD에 하여 온라인 평

가 2회 실시하 고, 다른 장치에 해서도 확 하여 실시할 정이다.

이 과제는 그동안 원자력 장기 사업과 연구개발사업 등에 의해 기 설치된 다양한 하나

로 이용설비들의 활용을 극 화하기 한 이용자 심의 지원 로그램이다. 이 과제를 

통해 얻은 연구개발 결과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하나로 이용 분야의 신규 시

설 개발 방향에 피드백 정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 하나로 이용과 연구 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학연 연구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로 이용 효율을 높이고 하나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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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courses were held for the university students.

The online neutron beam time allocation system was developed and applied 

successfully for the HRPD in this year. We are planing to apply this system to other 

neutron beam instruments in the near future.

This project is a kind of the user-based supporting program for the maximize of 

HANARO utilization. The development products and the ideas and suggestions of 

users obtained through this projects will be collected and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next new facilities. Also, by using the "HANARO utiliz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HANARO4U)" we construct the research network 

among users at industries, universities and institutes. This network is expected to 

increase HANARO utilization and enhance productivity of th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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