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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성자 과학 21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이 사업은 하나로의 성자 빔 연구시설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 로 성장시키

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성공 으로 운 되어 매년 수천 명의 이용

자와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국외 성자 빔 연구시설과 같이 효율 으로 

시설을 운 하기 한 노력의 일환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이 사업은 1) 하나로 연구원과 이용자의 연구 력을 진하고, 2) 다양한 성자 

과학 분야의 국제 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하여 자문회의와 거  구축 회의를 통해 방향 설정을 하고, 사업 내용을 언론에 홍

보하고 있다.

Ⅳ. 연구개발결과 

HRPD를 사용하는 3개의 국내 연구 력과, 1개의 국제 연구 력이 수행되었다.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여름학교가 성공 으로 개최되었으며,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의 문 연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3차례의 자문회의와 6차례의 

거  구축 추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수요가 악되

었고, 2 차례의 언론 기고를 통해 사업 내용이 홍보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이상의 연구 결과는 국가 성자 과학 정책을 결정하는데 직 으로 도움이 될 것

이다. 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경 진에게는 성자 빔 연구시설을 효율 으로 경

하기 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

SUMMARY

Ⅰ. Project Title

Neutron Science 21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roject aims to make the HANARO neutron beam facility a neutron 

research hub in the Asia-Pacific. This is a part of the effort to make the 

facility as productive as other neutron beam facilities in America and 

Europe which already operate as a hub that attracts thousands of users 

and produces hundreds of publications annuall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projects promotes 1)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HANARO 

personnel and users, 2) internationally collaboration on various fronts of 

neutron science related activities. To achieve the above in an effective 

manner, its direction is adjusted by a series of meetings and the 

activities of the project are advertised to the public media.

Ⅳ. Result of Project

3 domestic and 1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was carried out 

successfully in 2008 by using the HRPD. The 1st Asia-Oceania Neutron 

Summer School was successfully hosted in Korea. The annual report of 

the HANARO neutron beam facility was published. 3 advisory meetings 

and 6 internal meetings to promote the hub were held. Users were 

surveyed on their needs. The media was contacted twice in an effort to 

advertise the project activitie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All of the above achievements are directly applicable to determining the 

national policy on neutron science. It is advised that the KAERI 

management take notice of the results to manage the facility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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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하나로 경

제 1 장  서 론

하나로는 세계 유수의 연구용 원자로로서 이미 리 알려져 있다. 특히 하

나로는 다목  연구용 원자로로 재료 조사시험, 방사성동 원소 생산, 성자 빔 이

용 연구, 방사화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응

용 분야 에서도 하나로는 성자 빔 이용 연구에 더욱 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성자 빔이 시작되는 지 , 빔 튜  노즈에서의 성자속이 2˟1014 n/cm2/s
에 달하기 때문으로, 이 숫자만 보면 하나로는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의 성자 빔 원자로(Neutron Beam Reactor)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자로의 성능에 비해,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로부터

의 연구 성과는 매우 라한 실정이다. 우선 하나로에서는 다른 연구용 원자로나 

형 연구 시설과 달리 시설로부터의 연구 성과를 공식 으로 추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설을 활용한 결과로서 발생한 연구 성과를 요구받는 외국 사례와는 달리, 

각 과제에 연구 성과에 한 부담을 지우는 국내 과학기술 산 환경에 주로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 에 한 해결은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이 사업의 범 를 벗어나므로 더 이상 언 하지는 않기로 한다. 

결과 으로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로부터의 연구 성과는 이 사업에서 추 하

여, 국외 시설과 비교하 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세계 으로 하나로 수 의 연구용 원자로에서는 막 한 분량의 연

구 성과가 쏟아져 나오는 데, 이는 아래 그림 2,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하나로의 

성능이 뛰어나고, 국제 인 경쟁력을 가진 빔 장치가 여럿 건설되었는데도 계획만



- 2 -

그림 2 랑스 그 노블 소재 ILL의 경

그림 3 미국 매릴랜드 주 게이더스버그 소재 NIST Center for 

Neutron Research (NCNR) 경

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따지는 것

이 이 사업의 목표는 아니다. 이 은 재 진행 인 원자력 정책과제,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 운   이용 고도화 방안 연구”에서 다 지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외 시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성자 과학 거 을 구축

하고 육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 하나로 성자 과학 시설을 이용한 세계  연구 성과 창출

-. 해외 연구진이 찾아오는 성자 과학 허  구

-. 하나로 성자 과학 시설 이용자에게 고객 감동의 서비스 제공

이와 같은 목표는 부분의 형 성자원에서 공통 으로 가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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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나로로부터 상되는 연구 성과. [강희동, 1998]

으로, 하나로에서는 지 까지 시설의 건설과 유지 보수에 주력하느라 여기에 많은 

에 지를 쏟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은 하나로와 같은 형 연구시설을 운 하는 한 자

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 으로 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하나로는 성자속 기  세계 10  성자 빔 연구로  하나이며, 2010

년까지 모두 17기의 성자 빔 장치가 설치되어, 세계 인 성자 빔 연

구시설로 발돋움하게 된다.

-. 단 지 까지는 시설 설치와 유지 보수에 매진하여 재까지 많은 과학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시설의 규모와 연구용 원자로

의 성능에 걸맞은 세계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

-. 하나로는 국가 이용자 시설이므로 성과 창출에는 이용자의 역할이 요

하며,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에서는 이용자에게 고 의 물성 측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아직 국내 성자 빔 이용 연구는 일천하며, 질  양 으로 성장을 앞당

기기 해서는 선진 연구 기법을 도입하고 국내에 확산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국제 인 력 체계에 주도 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장치 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하나로에는 재까지 열 성자 산란장치

가 7기 설치된 바가 있으며1), 3기는 제작 이다2). 한 기타 열 성자 빔 이용 시

설 는 장치가 3기 설치되어 있다3). 이 외에도 2010년 종료 정인 “냉 성자 연

구기반시설 구축  이용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냉 성자 산란장치가 4기 신규로 

1) 기 설치된 열 성자 산란 장치는 다음과 같다: ST1 RSI, CN SANS, ST2 HRPD, ST2 FCD, ST3 HIPD, ST3 

REF-H, ST3 REF-V. 

2)  제작 인 산란 장치는 다음과 같다: ST3 Bio-C, ST3 Bio-D, ST4 TAS.

3) 기타 열 성자 빔 이용 시설 는 장치는 다음과 같다: IR NRF, ST1 PGAA, NR 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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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구 수행 체계

설치 이며4), 열 성자 산란장치  3기는 냉 성자 실험동으로 이설된다5). 결과

으로 산란장치는 14기, 이외의 장치는 3기로, 이는 15기의 산란 장치를 보유한 

NCNR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

로부터 NCNR 못지 않은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설 계자와 이용자는 모

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다음 그림 5과 같은 수행 체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 수행 내용은 

“연구 력 체계 구축”, “국제 력 체계 구축”, “방향 설정  홍보”의 크게 세 가

지로 되어 있으며, 각각 국내외 학과 연구소, 아시아 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회(AONSA, Asia-Oceania Neutron Scattering Association), 한국 성자 빔 이용

자 회(KNBUA, Korean Neutron Beam Users' Association)과의 긴 한 력을 

통해 연구 내용을 수행하 다.

4) 신규 설치 인 냉 성자 산란장치는 다음과 같다: CG2 40m-SANS, CG3 DC-ToF, CG4 HR-SANS, CG5 

Cold-TAS. 단 CG3 DC-ToF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완성될 정이다.

5) 이설 인 빔 장치는 다음과 같다: CN SANS > CG4 12m-SANS, ST3 REF-H > CG4 Bio-REF, ST3 

REF-V > CG1 RE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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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성과 달성도

국내 연구 력 2건 이상

국외 연구 력 1건 이상

국민 학교 연구 그룹 등 3건의

연구 력 수행

러시아 Institute of Metal Physics와

연구 력 수행 

100

표 1 성자 과학 연구 력 체계 구축 성과 총

제 2 장 연구 수행 내용  결과

제 1  성자 과학 연구 력 체계 구축

이 사업의 주요 목표  하나는 세계 인 연구 성과 창출이며 이를 해 이

용자에게 고객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이용자가 하

나로를 방문하여 스스로 장비를 사용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쓰는 것을 

가정했으나, 국내 부분의 이용자가 보 이용자임을 감안할 때 이는 실을 도외

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성자 빔 이용연구의 문가인 내부 

연구원이 이용자와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실

험 결과와 연구 성과를 기 할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이와 같은 력 방식을 구

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 투입되는 인력이 제한되어 모든 이용자와 연구 

력을 할 수 없음이 아쉬운 이다. 같은 이유로 모든 장치에 해서 연구 력을 

수행할 수도 없었으며, 고분해능 성자 회 장치(HRPD, High Resolution Powder 

Diffractometer)에 한정하여 이 장치의 이용자와 연구 력을 수행하 다.

자세한 력 트 와 력 내용은 표 2와 같다. 국내 연구 력은 세 트

, 기 으로는 4개의 기 과 연구 력을 수행하 으며, 국제 연구 력은 성균  

학교와 함께 러시아의 IMP (Institute of Metal Physics)의 A. N. Pirogov 박사 

과 연구 력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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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트 력 내용

◦국민 학교,

 POSTECH

◦ RMnFeO5계 물질의 결정학   자기  구조 연구를 한 성자 빔 

장치 이용

◦IMP, Russia,

 성균 학교
◦ TbXEr1-XNi5 물질의 자기 상 이 연구를 한 성자 빔 장치 이용

◦고려 학교
◦ Co를 도핑한 다강체 MnWO4 물질의 자기 구조 연구를 한 성자 

빔 장치 이용

◦경북 학교
◦ CrO2 나노 막 의 결정 구조와 자기 구조 분석을 한 성자 빔 장

치 이용

표 2 연구 력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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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성과 달성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여름학교 개최 지원

문 연례 보고서 발간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여름학교 성공  개최

문 연례 보고서 발간

100

표 3 성자 과학 국제 력 체계 구축 성과 총

제 2  성자 과학 국제 력 체계 구축

연구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 력 

체계의 근간은 인  교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2007년도에는 이 사업에서 국외 

문가를 장기간 청하여 공동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사업 

산이 폭 어들어 많은 활동을 취소하 다. 신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과

학 회에서 개최하는 여름학교 개최를 지원하기로 하 으며, 2007년도와 마찬가지

로 문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여 하나로를 소개하는데 사용하기로 하 다.

1.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여름학교 개최

우선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여름학교를 설명하기 에 아시아-오

세아니아 성자 과학 회의 창립에 해 언 하고자 한다. 이 사업에서 2007년도

부터 벌인 꾸 한 노력의 결과 2007년 말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회

의 창립을 결정짓고, 그 첫 활동으로 2008년 한국에서 성자 과학 여름학교를 개

최하기로 합의하 다. 이 회는 2008년 8월 공식 인 창립을 선언하 고, 최 의 

정식 회원 회는 한국 성자 빔 이용자 회, 일본 성자 과학회(JSNS, 

Japanese Society for Neutron Science), 호주 성자 빔 이용자 그룹(ANBUG, 

Australian Neutron Beam User Group)의 세 곳이며,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옵서버로 

참여하 다. 우리나라로서는 몇 배나 큰 규모의 일본, 호주의 이용자 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한 큰 성취 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여름학교는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간 KAIST에서 열렸다. 한국 성자 빔 이용자 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주

이었으며, ‘ 성자 과학 21’ 사업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을 표했음을 물론이

다. 학생 수는 총 8개국 44명이었다. 이 여름학교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회의 첫 공식 행사로 치러졌으며, 그 성공  개최의 향으로 곧이어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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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회의 창립을 

알리는 Neutron News 기사

있은 창립 선언에서 KAIST의 김만원 교수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회

의  회장에 선출되는 감격을 맛보았다.

2. 문 연례 보고서 발간

국외 시설에서는 문 연례 보고서 발간이 당연시되고 있으며, 이를 정부 

제출 자료  시설 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의 하나로 경  체제

에서는 하나로를 총 하는 문 연례 보고서는 발간하고 있지 않으나, 이 사업에서

는 국제 력 체제 구축의 핵심 사안 의 하나로 문 연례 보고서를 2007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특히 2008년은 HRPD 가동 1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여 문 연례

보고서의 페이지를 늘려 HRPD 특집 기사를 실었으며, 이에 따라 총 43페이지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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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1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여름학교 단체 사진

하는 문 연례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문 연례 보고서는 서문(Forward), 성자 과학 21 소개, HRPD 10주년 기

념 기사, 황 보고(Status Report), 논문 리스트, 2008년의 이미지, 연락처의 순으로 

되어있다. 특히 황 보고에는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에 한 각종 통계를 사

상 최 로 작성해서 제시하 다. 이  가장 요한 통계는 하나로 성자 빔 연구

시설을 활용 결과 표일 것이다. 각 장치별로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의 빔 유율, 공

동 이용활성화 사업 과제의 수, 게재된 논문 수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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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성자 과학 21 문 연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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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per. 
day 

’96
169 

’97
131

’98
158 

’99
159 

’00
169 

’01
170 

’02
210 

’03
218 

’04
184 

’05
111 

’06
140 

’07
145 

NRF 

0
0
24%
0 
0

0
0
39%
0
0

20
0
62%
0
0 

20
0
18%
0
0 

20
0
24%
1
0 

20
0
50%
0
0

41 
22 
49%
2 
0

234 
17 
75%
4 
0

60 
13 
53%
1 
4 

20 
1 
91%
1 
0

43 
4 
84%
0 
0

38 
1 
0%
1 
0

HRPD

69
0
100%
0
0

90
0
63%
14 
6 

100
0
62%
18 
5 

100
0
72%
14 
13 

97 
27 
52%
7 
18 

169 
20 
77%
8 
8 

149 
19 
66%
7 
15 

90 
4 
70%
11 
6 

123 
7 
63%
4 
4 

145 
11 
60%
6 
2 

FCD

0
0
42%
4 
1 

0
0
43%
5
0

20
0
34%
1 
1 

28 
13 
32%
2 
1 

82 
6 
53%
4
0

28 
4 
33%
1 
1 

30 
2 
48%
2 
0

37 
1 
14%
0
1 

53 
5 
24%
1 
2 

1. No. of users
2. No. of new users
3. Ext user fraction 
(%)
4. User support 
projects
5. No. of papers 

SANS 

40
0
88%
7
0

96 
24 
66%
6 
7 

85 
22 
89%
10 
12 

125 
11 
76 %
9 
17 

93 
1 
85%
7 
6 

58 
1 
49%
8 
15 

84 
8 
51%
0
5 

REF-V

0
0
0%
1 
1

11
0
32%
2 
1 

53 
41 
42%
6 
0

표 4 문 연례 보고서의 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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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성과 달성도

자문회의 2회 개최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거  구축 추진 회의 6회 개최

언론 기고 1회

국외 문가 청, 자문회의 3회 개최

이용자 온-오 라인 설문조사 실시

거  구축 추진 회의 6회 실시

언론 기고 2회 수행

100

표 5 방향 설정  홍보 성과 총

회의 명칭
참석

인원
개최 일자 장소 자문 원

2008년 1차 성자 과학 

정책 자문회의
16 2008. 07. 22. INTEC 버지니아  이승헌 교수

2008년 2차 성자 과학 

정책 자문회의
15 2008. 09. 10. 본  회의실

MIT Sow-Hsin Chen, UCSB 

Cyrus Safinya 교수

2008년 3차 성자 과학 

정책 자문회의
13

2008. 09. 29.~ 

2008. 09. 30.
INTEC NIST J. Michael Rowe 박사

표 6 자문회의 개최 황

제 3  방향 설정  홍보

이 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탑 랜드 로젝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 설정과 성과의 홍보가 큰 역할을 차지한다. 방향 설정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

가 있다. 하나는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 체의 발  방향 설정이요, 둘째는 이 

사업 자체의 방향 설정이다. 물론 자가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물론이다. 마침 

2008년도에는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의 운 과 이용에 한 원자력 정책과제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 정책 과제의 목 이 이 사업을 통해 궁극 으로 이루고자하는 

목 에 부합되기 때문에, 두 사업이 력하여 앞으로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을 

통해 더 나은 연구 성과를 배출할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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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1차 자문회의에 참석한 이승헌 교수

1. 자문회의 개최

외부 문가가 참여하는 자문 회의는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의 실상을 

객 인 으로 바라보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를 해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 으며, 그 황은 다음 표 6와 같다.

1차 자문회의에는 국외 자문 원인 이승헌 교수 이외에도 국내에서 차국헌, 

신규순 교수 (이상 서울 학교), 최성민 교수 (KAIST), 박제근 교수 (성균 학

교), 정재호 교수 (고려 학교), 신 우 교수 (서강 학교), 박성균 교수 (부산 학

교), 서 수 교수 (세종 학교) 등이 참석하 다. 결론을 요약하면, 재 하나로에 

장치 과학자와 기술, 행정 지원 인력 등 다수가 필요하나 정규직 충원은 거의 불가

능하므로 1) 학 연구원의 겸직을 고려해야 하고, 2) 시설 체로부터의 성과에 

한 제 로 된 평가가 필요하며, 3) 행 공동이용활성화 사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더불어 4) 장치를 이용하는 연구를 하는  과학(사이언

스) 분야와 부품을 개발하고 장치를 건설하는 공학(엔지니어링) 분야의 분리 필요성

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2차 자문회의는 MIT의 Sow-Hsin Chen 교수와 UCSB의 Cyrus Safinya 교

수가 국외 자문 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차국헌, 신규순 교수 (이상 서

울 학교), 최성민 교수 (KAIST)가 참가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성과 창출을 한 

방안을 검하 다. 이 자문회의의 주요한 결론은 1) 시설이 성공하기 해서는 “이

용자 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하며, 2) 시설의 성공 여부는 향력 있는 논문(high 

impact publications)과 이용자 만족도(user satisfaction)로 평가해야 하고, 3) 서비스 

정신을 가진 장치 과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24시간 운 되는 

공작실 등 이용자의 연구 편의를 향상시키기 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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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제2차 자문회의에 참석한 Cyrus Safinya 

교수(좌)와 Sow-Hsin Chen 교수

그림 11 제3차 자문회의에 참석한 J. Michael Rowe 박사

3차 자문회의는 NCNR의  디 터(director)인 J. Michael Rowe 박사를 모

시고 차국헌, 신규순 교수 (이상 서울 학교), 최성민 교수 (KAIST), 박제근 교수 

(성균 학교), 정재호 교수 (고려 학교), 신 우 교수 (서강 학교) 등 국내 문

가도 참석한 가운데 이틀에 걸쳐 개최되었다. 자문회의 시 내린 주요한 결론은 다

음과 같다.

-. “이용자 심 체제”가 시설 성공의 조건이다.

-. “국가 이용자 시설”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을 뜻한다.

* 동료 심사(Peer Review)를 통해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 과학기술의 진보를 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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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이용자 설문조사 용지

* 공개 연구에 해서는 이용료가 면제되어야 한다.

-. “국가 이용자 시설”로서 히 운 되기 해서는 장치 당 5-6명이 필요

하다.

-. 시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 각 분야의 톱 에 실린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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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은 하나로 중성자 장치를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하나로의 전

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전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3% (6명) 실험을 시작할 때 준비

만 해 주면 혼자서도 충
분합니다.10% (19명)

실험 과정과 데이터 분
석에 도움이 필요합니

다.
65% (126명)

잘 모르겠습니다.
22% (42명)

그림 13 이용자 설문조사 4번 문항 답변

* 인용 회수가 높은 논문

* 빔 타임 경쟁률과 논문의 양과 질

* 안정 인 운

-. 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장치는 과감하게 문을 닫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자문회의는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이 어떻게 해야 선진국 

시설 못지않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지 단  하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J. Michael Rowe 박사는 시설의 경 에 있어 항상 “국가 단 에

서 비용 비 효과를 극 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는 향후 하나로 

운 에 시 석이 될 것이다.

2. 이용자 설문조사

2007년도의 도 자석 수요에 한 설문조사에 이어, 2008년도에는 이용

자가 하나로에 바라는 이 무엇인지를 집 으로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11문항으로 280명이 참가했으며, 이와 같은 많은 인원이 참가하게 된 것은 이용자 

단체인 한국 성자 빔 이용 문연구회의 조를 얻어 정책연구과제와 합동으로 

설문을 시행하 으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한 덕분이라고 단된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1) 본인 정보, 2) 이용자 수요 조사: 필요 장치  설비, 

3) 빔 이용료  지원 산의 필요성, 4) 시설 평가 방법, 5) 이용자 만족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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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중성자 장치 및 활용을 위한 전문화 교육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어떤 교육이 적당하겠습니까? 선호하시는  방법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

오.

기타,1,1%해외 중성자 교육
참가 지원,
10% (18명)

장기간 체재하는

현장 연수,
12% (21명)

현장 실습과 데이터 분
석을 포함하는 5일

교육,105,60%

강연 위주의 1일 교육,
17% (29명) 강연 위주의 1일 교육 

현장 실습과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5일 교육

장기간 체재하는 현장 연수 

해외 중성자 교육 참가 지원

기타

그림 14 이용자 설문조사 7-5번 문항 답변

[8] 기초 과학 분야에서와 같은 공개 연구를 위해 심사를 거쳐 빔 타임

을 배정받은 이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동의하시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전액 정부에서 지원,
55% (111명)

재료비는 이용자가

지불,
27% (55명)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이용자 지불,
8% (16명)

원자로와 장치의 가동
비용은 이용자 지불,

5% (11명)

시설의 유지, 보수비용

 이용자 지불,
3% (7명)

기타,1% (1명)

공개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심사를 거쳤으므로 전액 정부에서 지원

재료비(예: 액체 헬륨 값, 시료 캔 값)는 이용자가 지불

지원 인력의 인건비는 이용자가 지불

원자로와 장치의 가동비용은 이용자가 지불

시설의 유지, 보수비용은 이용자가 지불

기타

그림 15 이용자 설문조사 8번 문항 답변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국내 이용자는 내부 문가의 문 인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림 

13)

-. 국내 이용자는 장 실습과 데이터 분석을 포함하는 장기간의 교육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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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나로 중성자 빔 연구 시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내외 전문가에 의한

방문 평가,51% (77명)
논문, 특허 등의 계량적

지수에 의한 판단,
33% (50명)

현행과 같은 과제 평가

방식 유지,14% (21명)

기타,2% (3명)

국내외 전문가에 의한 방문 평가

논문, 특허 등의 계량적 지수에 의한 판단 

현행과 같은 과제 평가 방식 유지 

기타

그림 16 이용자 설문조사 10번 문항 답변

호한다. (그림 14)

-. 국내 이용자는 공개 연구의 경우 이용료가 면제되기를 원한다. (그림 15)

-. 국내 이용자는 시설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문가에 의한 방문 평가를 선

호한다. (그림 16)

이상과 같은 이용자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용자가 하나로에 바라는 바가, 선

진국 시설로부터 기 되는 바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따라서 하나로 

경 진은 이와 같은 이용자의 기 에 부응하기 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이다.

3. 거  구축 추진 회의

2007년부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정례 으로 거  구축 추진회

의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8년에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하나로 성자 빔 연구

시설에 한 정책 방향 결정이 요하게 두 되었으므로, 2차례의 정례 회의와 4

차례의 정책회의를 개최하 다.

거  구축 추진회의에서는 다양한 내용이 논의되었으나, 주로 하나로 성

자 빔 연구시설을 어떻게 운 하고 이용하는 것이 연구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는 

가가 논의 되었으며, 그 구체 인 결과는 정책 연구 보고서에 반 이 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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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명칭
참석

인원
개최일자 장소 비고

2008년 1회 거  구축 추진 회의 5 2008. 01. 15. 동 원소동 정례 회의

2008년 2회 거  구축 추진 회의 7 2008. 04. 24. INTEC 정례 회의

2008년 3회 거  구축 추진 회의 11 2008. 05. 22. 원자력연수원 정책 회의

2008년 4회 거  구축 추진 회의 10 2008. 06. 23. INTEC 정책 회의

2008년 5회 거  구축 추진 회의 13 2008. 10. 14. INTEC 정책 회의

2008년 6회 거  구축 추진 회의 11 2008. 12. 05. 동 원소동 정례 회의

표 7 거  구축 추진 회의 개최 실

4. 언론 기고  홍보

이 사업의 홍보 활동  요한 부분은 언론에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다. 이에 따라 성자 과학계의 주요 매체인 Neutron News에 두 차례 사업 내용을 

기고하 다.

첫 번째 내용은 2008년 2월에 교토에서 실시된 한일 성자 과학회의의 결

과를 홍보하는 것으로 2008년 가을 호에 실렸고, 두 번째 내용은 2008년 8월  

KAIST에서 실시된 제1회 아시아 오세아니아 성자 과학 여름학교 결과를 홍보하

는 것으로, 2009년  호에 기사가 실릴 정이다.

이 밖에도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여름학교 개최 당시 보도 자료를 배

포하여 신문 지상에 보도된 바 있다. 그림 18는 당시의 기사 내용을 스크랩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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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Neutron News 2008년 가을 호에 실린 한일 

성자 과학회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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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아시아-오세아니아 성자 여름학교에 한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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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건의 사항

   2007년부터 시작한 ‘ 성자 과학 21’ 사업은 2008년을 기하여 일단락하고, 2009

년부터는 특정한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 사업으로 재출발한다. ‘ 성자 과학 21’ 사

업은 하나로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자 과학 거 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 으나, 실 으로 투입 인력과 산의 제약에 의해 궁극

인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도 불

구하고, 이 사업은 향후 하나로가 성자 과학의 거 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 를 놓았다고 단된다. 그것은 지난 2년간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길을 피해야 

하고, 어떤 길을 택해야 성공 인 시설이 될 수 있을 지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핵심 인 사항을 지 하자면 다음과 같다. 보다 구체 인 내

용은 앞에서 연구한 정책 연구 과제의 보고서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하나로 성자 과학 시설은 국가 이용자 시설이다.”

   이미 여러 번 천명된 이 선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이 

시설은 과학 시설이며, 이 시설로부터의 성과가 과학  연구 성과, 주로 연구 논문

의 양과 질로 평가 받아야 함을 뜻한다. 그리고 이 시설의 이용자를 선정하는 방식

에 있어서도 과학  가치를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이 시설이 국가 시설이라는 의미는 이 시설이 개인의 소유나, 몇 명의 유물이 아

니며, 공공의 이익을 해 사용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서는,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이 시설 운 에 있어 항상 조직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야한다. 한 이용자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한 차를 거쳐야 한다. 세 번째

로, 모든 형 연구시설이 이용자 시설로 운 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성자 

빔 이용연구는 다양한 응용분야를 가지며, 1회의 실험이 짧기 때문에 그 성격상 소

수에 의해 사용되는 것보다 다수에 의해 사용될 때 더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해서는 이 시설을 이용자 시설로서 활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하나로 성자 과학 시설은 과학  가치에 기반을 두고, 

동료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이용되며, 공공의 이익을 해 공개되는 연구에 해서

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 “국가 이용자 시설”로서 운 해야 한다.

   결론 으로 시설 운 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와 이용자를 한 서비스 정

신을 가지고 이 시설을 운 해야 한다. 한 이 시설을 사유화하려는 어떠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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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 성자 과학 21’ 사업의 변화

도 배격해야 한다. 이는 일견 시설 운 자에는 별반 보탬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

지만, 궁극 으로는 시설 운 자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그 이유는 소수가 독

하고 있을 때보다 시설이 이용자 시설로서 히 가동될 때 시설 운 자도 훨씬 

많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 운 자는 비용 비 효과를 극 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언뜻 당연한 이 문구는 시설 운 에 있어 훌륭한 지침이 된다. 를 들어 세계

으로 성자 과학 시설에서 공개되는 연구에 해서 이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어차피 공 인 산을 사용하는 과학 연구에 해 이용료를 징수함으로서 생기는 

불필요한 국가  낭비를 막기 한 수단이었다. 한 연구용 원자로의 가동 일수가 

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는 궁극 인 “효과”, 즉 연구 성과의 창출이 

더 요하므로 한 출력과 운  일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이를 해서는 “비용”과 “효과”를 계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본 으로 공학  연구를 주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과학 시

설을 운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재 하나로 성자 

과학 시설만 해도 과학과 공학 업무가 혼재된 복잡한 상황이다. 그러나 와 같은 

원칙에 충실하면, 하나로 성자 과학 시설을 통해 세계 유수의 연구용 원자로 못

지않은 연구 성과 창출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2008년까지의 활동으로 소규모의 연구 과제인 ‘ 성자 과학 21’ 사

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일은 모두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부터는  새

로운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연구원 차원의 심과 격려를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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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하나로의 성자 빔 연구시설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 로 성장시키는 것

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성공 으로 운 되어 매년 수천 명의 이용자와 수백 

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국외 성자 빔 연구시설과 같이 효율 으로 시설을 운 하

기 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1) 하나로 연구원과 이용자의 연구 력을 진하

고, 2) 다양한 성자 과학 분야의 국제 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루기 하여 자문회의와 거  구축 회의를 통해 방향 설정을 하고, 사업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HRPD를 사용하는 3개의 국내 연구 력과, 1개의 국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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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하나로 성자 빔 연구시설의 문 연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3차례의 자문회의와 

6차례의 거  구축 추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수요가 악

되었고, 2 차례의 언론 기고를 통해 사업 내용이 홍보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국가 

성자 과학 정책을 결정하는데 직 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경 진에게는 성자 빔 연구시설을 효율 으로 경 하기 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성자 과학, 성자 산란, 형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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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RO neutron beam facility was published. 3 advisory meetings and 6 internal 

meetings to promote the hub were held. Users were surveyed on their needs. The 

media was contacted twice in an effort to advertise the project activities. All of the 

above achievements are directly applicable to determining the national policy on 

neutron science. It is advised that the KAERI management take notice of the results 

to manage the facility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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