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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냉중성자 이용지원"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6.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이기홍
                                        연 구 원 : 한영수, 최성민, 최용

    권훈, 이광희, 김만원
    송현훈, 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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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001
8678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1.5.1. - 
2012.4.30 단 계 구 분 (1)/(1)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세부사업명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사업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냉중성자 이용지원

연 구 책 임 자 한 영 수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26 명
내부 : 8 명
외부 : 14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416,400
천원

기업 :  천원
 계: 

416,400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26 명
내부 : 8 명
외부 : 14명

총연구비
정부:416,400

천원
기업 :  천원
계:416,400천

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성자과학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책임자 : 정용주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31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냉중성자, 산란장치,이용자, 장치과학자, 중성자소각산란, 
국제협력, 나노 및 바이오재료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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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on the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Day 1)     Aug. 11, 2011  

Orientation 10:30-11:00 등록 김진아

Orientation 11:00-12:00 하나로 이용 절차 및 정보 안내 신은주 박사

Lunch 12:00-13:00 연구원 식당 식권 제공

Lecture 1 13:00-14:00 하나로 소개 및 중성자 산란장치 소개 한영수 박사

Lecture 2 14:00-15:00 Introduction to Neutron Scattering I 이지환 박사

Lecture 3 15:00-16:00
Introduction to Neutron Scattering 

II 이지환 박사

Lecture 4 16:00-17:00 SANS Exp. Method 김태환 박사

Lecture 5 17:00-18:00 SANS 이용 연구결과
한영수/김태환 

박사

Banquet   19:00-21:00 
Tutorial on the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Day 2)     Aug. 12, 2011  

Lecture 6 09:00-10:00
강의 및 실습

Data Reduction I
한영수 박사

Lecture 7 10:00-11:00 
강의 및 실습

Data Reduction II
이지환 박사

Lecture 8 11:00-12:00
강의 및 실습

Data Reduction III
김태환 박사

Lunch 12:00-13:00 연구원 식당 식권 제공

Lecture 9 13:00-14:00
강의 및 실습

Data Analysis I 
한영수 박사

Lecture 10 14:00-15:00
강의 및 실습

Data Analysis II 
이지환 박사

Lecture 11 15:00-16:00
강의 및 실습

Data Analysis III 
김태환 박사

Closing 

Remarks
16:00-17:00 설문조사, 기념촬영 이기홍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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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2011-0018678
부처사업명(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사업명(중)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세부사업명(소)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부처 기술분류 (대) (중) (소) 국가기술지도
(NTRM)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N N07 N0706
총 괄 과 제 총괄책임자(기관)

과 제 명 냉중성자 이용 연구 연 구 단 계 기초
연 구 기 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이기홍

연 구 기 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계
1차연도 2011.5.1.-

2012.4.30 416,400 0 416,400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참 여 기 업

상 대 국 상대국 연구기관
   비 고 : 총괄과제란은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평가일 : 2012.3.29
3.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기홍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

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
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붙임)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다양한 세부과제별로 창의성 높고 우수한 연구결과가 생산되었음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냉중성자 이용자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국내 관련 연구 분야의 인력이 확
충되고 관련 기술 개발이 증대됨
냉중성자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하여 냉중성자 산란
장치들의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 촉진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냉중성자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가 원자력연구 기반 확충
냉중성자 이용자들에 대한 실험 및 분석 지원을 통한 산학연 이용자 확대
실습 위주의 이용자 훈련/교육으로 외부 이용자의 냉중성자 이용 능력 극대화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성실한 수행으로 세부목표를 모두 100% 달성함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세부과제별 자료 참고 

   비 고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
자 이내)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 부 연 구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1 100

2 100
3 100
4 100

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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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00

7 100
8 100
9 100
10 100
11 100
12 100
13 100

14 100

15 100
16 100
17 100

18 100

19 100

20 100

21 100

22 100
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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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특이사항 없음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본 과제는 이용자지원 과제와 여러 이용자들의 연구과제로 구성된 대과제로 
제 1 세부과제인 이용자 지원 과제의 경우 연구성과를 창출하기보다는 효율적
인 이용자 지원 및 교육을 통해서 냉중성자 활용 및 관련 연구를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세부과제별로 동일한 평가 잣대가 아닌 과제 성격에 
맞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냉중성자 이용자들에 대한 실험 및 분석 지원을 통해 냉중성자 시설에 대한 
산학연 이용자 확대가 기대되며 실습 위주의 이용자 훈련/교육으로 외부 이용
자의 냉중성자 이용 능력 극대화 될 것임
본 과제를 통하여 냉중성자 산란장치를 활용한 나노 및 바이오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국내 산업 및 의학 분야에 활용되는 기술이 개발될 
것임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해당사항 없음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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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전문기관의 수정․보완요구사항
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적용 

페이지

1 -

2 -

3 -

4 -

5 -

6 -

7 -

8 -

9
p.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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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중성자 이용 지원

(Support for Cold Neutron Utilization)
                                    

                                                
하나로 냉중성자 이용자 지원



- 1 -

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냉중성자 이용지원"과제(세부과제 "하나로 냉중성자 이용자 지
원")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4.  5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한 영 수
                                        연 구 원 : 이기홍, 성백석, 이정수
                                                   신은주, 김기연, 김태환
                                                   최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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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001
8679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1.5.1. - 
2012.4.30 단 계 구 분 (1)/(1)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세부사업명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사업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냉중성자 이용지원
세부과제명 하나로 냉중성자 이용자 지원

연 구 책 임 자 한 영 수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8 명
내부 : 8 명
외부 :   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 
165,000천원
기업 :  천원

 계 :  
165,000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8 명
내부 : 8 명
외부 :   명

총연구비
정부 :  천원
기업 :  천원
 계 :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성자과학연구부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책임자 : 정용주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냉중성자 산란장치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실험 지원 
냉중성자 산란장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이용자 및 예비이용자들에 대한 단
기 교육 개최
냉중성자를 이용한 우수 연구성과 창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장치 과
학자 발굴 및 육성 지원
해외 첨단 중성자 연구시설과의 국제협력교류 및 협력연구
중성자소각산란 분석용 나노구조 실리카 표준시료 제조 및 분석
중성자소각산란을 활용한 나노기공 주석산화물 및 유 무기 복합체 나노구조 
분석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냉중성자 산란장치 이용자 장치과학자 실리카
나노기공재료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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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rial on the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Day 1)     Aug. 11, 2011  

Orientation 10:30-11:00 등록 김진아

Orientation 11:00-12:00 하나로 이용 절차 및 정보 안내 신은주 박사

Lunch 12:00-13:00 연구원 식당 식권 제공

Lecture 1 13:00-14:00 하나로 소개 및 중성자 산란장치 소개 한영수 박사

Lecture 2 14:00-15:00 Introduction to Neutron Scattering I 이지환 박사

Lecture 3 15:00-16:00
Introduction to Neutron Scattering 

II 이지환 박사

Lecture 4 16:00-17:00 SANS Exp. Method 김태환 박사

Lecture 5 17:00-18:00 SANS 이용 연구결과
한영수/김태환 

박사

Banquet   19:00-21:00 
Tutorial on the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Day 2)     Aug. 12, 2011  

Lecture 6 09:00-10:00
강의 및 실습

Data Reduction I
한영수 박사

Lecture 7 10:00-11:00 
강의 및 실습

Data Reduction II
이지환 박사

Lecture 8 11:00-12:00
강의 및 실습

Data Reduction III
김태환 박사

Lunch 12:00-13:00 연구원 식당 식권 제공

Lecture 9 13:00-14:00
강의 및 실습

Data Analysis I 
한영수 박사

Lecture 10 14:00-15:00
강의 및 실습

Data Analysis II 
이지환 박사

Lecture 11 15:00-16:00
강의 및 실습

Data Analysis III 
김태환 박사

Closing 

Remarks
16:00-17:00 설문조사, 기념촬영 이기홍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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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노기공 실 (MSU-H)
: Pluronic P123 (EO20PO70EO20) , 

TEOS (tetraethyl orthosilicate)
. Pluronic P123

(self-assembly) hexagonal array (micelle) 
. 

- , 500℃ 
.

: XRD( 1) SANS( 2) . 

(hexagonal structure) . , 
, ( 3). , 

3 . 

2. 
: (MSU-H)

. 

. 

. .
: XRD( 4) SANS( 2) . 

. , 
( 5). 

3. /
: (acidic OH group) NO+

in-situ (chemical 
oxidative polymerization) /

. . 

  Mechanism of Selective Polymerization:

  NO2
-
 + Silica-OH → HNO2 + Silic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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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NO2 + Silica-OH → H2NO2
+
 + Silica-O

-
 

  H2NO2
+
 → NO

+
 + H2O

: 
. PZC(point of zero charge)

( 6). PZC Sb2O5, 
WO3, SiO2

.

4. /
: 1.5 g 200 mL 0.7 mL

12 . 
NaNO2(0.69 g) 1

, (membrane filteration) /
. 70℃ 3 . 

: FT-IR TGA
( 7 8). SANS( 2)

.
. : , (PAA), (Super-P) 7:2:1

. 
- . 110℃ 1 

. 
. 
( 9 10).

   Table 3. Structural parameters of the nanoporous silica.  

    
a / nm SBET / m

2
g
-1

DBJH
 
/ nm Vtot / cm

3
g
-1

MSU-H 12.5 579 9.2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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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XRD pattern of the nanoporous silica

  

Figure 2.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data for the nanoporous silica and ti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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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Nitrogen sorption isotherm and pore size distribution of the 
nanoporous silica

Figure 4. XRD pattern of the nanoporous ti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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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Pore size distribution of the nanoporous tin oxide

Figure 6. Pore size distribution of the nanoporous ti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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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T-IR spectra of mesoporous ppy-tin oxide composite

Figure 8. TGA curves of mesoporous SnO2 and ppy-SnO2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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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harge/discharge curves of initial 2 cycles for mesoporous SnO2

Figure 10. Charge/discharge curves of initial 2 cycles for mesoporous 
ppy-SnO2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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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성민

과제 중간 진도 점검 보고서

1. 과제 개요

가. 부처사업명(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나. 사업명(중):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다. 세부사업명(소):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냉중성자이용연구)

라. 과제명: 중성자 소각산란을 이용한 연성 나노소재 연구

마.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바. 주관연구책임자: 최성민

사. 연구개발비: 75,400 천원

아. 총연구기간: 2011. 05. 01 - 2012. 04. 30

2. 연구 주제별 중간 결과(2011년 12월 현재) 및 향후 계획

가. Pluronic 고분자에 의한 탄소나노튜브의 분산 및 상변화

탄소나노튜브는 우수한 특성 때문에 응용범위가 넓어 차세대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후

보소재 중의 하나이다. 탄소나노튜브의 응용을 위해서는 강한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 다

발형태로 존재하는 성질과 물에 분산되지 않는 두 가지 약점이 극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을 기능화하여 물 속에서도 고립된(isolated) 탄소나노튜브 분

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본 실험에서는 Pluronic F108 및 F127 고분자를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를 분산하고 그 

분산 quality를 40 M SANS를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Pluronic F108은 

PEO130-PPO60-PEO130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블록공중합체이며, 그 CMC(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은 25도에서 5wt%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나노튜브를 3wt%

의 F108 (용매 : D2O) 용액과 혼합한 후 소니케이션 및 초원심분리를 통해 isolated 탄소

나노튜브가 대부분인 용액을 얻었으며, 이 때의 F108-SWNT 농도는 2.1wt%로 확인되었

다. 2.1wt%의 고분자 농도에서는 F108은 micelle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low-q 영역에

서의 기울기는 전적으로 탄소나노튜브의 존재 유무 및 그 분산 정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험 결과, 탄소나노튜브가 존재하는 샘플에서는 탄소나노튜브가 없는 샘플과는 확

연히 다른 low-q 영역의 q^-1 기울기를 보였으며, 이는 탄소나노튜브가 수용액 상에서 대

부분 isolated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그림1) 본 실험 결과와 함께 샘플의 농도 변화에 

따른 상변화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 최근 Macromolecules에 승인확정 되었다. 또한 일본 

Tsukuba에서 개최되었던 1st AOCNS 학회(2011년 11월)에서도 본 내용이 포스터로 발표

되었다.

F127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분산에 대한 실험 또한 수행하였다. 탄소나노튜브를 3wt%

의 F127 (용매 : D2O) 용액과 혼합한 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분산하였을 때의 

F127-SWNT 농도 역시 2.1wt%로 확인되었으며, F127은 앞서 F108과는 다르게 CMC가 

25도에서 0.6wt%정도이기 때문에, F127로만 구성된 spherical micelle이 만들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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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low-q영역의 기울기가 q^-1보다 약간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논문은 현재 투고 

준비 중에 있다.

추후 contrast variation 등을 통하여 Pluronic-SWNT 입자의 자세한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에 대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그림 11 탄소나노튜브에 의한 F108의 소각중성

자산란 패턴 변화

나. 고분자로 기능화 된 탄소나노튜브와 전도성 고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투명 전도

성 필름 개발 

투명성을 갖는 전도성 박막은 정전방지제, 평면 디스플레이 장치의 전극, 전자파 차단 필

름, 구부러질 수 있는 전기 장비 등 다양한 군사적, 상업적 분야에서 그 활용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 전도성 필름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산화 금속계열의 

재료(ITO 등)는 높은 전기전도도와 높은 광 투과율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으나 지속적인 원료 가격의 상승과 구부러지는 유연한 필름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 때문에 활용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대체 물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뛰어난 전기전도도와 광 투과율을 가지면서도 대면적을 갖는 필름의 제조에 

용이하고, 구부러지는 유연한 필름의 제조가 가능하며 화학적, 물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필름을 제조하는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열적, 전

기적 특성이 우수한 탄소나노튜브를 기판 위에 균일하게 흡착시키면 뛰어난 전기적, 기계

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투명성을 가지는 전도성 박막 필름을 제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전하를 가지는 전해질 고분자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분산시킨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을 

기능화 시키고, 기능화 된 탄소나노튜브와 반대 전하를 가지는 전도성 고분자(PEDOT, 

Poly 3,4-ethylenedioxythiophene)를 번갈아 가며 Layer-by-Layer 방법을 이용하여 기

판위에 흡착시킨 뒤 기판위에서의 탄소나노튜브-연성물질 사이의 자기조립 현상을 관찰하

였으며, 제조한 탄소나노튜브 박막 필름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측정,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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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탄소나노튜브와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Layer-by-Layer 자기조립의 모식도.

특히 탄소나노튜브를 개별적으로 분산시켜 흡착시키는 과정에서 탄소나노튜브의 분산 정

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탄소나노튜브들이 다발로 존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잘 분산되어 

있을수록 필름의 전기적 성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

소나노튜브를 개별 분산시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산 정도를 수용액상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탄소나노튜브 수용액의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5. 탄소나노튜브 수용액의 소각중성

자 산란 실험 결과

실험 결과, 탄소나노튜브 수용액은 low-q 영역에서  의 기울기를 보여주었다. 이는 수

용액 속의 탄소나노튜브가 개별적으로 매우 잘 분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용액속의 

탄소나노튜브들이 큰 다발을 이루거나 분산되지 못한 채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때 low-q영

역에서 볼 수 있는   기울기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현재 필름 제조 및 특성 평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마무리 되었으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 학회지의 투고를 준비 중에 

있다.

� 관련 성과: 국내 특허출원, "탄소나노튜브와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다층 구조의 투명 

전도성 판재의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투명 전도성 판재", 최성민, 심준보, 출원번호 

10-2010-01257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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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면활성분자 내에서의 탄소나노튜브 자기조립 초구조체 제조 및 온도 변화에 따른 상 

거동 연구

계면활성분자 C12E5(Pentaethylene glycol monododecyl ether) 는 물과 혼합 시 저온

(20C이하)에서 Hexagonal 구조, 상온(20C~54C)에서 Isotropic 상, 고온(54C 이상)에서 

Lamellar 구조 등 다양한 상 거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친수성의 p-SWNT는 C12E5/water 

수용액과 혼합하였을 때, C12E5의 headgroup과 물이 함께 있는 polar영역에 존재할 것으

로 생각되며, 온도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의 탄소나노튜브 초구조체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

하고, 시료의 온도를 변화시켜가며 소각중성자산란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6 p-SWNT/C12E5/D2O 시스템의 조성비와 온도에 따른 소

각중성자산란 패턴

우선 최적의 계면활성분자 농도를 얻기 위해 D2O 대비 40wt%, 45wt%, 50wt% 농도의 

C12E5 시료를 준비하여 15C에서 5C간격으로 65C까지 SANS 실험을 수행한 결과 

C12E5 45wt% 시료가 가장 뚜렷한 Hexagonal 구조, Isotropic 상, Lamellar 구조를 형성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C12E5 45wt% 시료에 p-SWNT 각각 0wt%, 5wt%, 

15wt% 시료를 섞어 p-SWNT의 초구조체 형성을 확인하였다. 그 실험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나 있고 이 는 2011년 11월 21일 일본 Tsukuba에서 개최된 1st AOCNS학회에서 포

스터 발표되었다.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p-SWNT가 없는 시료와 있는 시료는 뚜렷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 구상단계에서 예상했던 C12E5의 isotropic 

상에서의 2차원 p-SWNT Hexagonal array나, C12E5의 Lamellar 구조에서의 1차원 

p-SWNT 격자 모양에 대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p-SWNT 간의 correlation peak에 



- 32 -

대한 정보가 이번 SANS 실험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p-SWNT의 농도가 충분히 

높지 않다는 점과, 계면활성분자와 p-SWNT의 contrast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SANS를 이용한 contrast variation 실험과 SAXS 

실험을 수행 할 예정이다. 

3. 건의사항

� 실험 중 생성되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근 및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있

다면, 실험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실험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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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성자 소각 산란법을 이용한 생체물질 구조분석

Analysis of Nano/Bio-Materials by Using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간의 뼈는 콜라겐(collagen)과 무기질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로 구성된 나

노-복합재료 구조로써 인체를 지지하는 매우 중요한 생체 조직임.

- 뼈의 중요 질병인 골다골증(osteoporosis)은 성인의 약 60% 이상이 겪고 있는 심각

한 질병임.

- 기존의 골다골증 평가 방법으로 X-선을 이용하여 골밀도(bone density)를 측정한 값

을 활용하고 있으나, X-선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은 X-선이 침투하는 깊이가 매우 얇아

서 골다골증이 비교적 많이 진행된 이후의 값은 분명히 보여줄 수는 있으나 골다골증 

초기의 값을 진단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골밀도는 성별/연령/부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골다골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하기 위하여서는 뼈의 건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정량적 검사방법이 시급히 개발

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체 나노 복합 구조를 갖는 한국인 치밀뼈의 성별/연령

/부위에 따른 극미세 구조를 중성자소각산란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법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뼈의 성장/퇴화기구를 밝히고 뼈의 건전성

(integrity)을 평가를 위한 신기술을 제공하는데 있음.

2. 연구방법

- 정상과 골다공증 여성의 정강이뼈(경골, tibia)와 아래팔 바깥뼈(요골, radius)를 

10x10x2 mm 판상으로 절삭 가공하여 준비함. 

- 시료의 골밀도 (bone density, BMD)는 X-ray (dual phase X-ray densitometer, 

Hologice QDR-4500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함.

- 시료의 뼈의 결정화 정도는 X-선회절기 (Rigaku, X-ray diffractometer,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함. 

- 4종류의 치밀뼈 시료에 대하여 탈회 처리(4% paraformaldehyde + 10% EDTA) 시

간에 따른 극미세조직의 변화를 HANARO의 중성자소각산란(SANS)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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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골밀도 

- Table 3-1-1은 정상과 골다공증 여성의 정강이뼈(경골, tibia)와 아래팔 바깥뼈 

(요골, radius)의 골밀도 값임. 시료의 경우 정상뼈와 골밀도뼈의 BMD는 0.159-0.203 

구역임. 

Table 3-1-1. Bone mineral densities (BMD) of various compact bones

sample # 678-tibia 684-tibia 701-tibia 701-radius

BMD 0.193 0.176 0.159 0.203

3-2. 결정화 정도

- Fig. 3-2-1은 골밀도가 다른 경골의 X-선회절도이며, Table 3-2-1은 Rietveld 

분석한 결과임.  

- Table 3-2-1로부터 골밀도가 감소하면 아파타이트 단위격자 (unit cell)의 a-축

과 c-축이 감소하여 단위격자의 부피가 감소함을 알 수 있음. 이는 단위 격자내의 

산소원자와 칼슘 원자의 이탈 현상과 관계있음. 따라서 뼈의 퇴화 현상 중에 산소

와 칼슘의 이탈로 단위격자의 크기가 변화함을 알 수 있었음. 

  

Fig. 3-2-1. X-ray spectra of various compact b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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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Rietveld analysis of compact bones with different bone 

mineral density

3-3. 극미세구조 평가

3-3-1. 탈회 처리시간에 다른 소각중성자 산란도

- Fig. 3-3-1과 3-3-2는 탈회 처리시간에 따른 정상뼈의 소각중성자 산란도의 변

화임. Fig. 3-3-3과 3-3-4는 탈회 처리시간에 따른 골다골증인의 소각중성자 산

란도의 변화임.

- Fig. 3-3-1에서부터 Fig. 3-3-4에서와 같이 소각중성자 산란도는 Harversian 

channel을 직교좌표에서 Z축과 평행하게 놓았을 때, 중성자선의 입사 방향이 X-Z

면에 속한 경우와 90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Y-Z면에 속한 경우가 다른 형태로 

관찰됨. 이는 소각중성자 산란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비대칭적 분포 (이방성)를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탈회 처리에 따른 소각중성자산란시험을 수행함. 탈회처리로 아파타이트 성분이 

주로 제거되는데, Fig. 3-3-1과 3-3-2에서와 같이 중성자선의 입사 방향이 X-Z면

에 평행한 경우보다 90도 시계방향으로 회전된 Y-Z면에 평행한 경우가 감소폭이 

큰 경향이 있음. 이는 탈회되는 속도에 이방성이 있음을 보여줌. 

- 정상뼈와 골다골증뼈의 탈회속도는 초기에는 유사하나 골다골증뼈의 탕회 속도가 

야간 빠른 경향을 보이나, 보다 장시간의 탈회처리를 수행하여 경향을 확인할 필요

가 있음.  

- 치밀뼈는 무기질인 아파타이트 성분과 유기물이 콜라겐 성분으로 구성됨, 이중, 

1-1000 nm 크기에 속하여 소각중성자 산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극미세 구조는 

콜라겐 섬유 (collagen fibrils), 아파타이트(apatite : unit cell=2-3nm, grain = 

20-40 nm, plate=100-1000 nm), 골소강 (canaliculi, 직경 <100 nm) 임. 이상의 

뼈의 구조와 소각중성자 산란도를 비교하면, high-Q 구역은 아파타이트 단위격자

(unit cell)로부터 나온 정보이며, low-Q 구역은 아파타이트 결정(grain)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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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골소강(cananliculi) 또는 콜라겐 섬유에서 성장된 아파타이트 plate 간의 

간격(interface spacing)으로부터 나온 정보로 예상되는데,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추가 실험을 수행할 것임.

Fig. 4-3-1. SANS profiles of normal compact bones normal to Harversian 

channel with decalcification of time : (□) =as-received (●) = 3 days (△) = 

6days (▽)=9 days.

  

Fig. 4-3-2. SANS profiles of normal compact bones 90 degree rotated  to 

an initial beam direction with decalcification of time : (□) =as-received (●) 

= 3 days (△) = 6days (▽)=9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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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SANS profiles of osteoporosis compact bones normal to 

Harversian channel with decalcification of time : (□) =as-received (●) = 3 

days (△) = 6days (▽)=9 days.

  

Fig. 4-3-4. SNS profiles of osteoporosis compact bones 90 degree rotated 

to an initial beam direction with decalcification of time : (□) =as-received 

(●) = 3 days (△) = 6days (▽)=9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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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획

연

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진일정(점선) 및 진행상황 (실선) 비
고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 치밀뼈 준비

시편전처리
(decalcification)

골밀도측정 
(densitometer)

뼈결정분석
(XRD)

미세구조분석
(SANS)

미세조직관찰
(FESEM/TEM)

기초물성평가
(AFM,nano-ind)

： 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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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표 인 수용액 미셀 시스템인 dPS-b-PEO/D2O 시스템을 상으로 하

여, 미셀의 구조, 특히 shell 구조의 온도 의존성을 밝 내어 약물 방출 메커니즘에 한 

보다 포 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림 1은 dPS-b-PEO 미셀의 온도별  SANS 측정 

결과이다. 사  연구 결과에 의해 고온부의 실험이 필요하다고 단하여 1차 SANS 측정

에서는 고온부를 주로 재실험하 다. 

1. dPS-b-PEO 미셀의 온도별 SANS  결과

   Second shoulder가 나타나는 것으로 미셀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고, 온도에 따라 약간

의 변화만 있을 뿐 거의 같은 산란 로 일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re와 shell의 

크기를 알아보기 해 Polycore-shell model form factor와 hard sphere structure factor를 

이용해서 curve fitting을 하 다. Polycore-shell model은 미셀의 크기 다양성을 인정하는 

form factor로 사  연구 실험에서 동결건조 시킨 미셀을 다시 증류수에 넣어 미셀을 형성

시켰을 때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던 에 착안하여 선정하 다. 그림 2는 25℃의 결과를 

curve fitting한 것으로 실험 결과와 체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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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0℃ 40℃ 45℃ 55℃ 60℃ 70℃ 80℃

Core(Å) 113.2 113.7 115.3 115.2 115.1 113.3 112.0

Shell(Å) 64.0 63.7 60.1 60.4 61.7 66.6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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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 용매 내에서 일어나는 이온성 액체의 자체 뭉침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
양한 종류의 미세 구조체를 만들어 분석한다. 나아가 이온성 액체의 구조 형성 매카니즘을 
이해하여 전기 화학적 응용을 위한 원천 기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42. (a) [C14MIM][Cl]의 화학 구조식, (b) 물-기름-계면
활성제 ([C14MIM][Cl]+Octanol)로 구성된 w/o microemulsion.

그림 43. (왼쪽) d-octane(C8D18)/h-octane(C8H18) 비율 변화에 따른 scattering 변

화와, (오른쪽) q=0.0019 에서 intensity 변화 그래프.

5. 김만원

■ 과제명 : 이온성 액체 계면 활성제를 이용한 water in oil microemulsion 구조 실험

          ( Structure of w/o microemulsion with Ionic Liquid Surfactant )

 □ 최종 목표 :

<1> 연구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계면 활성제 성질을 띤 이온성 액체를 이용하여 w/o (water in 
oil) microemulsion 미세 구조체 (그림 1(b))를 만들 수 있었다. 여기서 계면 활성제로 1–
tetradecyl-3-metylimidazoliumcholoride ([C14MIM][Cl], 그림 1(a)) 이온성 액체를, 상호 
계면 활성제로 (co-surfactant) Octanol, 용매로 d-Octane (C8D18), 극성 액체로는 물
(D2O)을 구성 성분으로 사용하였다. 미세 구조체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하나로의 
소각 중성자 산란 장치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를 이용하여 다음의 실험을 진행
하였다. 

① 이온성 액체를 계면 활성제로 사용한 Microemulsion의 미세 구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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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왼쪽) Oblate와 prolate 모델을 이용한 SANS 데이터 fitting과, (오른쪽) 

그 결과를 통해 얻은 반경(r)에 따른 SLD profile 그래프.

 본 실험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microemulsion의 각 구성 성분들이 core에 위치할 지 또는 
shell에 위치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먼저 contrast matching 실험을 통해 shell과 용매의 
contrast matching point를 그림 2와 같이 확인하였다. 그 결과 shell의 SLD 값이 0.7E-6 

Å-2 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우리가 사용한 [C14MIM][Cl]+octanol (1:4.3 weight 
fraction) 이외에 소량의 d-octane solvent가 shell에 위치함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토대로 
shell의 SLD를 고정시키고 우리가 얻은 SANS data를 model fitting 하였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prolate나 oblate와 같은 타원형의 구조체를 예상할 수 있었다.

 우리가 본 실험을 통해 관찰한 구조체의 크기가 30 Å 정도의 작은 크기임을 감안한다면, 
강한 계면 장력(Interfacial tension)에 의한 원형의 구조체가 물리적으로 더 안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모델 fitting을 통해 우리는 타원형의 microemulsion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마도 그림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sheet 형태의 납작한 구조를 
갖는 이온성 액체의 imidazolium ring 구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알려진 
microemulsion과는 확연하게 다른 이 구조체의 모양을 cryo-TEM과 같은 imaging을 통해
서 확인하는 것이 본 실험의 남은 과제로 생각된다. 

② 농도 변화에 따른 구조 변화 연구

 중성자 산란양(Scattering intensity)은 식 (1)과 같이, 구조체의 농도(density)와 모양
(form factor) 그리고 구조체 상호 힘(structure factor)에 의해 결정된다. 

                

 for∙   (1)

본 연구를 통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상호 힘의 변화에 따른 electric 
percolation 현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구조체의 모양이 같다, 라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조체의 농도(φm=φD2O+φ[C14MIM][Cl]+Octanol)에 따른 구조 변화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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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a) 구조체의 농도(φm)에 따른 산란 데이터, (b) (파란색) 구조체 

부피 밀도 (particle volume density), (붉은색) q=0.01에서의 농도에 따른 

산란양 변화 그래프, (c) prolate fitting 결과에 따른 aspect ratio 변화 그

래프.

인하였는데, 그림 4(b)와 같이 우리가 넣어준 구조체의 부피 밀도(Vm/Vtot,파란색)를 선형적
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고농도(φm>4.3%)에서는 산란양(붉은색)이 선형적으로 변하지만 저
농도(φm<4.3%)에서는 선형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prolate 모양의 타원형 모델을 이용한 fitting 결과, 그림 4(c)와 같이 타원성(aspect ratio)
이 저농도에서 크게 바뀜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향후 계획

 지금까지의 중성자 산란 실험 결과는 model에 따른 결과에 의존하기 때문에 model에 의존
하지 않는 상호 보완적인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명확한 결론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cryo-TEM, NMR, 그리고 FT-IR과 같은 실험을 통해 위 주제에 
대한 보강 실험을 계획하고 있으며, SANS 실험에 대해서는 타원형의 microemulsion이 갖
는 특이점을 조금 더 연구하고자 Winsor II 상(phase)에서의 bending modulus를 정량적으
로 측정하는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3> 건의사항

- 본 실험에 사용되는 샘플이 온도에 따라 상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온도 유지를 위한 
보관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샘플 보관실이 1개인 이유로 인하여 조금 더 많
은 개수의 보관실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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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중성자 산란을 이용한 SBS 탄성체의 인장결정화 거동 연구

수행기관  한남대학교
과 제 책 임

자
 송 현 훈

1. 연구의 목적

Styrene Butadiene Rubber (SBR)는 부타디엔(Butadiene)과 스티렌(Styrene)을 중합해 만

든 공중합체로 라텍스까지 포함할 경우 합성고무 수요의 약 50%를 차지한다. 고전

적인 고분자 혼합 방식보다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부합하고 상대적으로 

잘 혼합되지 않는 물질이 복합 구조물을 형성하게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 이용 

분야가 더 폭넓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SBR은 천연고무에 비해 내마모

성, 내노화성, 내열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공성이 용이하고 가황특성

이 안정적이어서 타이어, 신발, 고무호스, 밸트, 접착체 등 대부분의 일반고무 제품

에 사용이 가능하다. SBR에 관해서는 구조의 형성과 관련된 제조 조건에 대한 연구

와 기계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종 물성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형 거동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성자 산란 실험과 인장실험을 동시에 수행하여 구조적인 거동과 물성

과의 상관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표 1은 금호석유화확 중앙연구소에서 생산한 SBS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이다. 

스티렌과 부타디엔의 결합 형태에 따라 선형은 L1, 방사형은 S4로 명명하였으며 스

티렌 함량은 약 31%로 거의 동일하다.

표 1. SBS 생산품에 대한 분석

위의 시료를 두께 2mm의 sheet로 만든 후 폭이 10mm, gage length가 20mm 인 dog 

bone 형태의 시편으로 제작하여 연신비에 따른 SANS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소

각 X-선 산란 (Small angle X-ray scattering)법을 병행하여 실험결과를 상호 비교 및 

보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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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토의

선형(L1)과 방사형(S4) SBS의 SAXS로 측정한 2D 이미지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L1은 꽤 강한 point 패턴을 나타낸 반면 S4 타원 형태이며 타원의 장축 양 끝에서

는 산란 강도가 좀 더 강한 비대칭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L1과 S4 모두 용

융 압축하여 sheet를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내에 강한 배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선형 공중합인 경우 더욱 두드러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시료의 최대 inter-domain distance는 각각 325와 448Å이며 이는 부타디엔 matrix 내

에 있는 스티렌 domain 간 평균 거리로 보여진다.

L1                  S4

그림 1. 선형 SBS (L1)와  방사형 SBS (S4)의 SAXS 이미지

시트 형태의 시료를 일축 변형하며 SAXS 측정한 결과 L1은 그림 2와 같은 산란 패

턴을 나타내었다. 연신율이 증가할수록 산란패턴이 point에서 점점 diffuse되며 연신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배열하며 domain 간 거리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beam stop에 가려져 정확한 값은 얻을 수 없었다. 마찬가지고 S4는 domain간 거리가 

측정범위를 벗어나 일축 변형 과정을 측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하나로 (HANARO)의 SANS를 이용하여 sample to detector (SDD)거리를 3m

와 9m로 조절하여 매우 소각에서 나타나는 산란 패턴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림 

3). 그 결과 L1과 S4는 일축 연신에 의해 약 1,000Å이상의 큰 domain간 거리를 갖

고 있으며 선형과 방사형 결합형태에 따라서도 배향도 및 배향 방향도 다른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결과와 

X-선 산란 결과를 활용하여 일축 변형시 SBS 탄성체의 분자 배향에 대한 모델을 

얻고자 한다.

그림 2. L1의 연신비에 따른 SAXS 이미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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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DD 9m에서 측정한 SANS 패턴. (1) L1, strain=0, (2) L1, strain=5 (3) S4, 

strain=0, (4) S4, strain=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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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2011

소각산란용 나
노구조 실리카 
표준시료 제조 
및 분석

-계면활성제 마이셀을 주형으로 사용하여  나노구조 실리
카 표준시료를 제조
-중성자소각산란을 활용한 나노구조 실리카 구조 분석
-질소흡착법과 XRD를 이용한 물성분석

중성자소각산란
을 활용한 나노
기공 주석산화
물 및 유기-무
기 복합체 나노
구조 분석

-나노구조 실리카를 주형으로 하여 나노기공 주석산화물 
제조
-중성자소각산란을 활용한 나노기공 주석산화물 나노구조 
분석
-질소흡착법과 XRD를 이용한 물성분석

[위탁과제명: 나노기공 금속산화물 기반 복합체 제조 및 나노구조 분석]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 주요 연구결과

   2.1. 나노기공 실리카(MSU-H)의 제조 및 분석 
.합성: 구조유도물질로 Pluronic P123 (EO20PO70EO20) 계면활성제를 사
용하고, 실리카 전구체로는 TEOS (tetraethyl orthosilicate)를 사용하여 
수열반응을 통해 나노기공 실리카를 합성하였다. Pluronic P123는 수용
액 내에서 자기조립(self-assembly) 현상을 통해 hexagonal array 형태
의 마이셀(micelle) 구조를 이룬다. 마이셀 표면에 위치한 친수성부분과 
실리케이트가 전기적 인력을 통해 유-무기 나노복합체를 형성하게 되
고, 500℃ 정도의 고온에서 소성하면 계면활성제가 제거되면서 나노기
공 실리카를 얻게 된다.

 
.분석: 기공의 규칙성은 저각 XRD(그림 1)와 SANS(그림 2)를 활용하
여 조사하였다. 두 분석으로부터 일차원의 나노기공들이 규칙적으로 배
열된 전형적인 육방구조 (hexagonal structure)가 얻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질소흡착법을 사용하여 비표면적, 기공부피 및 기공분포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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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림 3). 측정된 비표면적, 기공부피 및 기공크기는 표 1에 정리
하였다. 

   2.2. 나노기공 주석산화물의 제조 및 분석
.합성: 염화주석 수용액을 나노주형으로 사용된 나노기공 실리카
(MSU-H)에 주입한 후 가수분해반응을 통해 나노기공 내부에 주석산
화물을 합성하였다. 나노기공 내에 주석산화물을 가득 채우는 경우에는 
실리카를 제거할 때 나노기공 주석산화물 구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주석산화물 주입량을 조절하였다. 나노기공 실리카에 주석산화물을 부분
적으로 채움으로써 두 가지 나노기공을 가진 주석산화물을 제조하였다. 
실리카는 불산 수용액을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분석: 기공의 규칙성은 저각 XRD(그림 4)와 SANS(그림 2)를 활용하
여 조사하였다. 두 분석으로부터 제조된 주석산화물이 두 가지 종류의 
나노기공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질소흡착법을 사용하여 기공분포를 측정하였다 (그림 5). 

3. 향후계획

-나노기공 전도성고분자/주석산화물 복합체 제조 
-중성자소각산란을 활용한 나노기공 전도성고분자/주속산화물 복합

체 구조 분석

4. 첨부자료
-Table and Figures

   Table 1. Structural parameters of the nanoporous silica.  

    
a / nm SBET / m

2
g
-1

DBJH
 
/ nm Vtot / cm

3
g
-1

MSU-H 12.5 579 9.2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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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XRD pattern of the nanoporous silica

Figure 2. Nitrogen sorption isotherm and pore size distribution of the 
nanoporous si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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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data for the nanoporous silica 
and tin oxide

                 Figure 4. XRD pattern of the nanoporous ti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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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Pore size distribution of the nanoporous tin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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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본 연구과제는 이용자 지원과제로 우수성과 창의성이 있는 연구개발결과를 생
산하지는 않았으나 이용자 지원분야에서는 충실히 과제 목적을 달성하였음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냉중성자 이용자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국내 관련 연구 분야의 인력이 확
충되고 관련 기술 개발이 증대됨
냉중성자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하여 냉중성자 산란
장치들의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 촉진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냉중성자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가 원자력연구 기반 확충
냉중성자 이용자들에 대한 실험 및 분석 지원을 통한 산학연 이용자 확대
실습 위주의 이용자 훈련/교육으로 외부 이용자의 냉중성자 이용 능력 극대화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성실한 수행으로 세부목표를 모두 100% 달성함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학회발표 4건

   비 고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
자 이내)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 부 연 구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1 100

2 100
3 100

4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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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특이사항 없음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본 과제는 이용자지원 과제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기보다는 효율적인 이용자 지
원 및 교육을 통해서 냉중성자 활용 및 관련 연구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
음. 연구성과가 아닌 지원 및 교육실적이 더 중요함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냉중성자 이용자들에 대한 실험 및 분석 지원을 통해 냉중성자 시설에 대한 
산학연 이용자 확대가 기대되며 실습 위주의 이용자 훈련/교육으로 외부 이용
자의 냉중성자 이용 능력 극대화 될 것임
현재 내부인건비 지원없이 이용자 지원 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동이용활성
화 사업을 통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대로 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내부인건비가 확보되는 과제가 도
출되는 것이 시급함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해당사항 없음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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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전문기관의 수정․보완요구사항
수정․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적용 

페이지

1 -

2 -

3 -

4 -

5 -

6 -

7 -

8 -

9
p.15
-19



보안과제(   ), 일반과제(O)                     과제번호  2011-0018680
 

냉중성자 이용 지원

(Support for Cold Neutron Utilization)
                                    

                                                
중성자 소각산란을 이용한 연성 나노소재 연구



- 1 -

제  출  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냉중성자이용연구)"과제(세부과제 
"중성자 소각산란을 이용한 연성 나노소재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4.   5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원
                                  주관연구책임자 : 최성민
                                        연 구 원 : Sundar Mayavan,장형식, 
                                                   강신현, 심준보, 이민재,
                                                   이준기, 임성환, Aminah
                                  



- 2 -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 0018680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1.5 - 2012.4 단 계 구 분 1단계 / 1단계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세부사업명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냉중성자이용연구)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세부과제명  중성자 소각산란을 이용한 연성 나노소재 연구

연 구 책 임 자  최 성 민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9 명
내부 : 1 명
외부 : 8 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75,400천원
기업 : 0 천원

 계: 75,400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9 명
내부 : 1 명
외부 : 8 명

총연구비
정부: 75,400천원

기업 : 0 천원
 계: 75,4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1. 나노입자 제조 및 선택적인 표면기능화
� 그라핀 표면에서 직접 합성된 백금 나노입자의 제조 방법 개발 및 합성된 백금 나노입자

에 의한 그라핀-백금 복합체의 구조 분석
� 고분자를 이용하여 표면 기능화된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투명 전도성 필름 개발에의 응

용
2. 기능화된 나노입자와 연성물질의 상호작용 이해 및 이를 이용한 초구조체 제조 기반기법 개
발

� 탄소나노튜브/고분자(F108)/물로 이루어진 복합체의 농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을 보이
는 F108-SWNT 초구조체 : 분산 및 구조 분석

� 탄소나노튜브/고분자(F127)/물로 이루어진 복합체의 용매 증발에 따라 두 번의 육방정계 
상을 보이는 기능성 탄소나노튜브-고분자 자기조립 구조체(F127-SWNT) 제조

� 블록 공중합체로 기능화 된 금나노 입자와 이를 이용한 자기조립 구조체의 제조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중성자소각산란, 냉중성자, 나노소재, 연성물질, 나노입자
영 어 SANS, Cold Neutron, Nanomaterials, Soft Matter, Nanoparticles



- 3 -

Ⅰ. 제목
 중성자 소각산란을 이용한 연성 나노소재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2010년 국가대형연구시설인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이 완공되었으며, 세계적 수준
의 성능을 갖춘 2기의 소각중성자산란 장치(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Instrument (SANS), 40m SANS, 18m SANS)가 가동을 시작하였다. 소각중성자산란 
장치는 수 나노에서 수백 나노미터 영역의 나노구조를 측정할 수 있으며, 고분자, 생체
분자 물질 등 산업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연성 나노소재 연구에 핵심적인 측정/분석기
법을 제공한다. 현재 본격적인 가동초기에 있는 하나로 소각중성자산란장치를 이용하
여 빠른 기간 안에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노소재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SANS를 이용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그룹의 
선도적인 우수연구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나노입자 제조 및 선택적인 표면기능화

� 선택적으로 기능화된 탄소나노입자 제조 및 이에 대한 소각중성자산란 연구
� 선택적으로 기능화된 금속나노입자 제조 및 이에 대한 소각중성자산란 연구

2. 기능화된 나노입자와 연성물질의 상호작용 이해 및 이를 이용한 초구조체 제조 기
반기법 개발

� 선택적으로 기능화된 나노입자와 연성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소각중성자산란 
연구

� 기능화된 나노입자와 연성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초구조체 제조 기법 
개발 

� 기능화된 나노입자와 연성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초구조체의 구조에 
대한 소각중성자산란 연구



- 4 -

Ⅳ. 연구개발결과
1. 나노입자 제조 및 선택적인 표면기능화

� 그라핀 표면에서 직접 합성된 백금 나노입자의 제조 방법 개발 및 합성된 백금 
나노입자에 의한 그라핀-백금 복합체의 구조 분석

� 고분자를 이용하여 표면 기능화된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투명 전도성 필름 개발
에의 응용

2. 기능화된 나노입자와 연성물질의 상호작용 이해 및 이를 이용한 초구조체 제조 기
반기법 개발

� 탄소나노튜브/고분자(F108)/물로 이루어진 복합체의 농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을 보이는 F108-SWNT 초구조체 : 분산 및 구조 분석

� 탄소나노튜브/고분자(F127)/물로 이루어진 복합체의 용매 증발에 따라 두 번의 
육방정계 상을 보이는 기능성 탄소나노튜브-고분자 자기조립 구조체
(F127-SWNT) 제조

� 블록 공중합체로 기능화 된 금나노 입자와 이를 이용한 자기조립 구조체의 제조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의 연구는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그 연구성과는 그 자체로서 매우 
우수함은 물론 본 과제 종료 후 연구진의 계속적인 연구를 위한 기본 사항으로 직접 
활용될 예정이다.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나노입자/연성물질의 상호작용 이해는 
기능성 나노구조체 제어기술 및 첨단 나노소재 개발의 근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
며, 본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고기능성을 지닌 다양한 나노입자들이 연성물질과 자기조
립하여 형성되는 구조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노입자/연성물질 복합체를 구
조적으로 제어하고 선택적으로 기능화하는 기술을 확보한다면, 전자소자, 광학소자, 촉매 
등의 첨단 기능성 나노소재 개발에 훌륭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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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Title
 Study of Soft Nano-Materials Using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Ⅱ. Objective and Necessity 
 HANARO Cold Neutron Facility, a national mega-facaility, was established in 
2010. Two SANS instruments(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Instrument, 40m 
SANS, 18m SANS) which are in world's top class are now in operation. SANS 
enables us to measure from a few nm to hundreds of nm, which provides the 
excellent opportunity of measurement and analysis for soft-materials such as 
polymer and bio-materials. For HANARO SANS has just begun to operate, it is 
highly desirable to support the leading research groups to produce world class 
outputs so that HANARO SANS become one of the most productive facility 
worldwide. 

Ⅲ. Scope and Contents
1. Fabrication of Nanoparticles and Selective Functionalization of their Surfaces

- Fabrication of Selectively Functionalized Carbon Nanoparticles and SANS 
Study of the Particles

- Fabrication of Selectively Functionalized Metal Nanoparticles and SANS 
Study of the Particles

2. Development of Fundamental Methods of Fabricating Superstructures of 
Functionalized Nanoparticles and Soft Matter via Understanding their 
Interactions
- SANS Study of the Interaction between Selectively Functionalized 
Nanoparticles and Soft Matter

- Fabrication of the Superstructures of Functionalized Nanoparticles and Soft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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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S Study of the Superstructures of Functionalized Nanoparticles and Soft 
Matter

Ⅳ. Results
1. Fabrication of Nanoparticles and Selective Functionalization of their Surfaces

� Simultaneous synthesis of platinum nanoparticles on the surface of graphene 
and structure analysis of graphene-platinum nanoparticle hybrid

� Fabrication of carbon nanotubes surface-functionalized by polymers and its 
application to transparent conducting thin film

2. Development of Fundamental Methods of Fabricating Superstructures of 
Functionalized Nanoparticles and Soft Matter via Understanding their Interactions

� Self-assembl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induced lyotropic phase 
behavior of a polymeric system

� Single-walled carbon nanotube-induced reentrant of hexagonal phase in 
polymeric system

� Fabrication of gold nanoparticles surface-functionalized by block copolymers and 
their self-assembly

Ⅴ. Application Plans
  
 This project has been preformed very successfully. The results and outputs are 
very excellent and to be successively developed further by the research group. 
The obtained knowledge on the interactions between nanoparticles and 
soft-materials would b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nanostructures 
and nanomaterials. Upon this knowledge, once we obtain the technique to control 
and functionalize nanoparticle/soft-materials composites selectively, it would be 
very useful to develop highly functional nanomaterials such as electronic and 
optical devices and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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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성자 소각산란을 이용하여 기능화된 나노입자와 연성 나노소
재의 구조 및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성자 소각산란을 이용한 나노
스케일 물질 분석 분야의 국내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 연구 역량
을 국제적 수준으로 선도하는 데에 있다.

제2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중성자소각산란을 이용한 새로운 나노측정기술
기존의 물질의 구조를 측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빔으로는 대표적으로 X-선과 전
자빔이 있는데 모두 원소의 전자밀도에 의한 산란이나 흡수에 의하여 구조의 측정
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핵의 fission에 의하여 발생된 중성자선은 핵자와의 상
호작용에 의하여 산란을 하는 유일한 선원이다.  이때 1nm 이하의 파장을 갖는 중
성자에 의하여 굴절 및 회절을 통한 측정대상 물질의 수나노미터대의 극미세 구조
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중성자 빔의 고유의 특성을 이용하면, 기존의 측정 및 분석
기술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액체나 고체의 내부의 구조를 물리적 손
상 없이 측정할 수 있으며, 연성소재나, 외부환경에 민감한 나노입자물질의 내부구조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진공과 같은 인위적인 극한의 환경적 제약 없이, in situ 
나노 구조 측정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선원이다. 또한, 중성자소각산란은 동위원소 
치환을 이용한 다양한 계면의 선택적 측정 능력을 제공하여 연성 나노소재 연구분
야에 독보적인 측정기법으로 활용된다.

2. 중성자소각산란을 이용한 연성 나노소재 연구
자기조립을 통한 나노구조를 형성하는 연성 소재의 경우, 소재가 처한 환경에 대해 민
감하게 반응하여 그 성질과 구조가 변화하므로,  기존의 파괴적 측정 방법으로는 그 구
조와 성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중성자소각산란을 
이용하면, 소재가 처한 환경에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in-situ 분석이 가능하기 때
문에 소재의 근본적인 성질과 특정 환경 아래에서의 구조를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위원소 치환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연성소재가 갖는 복잡한 계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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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연성소재에 대해 중성자소각산란이 갖는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
하여 다양한 내부 구조를 갖는 연성소재와 기능성 나노입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 복
합체의 구조에 대해 연구한다면, 다양하고 뛰어난 기능성을 갖는 첨단 나노소재를 개발
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원자력기술과 타 첨단 연구분야의 접목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원자력기술의 새로운 분야로 개척되고 있는 중성자 산란기술은 최근 프론티어 나노
소재의 구조 및 특성 분석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NT 및 BT분야에 
필수적인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을 2010년 완공하여 가동 중에 있다. 이는 실험
실 단위의 측정장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간의 극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가산업
에 필수적인 영역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이런 
하드웨어적 투자에 걸맞는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용 연구 활성화 및 이용 연
구경험 축적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제3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1. 소각중성자산란 이용 연성 나노소재 연구
     소각중성자산란은 그림1과 같이 냉중성자 빔을 물질에 조사하고, 물질을 투과하면서 산
란되는 냉중성자의 운동량 변화를 2차원 검출기로 계측함으로써 물질내부의 bulk 나노구조 
(1-500nm) 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중성자의 높은 투과력을 이용하여 물질 심
층부의 계면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하게 하며, 동위원소 치환법(수소와 중수소의 치환)을 이
용할 경우 나노계면을 선택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자기조립 나노물질, 생체 나노물질, 자성 
나노물질, 세라믹 나노물질  연구에 핵심 측정기술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자
기조립 연성 나노물질과 같이 수소의 함유량이 높은 물질 연구에는 필수기술로 활용되고 있
다.  SANS는 TEM과 달리 물질 내부구조에 대한 정보를 운동량 공간에서 나타낸다. 따
라서, SANS 실험 데이터로부터 나노입자의 크기, 모양, 내부 구조, 그리고 입자간의 상
호작용력 등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석에 사용할 모델을 정립하고, 얻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서 적절한 분석기술을 사용하거나 필요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수 있
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에 축적된 연구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나로 40m SANS 장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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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으로 기능화된 나노입자에 대한 소각중성자산란 연구
- 기능화된 나노입자와 연성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소각중성자 산란 연구

그림 1. 소각중성자 산란장치(SANS)와 자기조립 나노물질 연구 

2. 선택적으로 기능화된 나노입자에 대한 소각중성자산란 연구
  나노입자는 그 조성과 모양에 따라 bulk상태에서 나타나지 않는 매우 다양하고 뛰어난 물
리적, 화학적 특정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성을 가지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노입자의 효과적인 제어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나노입자를 공간 내에서 효과적으로 제어할 뿐만 아니라, 입자가 갖는 표면적인 
특성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나노입자의 표면을 선택적으로 기능화하는 연구를 수
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각중성자산란 측정/분석을 이용하면 이렇게 기능화된 나노입자들에 
대한 in-situ 분석을 통해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해당 입자들의 나노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3. 기능화된 나노입자와 연성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소각중성자산란 연구
 상기 방법으로 개발된 기능화된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성을 갖는 안정적인 소재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별의 입자들을 매트릭스 물질 내에 집합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분
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다량의 나노입자를 특정 매트릭스 물질 내에 효과
적으로 분포시키기 위해서는 연성물질의 자기조립 특성을 이용한 'Bottom-up ' 방식의 접
근이 가장 유용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장 활용성이 높은 블록공중합고분자와 계
면활성분자 등의 연성물질과 기능화된 나노입자의 상호작용을 소각중성자산란 기법을 이용
하여 측정/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나노입자와 연성물질이 이루는 초구
조체에 대한 개발 연구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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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내외 중성자소각산란 이용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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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기술 수준
냉중성자를 이용하는 40m SANS와 18m SANS가 하나로에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시설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는 나노소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물질의 
in-situ 나노구조 측정에 독보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소각중성자산란 기법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관심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현재 국내에는 소각중성자산란을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선도적인 연구그룹이 일부 
있으나, 세계적 수준의 시설에 걸맞는 연구 성과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이용자들
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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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나노입자 제조 및 선택적인 표면 기능화
1. 그라핀 표면에서 직접 합성된 백금 나노입자의 제조 방법 개발 및 합성된 백금 
나노입자에 의한 그라핀-백금 복합체의 구조 분석

"Simultaneous synthesis of graphene-platinum nanoparticles hybrid via thermal 
treatment of graphite oxide and Pt(acac)2, and electro-oxidation of methanol", 
Sundar Mayavan, Jun-Bo Sim, Sung-Min Choi,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22, 
6953 (2012)

그라핀은 흑연계 탄소 재료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hexagonal 격자로 배열된 탄
소 원자의 단일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2차원 평면 형태의 이 물질은 0.2 nm 정도
의 두께를 갖으며,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
가 잘 통하고,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단결정의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를 빠르
게 이동시킬 수 있다.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며,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
상 열전도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그라핀은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앞의 금 나노입자 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금속 나
노입자와 클러스터 또한 뛰어난 광학적, 전기적 그리고 촉매로서의 특성 또한 연구
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그라핀과 금속 나노입자의 만남은 새로운 나노-
하이브리드로써 여러 가지 특성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응용 측면에서
도 기능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나노입자에 의한 기능적인 측면을 제외
하더라도, 나노입자와 그라핀 사이의 상호작용은 graphite로부터 벗겨진 그라핀 시
트의 그라파이트 구조로의 재결합을 막아줄 수 있으므로 넓은 표면적, 응용성, 에너
지 저장, 전기 전도도 측면에서 뛰어난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나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에너지 저장 및 변환(연료전지, 리튬 배터리, 태양전지, 수소 
저장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그라핀의 표면에서 금속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간
단한 방법으로 3 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백금(Pt) 나노입자가 그라핀 표면에서 합
성되어 그라핀-백금 나노입자 복합체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게다가, 본 합성법은 
유독한 환원제나 템플레이트 및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널리 쓰
이는 시약을 사용하여 실행되어진다. 그리고 graphene oxide(GO)의 제조에는 일반
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Hummers method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GO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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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Graphite, GO, graphene-Pt 나노입자의 각각에 대한 (a) XRD 데이터 및 (b) Raman 
spectra.

작 물질로 사용하여 graphene-Pt 나노입자의 복합체를 만들기 위해, platinum 
acetylacetonate(Pt(acac)2)와 GO를 2:1의 비율로 섞은 후, 질소 분위기의 500°C에
서 2시간 동안 가열되었다.

만들어진 Graphene-Pt 나노입자의 복합체에 백금이 존재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X-ray diffraction(XRD) 측정을 이용하였다. 그림 2a의 XRD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Graphene-Pt 나노입자는 Pt 나노입자로부터 나오는 Bragg peak을 볼 수 
있었다. 그라핀이나 GO와 달리 Graphene-Pt 나노입자의 XRD 결과에서 나타나는 
2θ = 39.6°, 46.1°, 67.3°에서의 peak들은 Pt 나노입자의 결정 구조에 의해서 나오
게 되는 Bragg peak으로 각각은 (1 1 1), (2 0 0), (2 2 0) 격자면으로 부터 나오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백금이 결정을 이루며 그라핀과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또한, GO 시료에 대해서 2θ ~ 10°에서 나타나는 
broad peak이 graphene-Pt 나노입자에서는 사라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GO 
층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간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Bragg peak으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GO에서는 층상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GO의 
층상구조가 열적 산화에 의해서 Pt 나노입자의 삽입됨으로써 층상 구조가 벗겨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graphite 시료에서 보여지는 Bragg peak과 동일한 2θ = 26°
에서 나타나는 peak이 graphene-Pt 나노입자의 복합체 시료에서도 남아있음으로부
터 그라파이트로부터 나오는 그라핀의 층상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
다.

Graphene-Pt 나노입자의 복합체의 형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얻기 위해 일반
적으로 흑연계 물질에서 일어나는 입자의 삽입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널리 쓰이는 
Raman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b는 graphite, GO, 
graphene-Pt 나노입자의 복합체로부터 나오는 Raman spectra로서, graphite에서 
GO로, 그리고 GO에서 graphene-Pt 나노입자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
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먼저 graphite에서 GO로 되는 과정에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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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가 넓어짐과 동시에 blue-shift(낮은 파장 방향으로 흡수 스펙트럼이 이동함) 
현상이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넓은 진동수 영역에 걸쳐 D band가 나타
남을 관찰하였다. 이는 육각형 모양으로 탄소 원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graphene 표
면에 구조적 결함이 생기는 동시에, 이러한 그라핀 층들이 잘 정렬되어지지 않은 
형태로 응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GO를 graphene-Pt 나노입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Raman spectra의 G band와 D band의 폭이 좁아짐으로부터 GO보다 구조
적 결함이 적으며 상대적으로 잘 정렬된 형태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알려
진 바와 같이 G band (E2g, breathing mode)와 D band (E1g, vibration mode)는 
각각 잘 정렬되어진 그라파이트의 구조와 정렬되지 않은 그라파이트의 구조로부터 
나오며, 이러한 G band와 D band에서 나타나는 peak의 세기 비율(ID/IG)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정렬성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게 된다. Graphene-Pt 나노입자의 
Raman spectrum으로부터 나오는 ID/IG이 GO에서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부터 그
라파이트 층상 구조 사이에 Pt 나노입자의 삽입에 의해 층상구조에 결함이 생기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 (a) Graphene-Pt 나노입자 복합체의 SEM 이미지. (b) (a)부분에 
대한 고배율의 SEM 이미지.

Graphene-Pt 나노입자의 Raman spectrum에서는 G band 내에서 
1578cm-1(E2g1)에 위치한 peak 외에도 1606cm-1(E2g2)에 새로운 peak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Pt 나노입자의 삽입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중의 하나이다. 이
러한 E2g peak의 갈라짐은 경계층에서의 대칭성의 변화 및 삽입된 나노입자의 전기
적 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게다가 G1 band와 G2 band는 그라핀의 평면상에서 원자 
간의 vibration 운동에 기인한다. G2 band의 존재로부터 본 연구에서 개발된 
graphene-Pt 나노입자의 복합체 내에서 Pt 나노입자에 의해 그라핀 층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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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그라핀 표면에 Pt 나노입자가 코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TEM 이미
지.

마지막으로 graphene-Pt 나노입자의 복합체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및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을 이용해 관찰되었
다. SEM 이미지로부터 Graphite와 같은 잘 정렬된 층상 구조의 간격이 팽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a). 이는 XRD 데이터로부터 예상했던 결과와 일치한
다. 연소과정에서 기체의 팽창에 의해 van der Waals 힘에 의해 결합되어 있던 그
라파이트와 GO의 층상 구조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이 과정에서 Pt 나노입자가 삽
입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배율의 SEM 사진으로부터 그라핀의 표면이 울퉁불퉁
하며 Pt 나노입자들이 코팅되어 있음을 관찰했다 (그림 3b). 

TEM 이미지(그림 4) 또한 단일층 또는 소수의 층으로 이루어진 그라핀의 표면
에 2~4 nm의 크기 분포를 갖는 매우 많은 양의 Pt 나노입자들이 균일하게 분포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라핀 층 이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Pt 나노입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그라핀 표면에 붙어있는 Pt 나노입자들은 sonication 방법에 
의해서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강한 표면 상호작용에 의해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라핀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권위 있는 국제저널인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에 발표되었다.[1]

2. 고분자를 이용하여 표면 기능화된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투명 전도성 필름 개발
에의 응용

"Transparent Conducting Hybrid Thin Films Fabricated by Layer-by-Layer 
Assembly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and Conducting Polymers", Jun-Bo Sim, 
Hyun-Ho Yang, Min-Jae Lee, Jun-Bo Yoon and Sung-Min Choi, Applied Physics A,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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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을 갖는 전도성 박막은 정전방지제, 평면 디스플레이 장치의 전극, 전자파 
차단 필름, 구부러질 수 있는 전기 장비 등 다양한 군사적, 상업적 분야에서 그 활
용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 전도성 필름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기존
의 산화 금속계열의 재료(ITO 등)는 높은 전기전도도와 높은 광 투과율로 인해 다
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원료 가격의 상승과 구부러지는 유
연한 필름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 때문에 활용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에 대체 물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뛰어난 전기전도도와 광 투
과율을 가지면서도 대면적을 갖는 필름의 제조에 용이하고, 구부러지는 유연한 필
름의 제조가 가능하며 화학적, 물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필름을 제조하는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5. 탄소나노튜브와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Layer-by-Layer 자기조립의 모식도.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열적,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탄소나노튜브를 기판 위에 균
일하게 흡착시키면 뛰어난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투명성을 가지는 전
도성 박막 필름을 제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하를 가지는 전해질 고분자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분산시킨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을 기능화 시키고, 기능화 된 
탄소나노튜브와 반대 전하를 가지는 전도성 고분자 (PEDOT-PEG, 
poly(3,4-ethylenedioxythiophene)-block-poly(ethylene glycol))를 번갈아 가며 
Layer-by-Layer 방법을 이용하여 기판위에 흡착시킨 뒤 기판위에서의 탄소나노튜
브-연성물질 사이의 자기조립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제조한 탄소나노튜브 박막 필
름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측정, 분석하였다. 
   그림 6a는 Layer-by-Layer 방식을 이용하여 제작된 (PSS-SW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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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제조된 투명 전도성 필름의 
UV-vis-NIR 스펙트라. (b) 전도성 고
분자 사용 유무에 따른 740nm 대역에서
의 피크 강도 비교.

PEDOT-PEG)n 투명 전도성 필름의 
UV-vis-NIR 스펙트라를 보여주고 있다. 코팅
되는 층 수와 상관없이 모든 필름들의 스펙트
라가 잘 분산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가 보여주
는 전형적인 경향성 보여주고 있다. 
  이는 탄소나노튜브가 Layer-by-Layer 방식
을 이용하여 투명 기판 위에 흡착된 뒤에도 분
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
판의 전기적, 광학적 성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우수한 탄소나노튜브의 분산성 
및 고른 코팅은 보다 뛰어난 전기적, 광학적 성
질을 제공하였다. 또한 코팅되는 층의 수가 증
가함에 따라 스펙트라의 Absorption Intensity
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층수가 증가
함에 따라 흡착되는 탄소나노튜브의 양 또한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6b는 이에 대
한 보다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6b는 제작된 기판의 층수 변화에 따른 
UV-vis-NIR 스펙트라의 740nm 피크 값이다. 
층수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 크기가 매우 linear
하게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기판에 흡착
되는 탄소나노튜브의 양 역시 linear하게 증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탄소나노튜브를 개별적으로 분산시켜 흡착시키는 과정에서 탄소나노튜브의 
분산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탄소나노튜브들이 다발로 존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잘 분산되어 있을수록 필름의 전기적 성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를 개별 분산시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산 정도를 
수용액상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탄소나노튜브 수용액의 중성자 소각산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탄소나노튜브 수용액은 low-q 영역에서  의 기울기를 보
여주었다. 이는 수용액 속의 탄소나노튜브가 개별적으로 매우 잘 분산되었음을 보
여주는 것으로, 수용액속의 탄소나노튜브들이 큰 다발을 이루거나 분산되지 못한 
채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때 low-q영역에서 볼 수 있는   기울기와 상반되는 결
과이다(그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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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탄소나노튜브 수용액의 중성
자 소각산란 실험 결과

 

그림 8. (a) 전도성 고분자의 사용 유무에 따른 필름의 전기적 성능 (표면저항) 측정 결과. 
(b) 전도성 고분자의 사용 유무에 따른 필름의 광학적 성능 (광 투과도) 측정 결과.

 
 그림 8은 제조한 투명 전도성 필름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며 특히 
전도성 고분자를 양전하 층의 물질로 사용하였을 때와, 기존의 비전도성 고분자를 
양전하 층의 물질로 사용하였을 때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주목할 점은 양전하 
층의 물질로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하였을 때 광학적 성질은 거의 무시할 정도의 차
이를 보이는 반면 (2% 이하) 전기적인 성질 (전기 전도도)는 주목할 정도로 향상
되었다는 것이다 (3배 향상). 이는 뛰어난 전도성 물질인 탄소나노튜브 층상구조 
사이에서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던 비 전도성 고분자 대신,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함
으로써 필름 전체의 전자 흐름이 원활해지고 전기적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쉽고 대면적의 투명 전도성 필름을 제조 하는데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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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 결과의 응용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2010년에 특허출
원 되었다. 또한 국제 저널인 Applied Physics A 에 게제 승인되어 발표를 기다리
고 있다. [2]

제2절 기능화된 나노입자와 연성물질의 상호작용 이해 및 이
를 이용한 초구조체 제조 기반 기법 개발
1. 탄소나노튜브/고분자(F108)/물로 이루어진 복합체의 농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을 보이는 F108-SWNT 초구조체 : 분산 및 구조 분석

가. 연구배경
탄소나노튜브(SWNT)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solvent-free 상태에
서 모양, 방향성, 밀도 등이 잘 정의되는 탄소나노튜브 초구조체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
다. 탄소나노튜브의 응용을 위해서는 강한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 다발형태로 존재
하는 성질과 물에 분산되지 않는 두 가지 약점이 극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을 기능화하여 물 속에서도 고립된(isolated) 탄소나노튜브 분
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최근 본 연구실에서는 수용액 및 극성 유기
용매에서 안정적으로 분산할 수 있는, 친수성 표면의 기능성 탄소나노튜브(p-SWNT)를 
개발하였고, 온도변화를 이용하여 이 나노튜브를 1D 또는 2D형태로 고분자 템플릿 안에서 
정렬하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고분자 내 초구조체 제조에 성공한 선행 연구를 기
반으로, Pluronic 고분자로 분산된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하여 초구조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Pluronic 고분자를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를 분산하고, 이 용액 속
의 탄소나노튜브의 고립 정도에 대하여 분산도를 체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 용액을 증
발하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Pluronic-SWNT 나노입자의 상변화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나. 실험준비
(1) 사전 실험 : Pluronic Polymer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분산
HiPCO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NT) 0.06g을 중수 30g에 섞은 후, 각
기 다른 PEO와 PPO 체인 수로 이루어진 Pluronic Polymer들을 0.6g씩 각각의 vial에 추
가하여 Pluronic 고분자가 충분히 녹을 때까지 mixing해 주었다. 30분의 bath sonica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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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의 tip sonication 을 통해 bundled SWNT 를 파쇄하여 주는 동안, F108의 PPO는 
소수영역으로서 SWNT와 hydrophobic interaction을 하고, PEO는 친수영역으로서 물과 접
촉하여 Pluronic으로 둘러싸인 고분자-탄소나노튜브(Pluronic-SWNT) 입자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미처 파쇄되지 못한 다발 탄소나노튜브가 용액에 남아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4시간의 초고속 원심분리 후 decanting을 통하여 용액 윗층의 개별 분산된 
Polymer-SWNT만을 옮겨 담는다. UV측정을 통하여 decanting된 여러 가지 종류의 
Pluronic-SWNT 수용액 내 분산된 SWNT의 양을 비교하였다. 7종류의 Pluronic 
Polymer가 SWNT 분산을 위해 테스트되었으며, 그 결과 
F108(PEO130-PPO60-PEO130)이 가장 SWNT 분산에 탁월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F108이 가장 탁월한 이유로써는 1) PPO chain 길이가 길어 SWNT와의 
hydrophobic interaction이 용이했고, 2) PEO chain 길이가 길어 물 속에서 안정적
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탄소나노튜브 초구조체 제조에 있어서 탄
소나노튜브의 함량 또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후의 실험은 F108만을 이용하
여 SWNT를 분산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2) F108을 이용한 배치 제조 및 실험준비
앞선 결과에 따라 Pluronic F108을 이용하여 Pluronic-SWNT 자기조립 초구조체 제조를 
위한 배치를 만들었다. 새로이 만드는 F108-SWNT배치에서는 탄소나노튜브 0.09g과 
Pluronic F108 0.9g을 중수 30g에 섞은 뒤,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하여 개별 분산된 
F108-SWNT을 확보하였다. 이후 수 일 간 냉동건조를 거쳐 얻어진 파우더를 H2O에 
5wt% 농도로 재분산하였다 (재분산은 vortex mixing등이 필요 없는, 단순히 손을 이용한 
mild shaking으로도 충분하다). 5wt%로 재분산된 F108-SWNT용액은 20개의 튜브에 나
뉘어 담겨진 후, 원하는 농도가 될 때까지 증발시킨 후 밀봉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용액은 
5~100wt%까지 20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SWNT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같
은 방식으로 제조된 F108수용액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나. F108-SWNT particle characterization
(1) UV-vis-NIR spectra
앞서 만들어진 F108-SWNT 입자가 개별적으로(isolated) 분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UV-vis-NIR 장치를 사용하였다. 다발 형태로 존재하는 SWNT의 
UV-vis-NIR spectrum과 비교하였을 때, F108-SWNT용액은 sharp van Hove 
transition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탄소나노튜브가 대부분 개별적
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그림9a).
(2) SANS measurement
본 소각중성자산란(SANS)실험에서는 Pluronic F108 및 F127 고분자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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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를 분산하고 그 분산 quality를 40 M SANS를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Pluronic F108은 PEO130-PPO60-PEO130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블록공중합체이
며, 그 CMC(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은 25도에서 5wt% 이상으로 알려져 있
다. 탄소나노튜브를 3wt%의 F108 (용매 : D2O) 용액과 혼합한 후 소니케이션 및 
초원심분리를 통해 isolated 탄소나노튜브가 대부분인 용액을 얻었으며, 이 때의 
F108-SWNT 농도는 2.1wt%로 확인되었다. 2.1wt%의 고분자 농도에서는 F108은 
micelle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low-q 영역에서의 기울기는 전적으로 탄소나노튜
브의 존재 유무 및 그 분산 정도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험 결과, 탄소나노
튜브가 존재하는 샘플에서는 탄소나노튜브가 없는 샘플과는 확연히 다른 low-q 영
역의 q^-1 기울기를 보였으며, 이는 탄소나노튜브가 수용액 상에서 대부분 
isolated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그림9b). 
(3) AFM measurement
마지막으로 atomic force microscope(AFM)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의 직경과 길이를 
분석하였다. F108이 감싸고 있는 경우엔 PEO crystallization에 의하여 탄소나노튜브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650도에서 6시간동안 Argon 기체 속에서 spin-coated 
Si wafer를 태워 탄소나노튜브가 잘 보이도록 하였다. 측정 결과 평균 1.5nm의 직경을 
갖고, 2.5nm 이하의 직경이 8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대부분의 탄소나노튜
브는 개별적으로 혹은 아주 소량의 탄소나노튜브로 이루어진 다발 형태로 이루어져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 때의 탄소나노튜브 길이는 평균 500nm로 관측되었다(그림9c).

그림9. F108-SWNT 입자의 precharacterization result. a) UV-vis-NIR spectra b) 
SANS c) AFM

다. F108-SWNT lyotropic phase behavior
(1) SAXS 분석 : F108-SWNT 초구조체 구조 분석
F108을 이용하여 제조된 F108-SWNT 수용액 내의 초구조체에 대한 구조 연구를 위해
서 소각 X-선 산란법 (small angle X-ray scattering, SAXS)을 사용하였다. 시료는 용
매 증발법을 통해 5wt%부터 100wt%까지 5wt% 단위로 20개가 준비되었으며, 상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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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를 위해 SWNT가 들어있지 않은 F108 수용액도 같은 방법으로 준비되었다. 측
정 결과, isotropic - BCC - lamellar 구조의 상변화 진행을 보이는 F108수용액과는 
달리, F108-SWNT 수용액은 SWNT의 존재로 인하여 isotropic – hexagonal – FCC – 
BCC – lamellar의 상변화 진행을 보여 hexagonal과 FCC구조가 새로이 발견되었다.(그
림10) SAXS를 통해 나타나는 산란 peak는 polymer-polymer간의 산란으로부터 오며, 
SWNT간의 거리는 물의 증발에 따라 꾸준히 줄어드는 형태의 상변화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Epitaxial transition과 Bain distortion을 통해, 상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hexagonal 
구조에서 [001]방향으로 놓여진 탄소나노튜브들이 FCC에서는 <110>, BCC에서는 
<001> 또는 <111> 방향으로 존재할 것을 예측한 본 실험 내용은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아 Macromolecules에 게재되었다(그림11).[3]

그림10 . 상온에서 a) F108 b) F108-SWNT 수용액의 농도 변화에 따른 SAXS 
데이터. 각 농도에서의 상과 그에 해당하는 peak 비율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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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 F108-SWNT의 상변화에 따른 모사 그림. 상변화과정 동안 탄소나노튜브
는 그림에서 표기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탄소나노튜브/고분자(F127)/물로 이루어진 복합체의 용매 증발에 따라 두 번의 
육방정계 상을 보이는 기능성 탄소나노튜브-고분자 자기조립 구조체
(F127-SWNT) 제조

가. 연구배경
  탄소나노튜브(SWNT)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으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solvent-free 상태
에서 모양, 방향성, 밀도 등이 잘 정의되는 탄소나노튜브 초구조체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계면활성분자, 고분자, 인지질 등과 같은 양친성 분자는 구조, 용매의 특성, 농도, 온
도, 압력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구조의 상(Phase)을 형성하여 탄소나노튜브 초구조체의 
템플릿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탄소나노튜브로 인하여 새로이 유도되는 hexagonal과 
FCC 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polymer 그 자
체가 FCC와 hexagonal phase를 갖고 있는 Pluronic F127고분자로 탄소나노튜브를 분산하
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상변화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두 번의 hexagonal 상이 나타나
는 새로운 형태의 초구조체를 발견하였으며, 그 분산 및 구조를 규명하였다.

  이미 바로 위 F108-SWNT 선행연구에서 보았듯, 다양한 상변화를 보이는 Pluronic 고
분자를 탄소나노튜브 분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F108이나 F127처럼 PEO와 PPO 체인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야만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Pluronic F127을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분
산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나노튜브로부터 유도된 상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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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luronic F108을 통해 분산하였던 탄소나노튜브-고분자 자기조립 구조체에서는, 약 
25wt%에서 육방정계(hexagonal)구조가 새롭게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FCC와 BCC구조를 
거쳐 lamellar까지 이르는 상변화 구조를 관찰하였으며, Pluronic F127을 이용하여도 약 
25wt%에서 마찬가지의 육방정계 구조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토대로, 두 번의 육
방정계 구조가 유도되는 구조체를 제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나. 실험준비

(1) 사전 실험 : Pluronic Polymer를 이용한 탄소나노튜브 분산
  HiPCO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WNT) 0.06g을 중수 30g에 섞은 후, 
각기 다른 PEO와 PPO 체인 수로 이루어진 Pluronic Polymer들을 0.6g씩 각각의 vial에 
추가하여 Pluronic 고분자가 충분히 녹을 때까지 mixing해 주었다. 30분의 bath sonication
과 1시간의 tip sonication 을 통해 bundled SWNT 를 파쇄하여 주는 동안, F108의 PPO
는 소수영역으로서 SWNT와 hydrophobic interaction을 하고, PEO는 친수영역으로서 물과 
접촉하여 Pluronic으로 둘러싸인 고분자-탄소나노튜브(Pluronic-SWNT) 입자가 만들어진
다. 하지만, 미처 파쇄되지 못한 다발 탄소나노튜브가 용액에 남아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
기 위하여 4시간의 초고속 원심분리 후 decanting을 통하여 용액 윗층의 개별 분산된 
Polymer-SWNT만을 옮겨 담는다. UV측정을 통하여 decanting된 여러 가지 종류의 
Pluronic-SWNT 수용액 내 분산된 SWNT의 양을 비교하였다. 7종류의 Pluronic 
Polymer가 SWNT 분산을 위해 테스트되었으며, 그 결과 앞서 언급한 F108다음으
로 F127(PEO100-PPO70-PEO100) 또한 SWNT 분산에 탁월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F108과 마찬가지로 F127 또한 1) PPO chain 길이가 길어 SWNT와의 
hydrophobic interaction이 용이했고, 2) PEO chain 길이가 길어 탄소나노튜브가 
물 속에서 안정적으로 분산될 수 있다. 
(2) F127을 이용한 배치 제조 및 실험준비
  Pluronic F127을 이용하여 Pluronic-SWNT 자기조립 초구조체 제조를 위한 배치를 만
들었다. 새로이 만드는 F127-SWNT배치에서는 탄소나노튜브 0.09g과 Pluronic F127 
0.9g을 중수 30g에 섞은 뒤,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통하여 개별 분산된 F127-SWNT을 
확보하였다. 이후 수 일 간 냉동건조를 거쳐 얻어진 파우더를 H2O에 5wt% 농도로 재분산
하였다 (재분산은 vortex mixing등이 필요 없는, 단순히 손을 이용한 mild shaking으로도 
충분하다). 5wt%로 재분산된 F127-SWNT용액은 20개의 튜브에 나뉘어 담겨진 후, 원하
는 농도가 될 때까지 증발시킨 후 밀봉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용액은 5~100wt%까지 20
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SWNT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같은 방식으로 제조된 
F127수용액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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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127-SWNT particle characterization
(1) UV-vis-NIR spectra
앞서 만들어진 F127-SWNT 입자가 개별적으로(isolated) 분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UV-vis-NIR 장치를 사용하였다. 다발 형태로 존재하는 SWNT의 
UV-vis-NIR spectrum과 비교하였을 때, F108때와 마찬가지로 F127-SWNT용액 또
한 sharp van Hove transition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탄소나노
튜브가 대부분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그림12a).
(2) SANS measurement
소각중성자산란(small-angle neutron scattering)장치 또한 F127-SWNT 입자가 개별
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탄소나노튜브를 3wt%의 F127 (용매 : D2O) 용
액과 혼합한 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분산하였을 때의 F127-SWNT 농도 역시 
2.1wt%로 확인되었으며, F127은 앞서 F108과는 다르게 CMC가 25도에서 0.6wt%
정도이기 때문에, F127로만 구성된 spherical micelle이 만들어질 수 있어 low-q영
역의 기울기가 q^-1보다 약간 낮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는 길쭉하고 얇
은 실린더 형태의 입자가 용액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서 만들어진 
F127-SWNT 입자가 개별적으로(isolated) 분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그림12b).
(3) AFM measurement
마지막으로 atomic force microscope(AFM)을 이용하여 탄소나노튜브의 직경과 길이를 
분석하였다. F127이 감싸고 있는 경우엔 PEO crystallization에 의하여 탄소나노튜브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650도에서 6시간동안 Argon 기체 속에서 spin-coated 
Si wafer를 태워 탄소나노튜브가 잘 보이도록 하였다. 측정 결과 F108때와 유사한 평균 
1.5nm의 직경과 평균 500nm의 길이를 갖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림12. F127-SWNT 입자의 precharacterization result. a) UV-vis-NIR spectra b) 
S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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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127-SWNT lyotropic phase behavior
(1) SAXS 분석 : 두 번의 hexagonal 상이 나타나는 F127-SWNT 초구조체 구조 분석
F127을 이용하여 제조된 F127-SWNT 수용액 내의 초구조체에 대한 구조 연구를 위해
서 소각 X-선 산란법 (small angle X-ray scattering, SAXS)을 사용하였다. 시료는 용
매 증발법을 통해 5wt%부터 100wt%까지 5wt% 단위로 20개가 준비되었으며, 상변화
의 비교를 위해 SWNT가 들어있지 않은 F127 수용액도 같은 방법으로 준비되었다. 측
정 결과, F108때의 단순한 상변화와는 다르게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상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127은 isotropic – FCC - BCC – hexagonal - lamellar 구조의 
상변화 진행을 보였지만, F127-SWNT는 두 가지의 상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영역이 많
아 현재 분석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예상했던 바와 같이 SWNT에 의해 유도된 25wt% 
농도의 hexagonal과 F127 자체에서 나타나는 65wt% 근처의 hexagonal은 뚜렷하게 관
측되었으며, 두 번의 hexagonal상이 나타나는 시스템임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자세
한 분석이 좀 더 이루어진 후에 논문게재를 준비할 예정이다.

그림 13. 상온에서 a) F127 b) F127-SWNT 수용액의 농도 변화에 따른 SAXS 데이터. 
각 농도에서의 상과 그에 해당하는 peak 비율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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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 공중합체로 기능화 된 금나노 입자와 이를 이용한 자기조립 구조체의 제조에 
관한 연구

금속 나노 입자는 일반 원자와는 다른 광학, 전기 및 자기 등의 독특한 물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기능화 및 
안정화 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나노입자를 특정한 구조로 
배열 및 위치 조절이 가능하게 되면 단일 나노 입자와는 다른 광학적, 전기적 성질
을 갖게 되어 태양전지, 광디바이스, 센서 촉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금속 나노 입자 중에서도 전자재료, 에너지, 바이오, 
촉매 등 가장 넓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금 나노 입자를 배열 하는 방법을 개발
하였다.

블록공중합체는 블록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cylinder, lamellar 등의 특정 형태
의 나노 구조를 형성하는 자기조립적 성질을 지니는데, 이러한 성질을 나노 입자와 
결합하게 되면 고차원 나노입자 자기조립체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는 금 나노 입자를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블록공중합체로 기능화하여 안정성을 부
여함과 동시에 기판위에 정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금 나노입자는 
PMMA-PBA-SH 블록공중합체를 이용하여 기능화 한 후 이는 실로콘 기판위에 
블록공중합체의 자기조립 성향에 따라 배열을 만든다. 먼저 PMMA-PBA-SH로 기
능화 금 나노 입자를 만들기 위해 PMMA-PBA-SH를 THF 용매에서 30분간 녹인 
후 HAuCl4·3H2O (10 mM) THF용액 1ml를 넣어 주고 30분간 섞어 준다. 금 나
노입자 환원을 위해 1.0M lithium triethylborohydride THF 용액 200ul를 넣어줌으
로써 블록공중합체로 기능화 된 금 나노입자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금 나노입자를 단분자로 기능화 시킨 후에 특정 형태를 가지는 블록공중합체에 분
산을 시키는 방법으로 나노 입자의 배열을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금 나노입자에 
블록공중합체를 직접 기능화 시키는 방법으로 간단하고 정확하게 배열을 하는 방법
을 개발하였다. 티올기가 없는 고분자로 기능화 시킨 금 나노 입자는 안정성의 문
제가 있기 때문에 금 나노입자의 기능화는 대부분 티올기를 가지는 분자로 수행되
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 나노 입자는 3달이 지난 후에도 안정한 것을 UV 측정
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14)

PMMA-PBA-SH 로 기능화 된 금 나노입자 용액은 Piranha 처리가 된 실리콘 
웨이퍼 위에 drop casting 방법으로 코팅 한다. 코팅 직후에는 블록공중합체는 특정
한 구조를 만들지는 않지만 solvent annealing 방법을 이용하여 Lamellar 구조를 가
지는 박막을 제작하였다. Solvent annealing 방법을 이용하기에 앞서 적절한 용액을 
선택하기 위해 여러 용액과 블록공중합체의 각 블록과의 Flory-Huggins 
interaction parameter를 고려하여 가장 중립적인 용액인 THF를 선정하였다. 그림
15 에서 볼 수 있듯이 solvent annealing 전에는 불규칙적이었던 형태가 18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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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annealing 과정을 거치면서 Lamellar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림 74. (a) PMMA-PBA 로 기능화 시킨 금 나노입자(왼쪽)와 PMMA-PBA-SH 로 기능화 시킨 금 

나노입자(오른쪽), (b) 합성 직 후와 3달이 지난 후의 UV 측정 결과 비교

그림 75. (a) Annealing 전 (b) Annealing 후 를 비교한 AFM 이미지, 불규칙적

인 블록공중합체가 annealing 과정을 거치면서 Lamellar 형태로 변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위의 AFM 데이터(그림15)와 SANS 데이터(그림16)에서도 볼 수 있듯이 블록공
중합체로 기능화 시킨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Lamellar 구조로 ordering 된 나노 구
조체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 하였다. 특히 SANS 데이터는 Lamellar 구조가 한 영역
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러한 티올기가 있는 블록공중합체를 이용한 금 나노입자의 합성과 
배열을 이루는 방법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것으로써 PMMA-PBA-SH가 금 나
노입자의 기능화 역할과 동시에 배열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여 넓은 면적에 대해 균일한 금 나노입자의 
배열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블록공중합체의 종류와 
질량을 조절함으로써 금 나노 입자의 배열 또한 조절 할 수 있으므로 더 다양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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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야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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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Annealing 전 후의 SANS graph. Annealing processing 후에는 long range 

order peak이 관측 된다. 이는 AFM 데이터와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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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부연구목표 달성내용
달성
도

(%)

1
나노입자 제조 
및 선택적인 
표면 기능화

� 그라핀 표면에서 직접 합성된 백금 나노입자의 
제조 방법 개발 및 합성된 백금 나노입자에 의
한 그라핀-백금 복합체의 구조 분석

� 고분자를 이용하여 표면 기능화된 탄소나노튜
브 제조 및 투명 전도성 필름 개발에의 응용

100

2

기능화된 
나노입자와 
연성물질의 

상호작용 이해 
및 이를 이용한 
초구조체 제조 
기반기법 개발

� 탄소나노튜브/고분자(F108)/물로 이루어진 복
합체의 농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상을 보이는 
F108-SWNT 초구조체 : 분산 및 구조 분석

� 탄소나노튜브/고분자(F127)/물로 이루어진 복
합체의 용매 증발에 따라 두 번의 육방정계 상
을 보이는 기능성 탄소나노튜브-고분자 자기조
립 구조체(F127-SWNT) 제조

� 블록 공중합체로 기능화 된 금나노 입자와 이를 
이용한 자기조립 구조체의 제조

100

제1절 목표달성도

제2절 관련분야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중성자 산란 측정 및 분석은 나노스케일 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in-situ 상태
로 측정할 수 있어, 그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로부터 확보되는 나노스케일 물질내의 현상에 대한 이해는 기능성 나노구조체 
제어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나노측정/
구조 분야의 기술 축적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의 완공에 따라 그 첫 번째 장치인 중성자소각산
란 장치의 활발한 이용 통한 나노 연성소재 연구를 그 목표로 하였다. 완공된 중성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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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산란장치를 비롯한 냉중성자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발하게 활용할 경우 국내 기
초 및 응용 연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상기 연구시설의 
활용으로 NT/BT/IT분야의 국내 측정분석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효과
가 있다. 이는 첨단소재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서
는 경제/산업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첨단 중성자 빔 이용기술과 나노구조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능성 나노구조체 제어/제조기술은 국가의 지속적인 기초과
학 발전과 21세기 첨단산업기술개발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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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나노입자/연성물질의 상호작용 이해는 기능성 나노
구조체 제어기술 및 첨단 나노소재 개발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고기능성을 지닌 다양한 나노입자들이 연성물질과 자기조
립하여 형성되는 구조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노입자/연성물질 복합체를 
구조적으로 제어하고 선택적으로 기능화하는 기술을 확보한다면, 전자소자, 광학소자, 
촉매 등의 첨단 기능성 나노소재 개발에 훌륭한 초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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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나노입자 제조 및 선택적인 표면 기능화
1. 비가열 상온 반응을 이용한 균일크기 금속 나노입자 제조 방법론
"A simple method for large scale synthesis of highly monodisperse gold 
nanoparticles at room temperature and their electron relaxation properties", 
Lakshminarayana Polavarapu and Qing-Hua Xu, Nanotechnology 20 (2009) 
185606 (7pp)

2. Pluronic F127 블록공중합체를 이용한 금속 나노입자 표면 기능화 방법론
"Pluronics-Stabilized Gold Nanoparticles: Investig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Polymer–Particle Hybrid", Kamil Rahme, Julian Oberdisse, Ralf Schweins, Cedric 
Gaillard, Jean-Daniel Marty,Christophe Mingotaud, and Fabienne Gauffre, 
ChemPhysChem 2008, 9, 2230 – 2236

제2절 기능화된 나노입자와 연성물질의 상호작용 이해 및 이
를 이용한 초구조체 제조 기반 기법 개발
1. 블록공중합체의 상변화 현상 및 금속 나노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렬된 금
속나노입자 초구조체 제조 방법론
"Small-molecule-directed nanoparticle assembly towards stimuli-responsive 
nanocomposites", Yue Zhao, Kari Thorkelsson, Alexander J. Mastroianni, 
Thomas Schilling, Joseph M. Luther, Benjamin J. Rancatore, Kazuyuki 
Matsunaga, Hiroshi Jinnai, Yue Wu, Daniel Poulsen, Jean M. J. Fréchet, A. Paul 
Alivisatos and Ting Xu, Nature Materials 2009, 8,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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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multaneous synthesis of graphene-platinum nanoparticles hybrid via 
thermal treatment of graphite oxide and Pt(acac)2, and electro-oxidation of 
methanol", Sundar Mayavan, Jun-Bo Sim, Sung-Min Choi,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22, 6953 (2012)

[2] "Transparent Conducting Hybrid Thin Films Fabricated by Layer-by-Layer 
Assembly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and Conducting Polymers", Jun-Bo 
Sim, Hyun-Ho Yang, Min-Jae Lee, Jun-Bo Yoon and Sung-Min Choi, Applied 
Physics A, accepted

[3] "Self-assembl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Induced Lyotropic Phase 
Behavior of a Polymeric System", Hyung-Sik Jang, Changwoo Do, Tae-Hwan 
Kim, and Sung-Min Choi, Macromolecules 45, 98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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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018680 201111
The 12th Pacific Polymer 

Conference

Hyung-Sik Jang, 

Min-Jae Lee, 

Changwoo Doe, 

Tae-Hwan Kim, 

Steven R. Kline, 

Sung-Min Choi

Arrangement of 

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in 

Binary/Ternary Polymer 

System : Small-angle 

Scattering Study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

2011-0018680 201111
The 12th Pacific Polymer 

Conference 

Min-Jae Lee, 

Sung-Min Choi

Direct Synthesis of 

Block Copolymer 

Functionalized Gold 

Nanoparticles and Their 

S e l f - A s s e mb l e d 

Superstructures

국제학술대회 대한민국

2011-0018680 201105 2011 HANARO Symposium

Jun-Bo Sim, 

Hyun-Ho Yang, 

Min-Jae Lee, 

Jun-Bo Yoon, 

Sung-Min Choi

Fabrication of 

Transparent Conductive 

CNT - Co n d u c t i n g 

Polymer Hybrid Films 

using Layer-by-Layer 

Self-assembly Method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

2011-0018680 201105 2011 HANARO Symposium

Hyung-Sik Jang, 

Changwoo Doe, 

Tae-Hwan Kim, 

Young-Soo Han, 

Sung-Min Choi

Single-Walled Carbon 

Nanotube Dispersions 

by Pluronic Polymers 

and Their Phase 

Behaviors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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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018680 201105 2011 HANARO Symposium
Sundar Mayavan, 

Sung-Min Choi

Facile Synthesis of 

W e l l - o r d e r e d 

Nanoparticle-Graphene 

composites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

2011-0018680 201109
First-Wednesday Convergence 

Forum
최성민

Neutron Science for 

Nano and Bio Mateirals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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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논문발표 성과정보

과제번호 발표년월 학술대회명 저자 논문제목 학술대회구분 개최국

2011-0018680 201110
Korean Polymer Society 2011 

Fall Meeting
최성민

SANS and SAXS 

Studies of Hierarchical 

Self &#8211;Assembly 

of 1D Nanoparticles in 

Polymeric Systems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

2011-0018680 201111

The 23th Synchrotron 

Radiation User’s Workshop & 

KOSUA Meeting

Hyung-Sik Jang, 

Changwoo Doe, 

Tae-Hwan Kim, 

Steven R. Kline, 

Sung-Min Choi

Self-Assembled Single 

Wall Carbon Nanotube 

Superstructures in 

Polymeric Systems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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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배출인력 성과정보

과제번호 학위취득연월 학위구분
학위취득자

진로
성명 성별 대학 학과

2011-0018680 201105 박사 김효식 남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

학과

취업(박사후연

구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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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수지원 성과정보

과제번호 연수기간 연수명 연수구분 연수자 연수국가 연수기관

2011-0018680
20110811~ 

20110811
중성자과학 발전전략 회의 참석 기타 최성민 대한민국 한국원자력연구원

2011-0018680
20110927~ 

20110927

중성자 협회 회의 참석을 위한 

서울 출장
기타 최성민 대한민국 KNBUA

2011-0018680
20111026~ 

20111028
KNS 학회 참석 기타 최성민 대한민국 한국원자력학회

2011-0018680
20111222~ 

20111222

중성자 이용 공동연구 협의를 위

한 서강대학교 방문
기타 최성민 대한민국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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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2011- 0018680
부처사업명(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사업명(중)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세부사업명(소)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냉중성자이용연구)

부처 기술분류 (대) (중) (소)
국가기술지도

(NTRM)
기반주력산업 가치
창출
B040416
나노 소자/소재기술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원자력

원자력기반
/첨단기술

N07

연구용원자로
이용기술
N0802

총 괄 과 제 총괄책임자(기관)
과 제 명 중성자 소각산란을 이용한 연성 나노소재 연구 연 구 단 계 1단계/1단계

연 구 기 관 한국과학기술원 연 구 책 임 자 최성민

연 구 기 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계
1차연도 2011. 5. 1~ 

2012. 4. 30 75,400 0 75,400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2011. 5. 1~ 
2012. 4. 30 75,400 0 75,400

참 여 기 업
상 대 국 상대국 연구기관

   비 고 : 총괄과제란은 총괄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평가일 : 2012년 4월 5일
3.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최성민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

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
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최 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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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Ⅰ. 연구개발실적
  1.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및 창의성
� 중성자소각산란을 이용하여 연성물질과 나노입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시도이며, 2010년 완공된 하나로 냉중성자 연구시설
의 중성자소각산란 장치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진행한 최초의 연구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창출된 결과들은 해외 우수한 저널들에 발표되었으며, 또한 해외 
여러 학회들에 초청되어 발표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2.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 중성자소각산란을 이용한 연성 나노물질 연구를 통해 나노소재 및 나노측정/분석 분

야 연구기술축적 및 우수연구성과 창출
� 중성자를 이용한 첨단 측정/분석기술의 확보는 첨단소재연구의 핵심기반이며 궁긍적

으로는 국가의 과학기술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나노 구조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첨단나노소재개발 및 첨단산업기술개발의 핵심

기반확보.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본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나노입자/연성물질의 상호작용 이해는 기능성 나노구

조체 제어기술 및 첨단 나노소재 개발의 근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본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고기능성을 지닌 다양한 나노입자들이 연성물질과 자기조

립하여 형성되는 구조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노입자/연성물질 복합체를 
구조적으로 제어하고 선택적으로 기능화하는 기술을 확보한다면, 전자소자, 광학소자, 촉
매 등의 첨단 기능성 나노소재 개발에 훌륭한 초석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 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냉중성자 이용연구 시설과 긴

밀히 협조하여, 효율적으로 성실히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으며,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Macromolecules 등의 우수한 저널에 2편의 논문을 발표하여 성과 목표
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Applied Physics A 저널에도 1편이 추가로 게재 승인
되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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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연구성과는 그 양과 질에서 모두 매우 우수하다고 자체 평가
하고 있으며, 본 과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 좋은 연
구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 본 연구는 매우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당초 성과 목표였던 SCI 논문 
2편을 초과 달성하여, 2편의 논문(Journal of Materials, Macromolecules)을 이미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추가로 1편(Applied Physics A)이 게재 승인되어 출판을 기
다리고 있다.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 논문 (SCI급 2편 발표, 1편 게재 승인)
 -"Simultaneous synthesis of graphene-platinum nanoparticles hybrid via thermal 
treatment of graphite oxide and Pt(acac)2, and electro-oxidation of methanol", 
Sundar Mayavan, Jun-Bo Sim, Sung-Min Choi,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22, 
6953 (2012)
 -"Self-assembled Single-Walled Carbon Nanotube-Induced Lyotropic Phase 
Behavior of a Polymeric System", Hyung-Sik Jang, Changwoo Do, Tae-Hwan Kim, 
and Sung-Min Choi, Macromolecules 45, 986 (2012)
 -"Transparent Conducting Hybrid Thin Films Fabricated by Layer-by-Layer 
Assembly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and Conducting Polymers", Jun-Bo 
Sim, Hyun-Ho Yang, Min-Jae Lee, Jun-Bo Yoon and Sung-Min Choi, Applied 
Physics A, accepted
� 지적재산권 (특허 1건 등록)
 - 등록국가(번호): 일본(4836916)
 - 발명제목:一方向に配向された液晶分子の薄膜製造方法ならびに液晶素子及び電子素子
 - 발명자: 최성민, 김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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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 부 연 구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1

� 그라핀 표면에서 직접 합성된 
백금 나노입자의 제조 방법 개
발 및 합성된 백금 나노입자에 
의한 그라핀-백금 복합체의 구
조 분석

� 고분자를 이용하여 표면 기능화
된 탄소나노튜브 제조 및 투명 
전도성 필름 개발에의 응용

2

� 탄소나노튜브/고분자(F108)/물
로 이루어진 복합체의 농도 변
화에 따라 새로운 상을 보이는 
F108-SWNT 초구조체 : 분산 
및 구조 분석

� 탄소나노튜브/고분자(F127)/물
로 이루어진 복합체의 용매 증
발에 따라 두 번의 육방정계 상
을 보이는 기능성 탄소나노튜브
-고분자 자기조립 구조체
(F127-SWNT) 제조

� 블록 공중합체로 기능화 된 금나
노 입자와 이를 이용한 자기조립 
구조체의 제조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 본 과제에서 얻어진 연구성과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연구성과

이며, 본 연구실에 의해 앞으로의 연구에도 직접 활용되어 국내 중성자 산란 연구 
및 연성물질/나노입자 하이브리드물질 연구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공개가능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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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1-
0018681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1.05.012012.04.30
단 계
구 분

(1단계)/
(1단계)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세부사업명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냉중성자 이용연구

세부과제명 중성자소각산란법을 이용한 생체물질 구조분석

연 구 책 임 자 최  용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 5명
내부 : 5명
외부 : 0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 60천원
기업 :  0천원
 계 :  60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  5명
내부 : 5명
외부 : 0명

총연구비
정부 : 60천원
기업 :  0천원
 계 :  6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단국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
면수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중성자소각산란, 치밀뼈, 나노복합구조, 생체재료, 비파괴검사 

영 어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Compact bone, nano-composite structure, bio-materials, non-destructiv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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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문



- 4 -



- 5 -

  5.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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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 개발의 목적 

1-2 연구 개발의 필요성

1-3 연구 개발의 범위



- 10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2-1 국내외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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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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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뼈의 조직학적 구조에 대한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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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3-1.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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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 및 고찰

sample # sex type position BMD

678-F-LT female tibia upper 0.110

678-F-LT female tibia middle 0.208

678-F-LT female ulna middle 0.174

686-F-LT female tibia middle 0.167

686-F-LT female tibia down 0.184

686-F-LT female ulna upper 0.205

701-M-RT male tibia upper 0.250

701-M-RT male tibia middle 0.195

701-M-LT male tibia down 0.203

701-M-LT male ulna middle 0.167

742-M-RT male tibia middle 0.207

742-M-RT male tibia down 0.193

742-M-LT male ulna down 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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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뼈단위세포 (b) 뼈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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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3-3. 결론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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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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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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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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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극초고강도 이차경화형 고합금강

- 이차경화형 마르텐사이트강의 M2C탄화물의 핵생성 및 성장속도에 미치는 압  
연조건의 영향 분석
- 오스포밍 공정이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강의 핵생성 모드 변화에 미치는 
영향
- 나노 M2C탄화물의 정량분석
- SANS결과를 활용한 DSC-JMA 모델 식의 신뢰성 평가

고경도 고인성을 겸비하는 저합금 특수 공구강

- Cr-Mo-W-V계 공구강의 탄화물 석출거동에 미치는 미소합금첨가 영향
- 미소합금원소 첨가 및 공정조건(압하량, 열처리 온도 및 시간)변화에 따른 
이차경화 합금탄화물(10nm 이하)의 미세구조 인자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분
석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중성자 소경각 산란장치, 이차경화, 석출거동, 
합금탄화물, 강압연, 석출 구동력, 2차 입자

영 어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econdary hardening, 

precipitation behavior, alloy carbide, severe 
deformation, secondary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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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요약문

Ⅰ. 제목 :Cr-Mo-W-V계 공구강의 탄화물 석출거동에 미치는 Ti첨가 효과에 관한 영향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하나로 중성자소각산란(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장치

를 활용하여 저합금계 뿐만 아니라, 고합금계에서의 합금 및 공정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한 이차경화 합금탄화물의 석출거동에 대한 정량분석을 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극초고강도 이차경화형 고합금강

-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형 합금강(8Ni-13Co)의 등온시효처리시 M2C탄화물의 

핵생성 및 성장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압연조건(압연온도) 변화에 따라 분석함

 * 압연온도의 감소 및 강압연의 적용은 이차경화 현상을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이차경화 반응을 극대화 시킴

-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강의 핵생성 모드 변화에 미치는 강압연 효과의 분석

 * 압연온도의 감소(800→600℃) 및 강압연의 적용(Ho vs H800, H600 steel)은 

M2C탄화물의 핵생성 모드를 “site saturation”, “site saturation+continuous 

nucleation”, “continuous nucleation”으로 변화시킴. 

- 나노 M2C탄화물의 정량분석

* TEM 및 SANS를 활용한 M2C탄화물의 부피분율, 입자수, 평균 입자크기 등의 미세

구조적 인자에 대한 정량평가  

- SANS결과를 활용한 DSC-JMA 모델 식의 신뢰성 평가

* modified DSC-JMA model을 활용한 현상학적 해석 및 SANS를 활용한 신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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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고경도 고인성을 겸비하는 저합금 특수 공구강

- Cr-Mo-W-V계 공구강의 탄화물 석출거동에 미치는 미소합금첨가 영향

* 고경도 수입소재인 DCH-345 및 이를 개조한 Mo-X-33, Mo-X-83에 대해 

TEM 및 SANS를 활용하여 평형탄화물의 석출거동 변화가 기계적성질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미소합금원소 첨가 및 공정조건(압하량, 열처리 온도 및 시간)변화에 따른 이차경

화 합금탄화물(10nm 이하)의 미세구조 인자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분석

* TEM 및 SANS를 활용한 MC, M23C6 탄화물의 부피분율, 입자수, 평균 입자크기 

등의 미세구조적 인자에 대한 정량평가  

Ⅳ. 연구개발결과

   (1)극초고강도 이차경화형 고합금강

-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형 합금강의 오스포밍 공정의 적용은 내부에너지 및 불

균질 핵생성 장소의 증가 등을 통해 합금내 M2C석출을 위한 구동력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M2C탄화물의 석출모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안된 구간별 비선형최소자승 fitting 및 DSC열분석 결과의 활

용은 등온시효처리시 발생되는 M2C 탄화물의 동적 석출거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

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중성자 소경각 산란장치와 상호보완적으로 적

용하여 향 후 합금 및 공정설계를 최적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고경도 고인성을 겸비하는 저합금 특수 공구강

- Cr-Mo-V계 고경도 공구강의 미소합금첨가는 초기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을 효과적

으로 미세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형탄화물인 MC 및 M23C6의 석출거동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열처리 구간에서 우수한 경도수준에서 

충격인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며, 향 후 국내외 특수공구강 소재 성능을 업

그레이드하기 위한 합금설계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형연구시설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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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활성화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된 중성자 소경각 산란장치의 사용은 기존에 분석하

기 어려웠던 나노크기의 이차경화 입자에 대한 정량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합

금원소가 탄화물의 석출거동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컴퓨팅 이론 합금 및 공정설계

 -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합금강의 희유금속 대체 연구 

 - 저합금 특수 공구강의 성능향상을 위한 합금조성 최적화

 - 이론적 합금 및 공정설계에 요구되는 최적화 인자의 도출 

 - 합금원소 변화가 나노 이차경화 합금탄화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 DSC를 활용한 준-경험적 예측 모델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보완

 - 상기의 학문적 활용 뿐만 아니라 관련 결과를 기초로한 업그레이드 합금 소재개발 등 폭넓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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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영문 요약서

SUMMARY

To understand the precipitation kinetics of M2C carbides in ausformed ultrahigh 

strength steel (8Ni-13Co), we have combined DSC-JMA overall kinetic model and 

SANS studies. By utilizing a proposed least square fitting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transformation rate from the DSC heat flow data, we have been able to 

summarize the following results: 

- The severe deformation in austenite region accelerates the secondary hardening 

reaction and enhances the hardness/strength to toughness level, as changing the 

transformation mode from continuous nucleation to site saturation. 

- The M2C carbides in the initial stage of aging include larger content of Fe 

compared with non-deformed steel and commercial AF1410 and AMS 6532(AerMet 

100) steels. This would be associated with the increase of driving force for M2C 

nucleation by the severe deformation process, and thus it results in the rapid 

achievement of equilibrium volume fraction and slow particle growth. 

In addition, we have showed, in low alloy special tool steels (DCH-345(Mo), 

Mo-X-83, and Mo-X-33), that the micro-alloying elements addition can increase the 

balance of hardness to toughness. In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micro-alloying addition on precipitation behavior of MC and M23C6 carbides, we 

have combined TEM and SANS studies. we have also been able to summarize the 

following results:  

 -  Micro-alloying addition effectively refine the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ies, as 

well as the carbide precipitation behavior. Especially, we believe that the thermal 

and/or structural stability of MC-type carbide can be enhanced by adding a 



- 8 -

micro-alloying element, and thus the degradation of toughness is effectively resisted 

by retardation of M23C6 precipitation. These features were successfully studied as 

investigating the microstructural factor (carbide volume fraction, number density and 

mean particle size) by TEM and SANS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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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문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합금의 용해 및 냉각중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는 미용해탄화물(primary particles, 

1차 입자)과 합금의 열처리시 합금탄화물(secondary particles, 2차 입자)의 석출에 

의한 이차경화(secondary hardening) 반응은, (1)첨단구조재료용 극초고강도 고인성 

고합금강 뿐만 아니라 (2)고속도 공구강 및 철강 절단용 고장력 나이프와 같은 저합

금 특수강소재의 기계적성질 향상을 위해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술로써,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핵심 연구분야이다. 

  최근 소재산업 전반에 걸쳐 고강도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고강도화는 관련산업의 성능향상 및 산업적,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반드

시 달성되어야 할 당면과제로, 미국 및 일본과 같은 기술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술의존도가 높은 국내 합금 소재분야의 대외 기술경쟁력 고취 및 국내 기술원천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합금의 시효처리시 석출되어 기계적성질, 특히 인성을 지배하는 주된 제

어인자인 2차 입자(secondary particles)는 합금첨가 및 압연, 단조, 열처리 조건과 

같은 합금 및 공정조건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실에서는 주로 

Thermo-Calc(TC-API) 및 DICTRA를 활용하여 이차경화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금 및 공정설계를 통해 기계적성질을 극대화하기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1

차입자(primary particles)의 부피분율을 고려한 기지합금성분 제어 및 2차 입자의 

석출구동력 극대화를 위한 탄화물 형성원소 제어,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DSC)의 열분석 결과 및 modified Johns-Mehl-Avrami(JMA) 모델식

을 이용한 합금설계(열처리 온도 및 시간) 최적화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복잡한 1, 2차 입자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저합금계 특수강 소재의 경우, 열

분석기기를 이용한 미세한 나노석출물에 대한 석출거동 분석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TEM 및 SEM을 이용한 석출탄화물의 미세구조적 인자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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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즉, 수백 나노미터부터 수 마이크로 크기를 가지는 입자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1-10nm에 해당되는 나노석출물의 경우 이를 정량적으

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세 나노석출

물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하나로의 중성자소경각산란장치(이하 

SANS, small angel neutron scattering으로 칭함)를 활용하여 합금의 시효처리시 석

출되는 나노입자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대형연구시설 공동이용 활성화 과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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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첨단구조재료용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형 고합금강 

   초기 이차경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Olson 등에 의해 2

원계 합금을 시작으로, 3원계 및 다원계 고합금강인 Co-Ni계 마르텐사이트강에 이르

기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금개발을 진행해 왔으나, 인성측

면에서 성공적인 예측이 어려우며, 따라서 경험적 설계를 완벽히 대체하고 있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 국방성, MIT대학, Carpenter사

의 지속적인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이차경화형 합금인 AMS(aerospace material 

specification) 6532(AerMet 100, 310, 340)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AerMet계열 합금

조성을 기본으로 Cr함량 및 관련 합금원소를 개조하여 내부식 특성까지 겸비하는 새

로운 개념의 스테인레스계 고강도, 고인성, 부식저항성 이차경화강인 Ferrium S53을 

개발하였으며, 이 합금은 열악한 부식환경뿐만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규제로 

표면처리(Cd, 6가 Cr 등)가 제한되는 분야로 폭넓게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

다. 또한 최근에는 US Navy의 요구로 합금의 성능은 AMS 6532와 유사하되, 제조비

용을 약 30%이상 감소시킬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산업적 요구에 따라 가장 고가

이며, 희유금속으로서 전략적 합금원소 Co를 기존 13wt%에서 약 7wt%로 감소시킨 

Ferrium M54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H. Kwon은 약 이십여년간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형 마르텐사이트강에 미치는 합금원소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를 수행한 바 있으며, 그 성과로 이차경화형 고합금계에 대한 체계적인 합금설계 데이

터베이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의 결실로 국내 국방관련 방어체계 안정화사업의 일환인 미사

일 추진체 모터케이스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탄화물 형성원소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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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Results

Mo에서 W으로 대체함에도 우수한 파괴인성을 겸비하는 초고강도 합금 소재를 성공

적으로 개발한 바 있다(그림 1 참조). 

 

Figure 1 - Development of W-containing ultrahigh strength secondary hardening steels

  (2) Cr-Mo-W-V계 Ti함유 저합금 특수 공구강 

   그러나 상기에 언급한 고합금계와는 다르게 저합금계 특수강소재의 국내 현실은  

기술선진국인 미국 및 일본 등에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전세

계적으로 산업전반에 걸친 관련 소재의 고강도화에 대한 산업적 니즈(needs)로 관련 

부품소재 또한 경도(강도)비 인성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술원천성

이 부족한 국내 저합금 특수강 산업의 경우, 그 성능에 있어 입증된 수입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입품의 독점판매에 의한 수입단가 상승을 가속화시

켜, 특수강소재 뿐만 아니라 관련산업 전반에 걸친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

임에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관련소재의 기술원천성 확보에 의한 국산화만이 향 후 국

내 철강 및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

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고경도, 내충격성(인성), 내마모 특성이 동시

에 겸비되어야 하는 소재로는 고강도 고철스크랩, 후판 및 냉연판재 절단용 나이프용 

소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나이프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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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o-V강을 사용하고 있으며, JIS규격으로 SKT-4, SKD-11, SKD-61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고철 스크랩 절단 및 고강도 열연후판과 같이 사용압력 

용량이 800ton이하인 경우에는 SKT-4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1000ton이상의 대

형인 경우에는 인성 및 경도가 낮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SKD-11은 경도가 약 60HRc급으로 매우 높으나 인성이 약 2J(Charpy V-notch 

impact value) 미만으로 소형 나이프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할 뿐, 비교적 대형의 나이

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인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적열경도가 높고, 열균열(Heat 

Cracking) 및 마모저항이 우수하여 주로 열간다이용 공구강으로 사용되고 있는 

SKD-61은 내충격성(인성) 및 내마모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로틴시어 나이프 소재

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계적 성질, 특히 경도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

으로 국내의 경우, 현재까지 사용압력 조건 및 요구되는 경도에 따라 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향 후 포스코(주), 현대제철(주)와 같은 국내 대표철강회사의 

120kgf/mm2급(1180 MPa[mm2당 120kg의 무게]급) 이상의 고강도 후판 및 자동차 

강판 생산시 약 58HRc 이상의 고경도 수준에서 V노치 충격인성 값으로 8J이상의 인

성을 확보해야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실에서는 상기에 언급한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형 합금강의 개재물제어를 위해 첨가되는 미소합금원소를 저합금계 

특수강 소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고경도 고인성 나이프용 공구강 소재를 성공적으

로 개발한 바 있다(그림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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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Development of guillotine shear knife steels with an improved toughnes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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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3.1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3.1.1 Thermal analysis (DSC) 

   상변태와 같은 미세구조적 변화는 경도, 부피/길이, 전기저항, 엔탈피, 자화정도 등

과 같은 물리적 특성변화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이를 추적함으로써 상변태 kinetics

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저합금 및 고합금계에서의 이차경화 현상에 의한 석출거동 변화를 효과

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많은 모델링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모델

로는 Johns과 Mehl, 그리고 Avrami에 의해 제안된 JMA overall kinetic 모델이 대

표적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이 이론은 isothermal 조건에서 발생되는 고체 상변화 과

정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나, 최근에는 DSC실험과 같은 non-isothermal 조건에서의 

상변화 과정을 해석하기 위한 모델식으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non-isothermal 조건에서의 부피 및 길이변화, 그리고 엔탈피와 같은 

물리적 특성변화로부터 열역학 특성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열팽창계수측정기

(dilatometer)와 시차주사열량계(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등을 활

용할 수 있다. 

   DSC실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Non-isothermal 측정을 통한 합금내 상변화 

정도(이차경화 합금탄화물의 석출 정도)는 다음의 식[1]에 나타낸 물리적 특성, 

(enthalpy, H)의 변화를 이용해 계산될 수 있다. 

    
  



  


  ····· [1]

이 식에서 
 와

 는 변태반응이 시작과 종료될 때의 열량변화를 의미하며, 는 특

정 변태분율과 관련된 시간 및 온도까지의 최대 발열(또는 흡열)량의 적분값으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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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물리적 특성변화를 이용한 상변화 과정을 추적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탄화물 석출거동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DSC를 이용하여 

non-isothermal mode (isochronal)에서 4, 8, 16K의 승온속도(=dT/dt)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탄화물 석출과 관련된 활성화 에너지 및, 8K의 특

정 승온속도하의 열량변화 곡선을 활용하여 등온시효처리시 발생되는 이차경화현상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3.1.2 Microstructural variation analysis (TEM)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TEM을 활용하여 M2C탄화물의 aspect ratio 및 site 

fraction(metal fraction) 등 SANS활용 M2C 탄화물의 정량분석을 위한 선행 분석을 

진행하였다. TEM분석을 위한 시험편은 기본적으로 thin foil 및 replica 두 종류의 방

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Thin foil 시험편의 경우, 열처리된 시편을 precision saw

를 활용하여 300~600ɥm의 두께로 절단하였으며, 이 후 silicon carbide paper로 약 

50ɥm 이하로 기계적 연마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3mm disc-type 시험편은 

twin jet electro-polisher를 통해 -18℃에서 전해연마를 실시였다. 이 때 전해액은 

10% perchloric-20% acetic acid-70% methanol을 사용하였다. 

   한편, replica시험편의 경우, 그림 3에 나타낸 절차를 통해 합금기지와 함께 존재

하는 탄화물을 Cu코팅된 200 mesh grid로 추출하였다. 

   TEM분석은 120kV 가속전압하의 JEM-1210 TE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탄

화물의 합금조성은 convergence beam을 이용한 EDX분석을 통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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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 Replica technique for TEM analysis

  3.1.3 Quantitative nano-precipitation analysis (SANS)

   본 연구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냉중성자 실험동의 SANS장비를 활용하

여 탄화물의 입자크기 분포와 부피분율(VP), 그리고 입자수(NT)등의 미세구조적 인자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SANS분석시 사용된 중성자 파장(ʎ)은 검출기와의 거리인 

3m, 9m에서 각각 5.11과 8.28nm이었으며, 이 때 Q range는 0.05~ 1.3 nm-1(약 

2~70nm) 이었다. 한편, 핵생성 단계와 같이 매우 미세한 크기의 M2C 탄화물에 대한 

분석을 위해 상대적으로 미시효 처리된 합금에 대해서는 Q range를 약 0.05~2 nm-1

로 확장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64.5 X 64.5 cm2의 검출기로부터 측정된 (0±15)o SANS 산란 

패턴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때 미재결정 오스테나이트 영역에서의 강압연에 따

른 간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시험편의 RD(rolling direction)를 Q vector와 

수직이 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절대산란강도 보정을 위해 silica 표준시료를 이

용하였으며, 이렇게 측정된 결과는 ILL[1] 및 Sasfit[2] software를 활용하여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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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3], 본 연구합금강은 두 종류의 M2C탄화물로 구분하

여 설명될 수 있다: 1st population- Fe3C로부터 in-situ변태된 M2C, 2nd population 

- 미세한 크기의 M2C(그림 4 참조). 

   그림 5는 전형적인 SANS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1st 

population(0.08~0.2nm-1)은 시멘타이트 입자와 in-situ변태된 M2C탄화물의 입자크

기 분포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구분하여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합금내 

존재하는 시멘타이트의 경우, 전체 산란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4], 시효초기 

M2C의 형성과 함께 대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해당 열처리 온도 및 시간에서 이의 효

과는 배제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in-situ변태된 M2C의 경우,  압연

공정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기계적성질 변화(이차경화 반응의 가속

화, 이차경화 현상의 극대화, 강도비 인성의 확보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

문에 1st population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는 않았다. 단지 SANS결과의 최소자승 

fitting시 2nd population(0.3~1.3 nm-1) 분석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 하는 관점에서 

만 고려하였다. 

   한편 합금의 용해 및 냉각시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는 미용해 탄화물이 SANS 패턴

에 미치는 영향 및 vacancy, void와 같은 미소결함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델 fitting시 prod-background 및 incoherent background를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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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TEM image showing the 1
st
 and 2

nd
 population in Ho steel

Figure 5 - SANS pattern with fitting results in Ref. aged at 475
o
C for 200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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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내용 및 결과

  (1) 첨단구조재료용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형 고합금강

   - 합금 및 공정설계

   표 1은 합금의 화학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본 합금은 불순물을 최소화하기위해 진

공유도용해(VIM)를 통해 30kg 잉곳으로 제조하였으며, 1200℃/1h 열처리 후 50mm

로 압연 후 공냉하였다. 1차 탄화물(Primary carbide)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스

테나이징 온도는 1050℃에서 실시하였으며, 이 후 800℃와 600℃에서 약 73%  강

압연(50mm->13mm, 3~4pass)을 적용하여(오스포밍 효과) 합금 판재를 제작하였

다. 합금 판재는 ASTM규격에 시험편을 제작하였으며, 이 후 475℃에서 등온시효처

리 후 관련 기계적성질을 평가하였다(표 2 참조).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wt. %)

Alloy 

composition

C Co Ni Cr Mo La Fe

0.28 13.2 8.1 3.89 1.49 0.009 Bal.  

   

   

  Table 2  UTS, hardness and impact toughness of Ref, H800 and H600 steels

UTS (MPa) / Hardness (HRc) / toughness   (J)

1h 5h 10h 20h 50h

Ref 2142/56.5/18.1 2199/58.2/14.7
*
2229/58.3/15.7 2175/57.8/20.6 1953/54.9/17.2

H800 2228/58.3/23.0
*
2293/59.5/15.7 2211/58.2/18.6 2135/57.0/26.5 1934/54.2/39.2

H600
*
2334/60.1/17.2 2326/59.2/20.1 2247/58.9/21.1 2166/58.3/25.0 1930/54.7/34.3

*
   secondary hardening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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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rmal analysis 

   DSC실험을 통해 측정된 합금내 상변화에 의한 열량변화는 이차경화 석출거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JMA 모델 식을 이용한 물리적 변

화에 대한 해석은 합금의 시효처리시 발생되는 석출거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

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M2C탄화물의 석출거동을 분석하기위해 DSC 열량변화 곡선을 사용

하여 활성화 에너지(E)를 계산하였으며, 또한 측정된 열량변화 곡선으로부터 온도(시

간)-변태분율 곡선(S-curve)을 도출하여 JMA 모델 fitting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얻

어진 JMA 파라미터는 등온시효처리 조건에서의 이차경화 현상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

한 모델 fitting 파라미터로 활용하였다.

   고체 상변화거동을 예측하는데 활발히 사용되는 JMA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간

단히 표현될 수 있다[5-8].

   exp  ····· [2]

위 식에서 f는 M2C 탄화물의 석출정도( ≤ ≤ )를 의미하며,  n은 Avrami지수, 

k(T)는 속도상수를 의미한다. 속도상수 k(T)는 식[3]과 같이 Arrhenius 형태로 다

시 표현 될 수 있다. 

   exp

····· [3]

이 식에서 E와 R은 각각 활성화 에너지 및 기체상수를 의미하며, 는 온도 및 시간

에 의존하는 kinetic 파라미터로 속도상수(K)의 pre-exponential factor이다. 이러한 

kinetic인자는 일반적인 등온실험하의 물리적 특성(특정 부피/길이, 전기 저항성, 자화

정도)변화를 실험적으로 측정(식 [4] 참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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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기 식 [4]에서 Q는 DSC로부터 측정시 M2C석출과 관련되는 열량을 의미하며,  TS 

와 TE 는 석출물의 반응시작 온도와 완료되는 온도, 그리고 Tf 는 일정량의 M2C석출

과 관련되는 온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DSC실험시 일정 승온속도(  )하에서 열량변화를 측정

(non-isothermal condition)하기 때문에 등온열처리 조건과 같은 고정된 온도에서의 

시간에 따른 석출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로함수인 ≈
 

를 이용하여, 

식[2]를 다음의 식[5]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exp 
 

exp

 ····· [5]

한편, 활성화에너지(E)는 미세조직적 상태변화를 반영하는 값으로, 특히 합금내 탄화

물의 핵생성 및 성장모드와 같은 석출거동 변화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

한 정확한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하다. 상기 식 [5]에 나타낸 활성화에너지는 핵생성에 

필요한 에너지(EN)와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EG)의 평균값으로, 석출반응에 따른 활성

화에너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대 발열 peak 온도가 아닌  특정 석출정도(f)

와 관련되는 온도의 함수로써 유효활성화에너지(Eeff)를 측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Kissinger method[10,11,12]를 사용

하여 4, 8, 16K의 승온속도로 측정된 열량곡선으로부터 활성화에너지를 계산하였으

며, 또한 석출정도의 함수로써 유효활성화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였다. 

   상기에 나타낸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오스테나이징 영역에서의 강압연을 적용하지 않은 Ho의 경우, f≒0.5에서 Lee 와 

Allen 의 연구[13]에서 보고된 평균 활성화에너지 값인 331~354 kJ/mol(AerMet 

100합금의 시효처리시 M2C형성과 관련되는 활성화에너지 값)과 유사한 값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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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  및 ≈ 에서 평가된 유효활성화에너지는 각각 410 kJ/mole과 

220 kJ/mole을 나타내며 큰 차이를 보임.

 * 또한 상기의 유효활성화 에너지 값은 kissinger method에 의해 최대 발열 온도

(TP)로부터 측정된 320 kJ/mole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한편, H600의 경우, M2C 석출초기 및 완료단계에서 각각 130 kJ/mole, 175 

kJ/mole을 가지며 Ho합금과 비교해 매우 낮은 값을 가짐.

   상기에 요약된 결과는 고온 오스테니타이징 온도에서의 강압연이 비록 최종 마르

텐사이트 변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시효시 M2C의 석출거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Figure 6 - Variation of fraction transformed of M2C with the temperature in Ho, H800 and 

H600 steels: (inset: DSC result showing the heat flow curve measured with a heating rate 

of 8K)

   그림 6은 DSC실험을 통해 도출된 열량곡선 및 S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비선형 최

소자승 fitting(모델 fitting 결과: ≈ 의 경우, 좋은 fitting결과를 보여주나, 석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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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및 완료단계(≈ , ≈ )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임)에 의해 JMA 

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이 때 (≈0.3< f < 0.7) fitting오차는 시효초기 및 완료단계

에서의 석출물의 핵생성 및 성장거동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효단계에서의 실제 유효활성화에너지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림 7은 등온시효 조건하에서의 JMA 모델 fitting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 때 

fitting 파라미터는 ≈ 의 평균 활성화에너지로부터 도출된 전체 석출반응의 평균 

Avrami지수 및 속도상수를 사용하였으나, 활성화에너지의 경우, 시효초기 및 완료단

계에서의 석출거동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표 3에 나타낸 시효초기 f=0.2 및 과

시효(반응완료)단계의 f=0.8의 유효 활성화에너지를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

다.

   그림 7(a)-(c)에 나타낸 바와같이 Ho, H800, H600에서 각각의 석출정도에 따른

유효 활성화에너지 적용시 S곡선의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것은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형 합금강의 강압연 적용 및 압연온도의 감소는 M2C

석출시 요구되는 활성화에너지의 큰 변화를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상기에 나타낸 모

델 fitting절차만으로 시효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의 전반적인 석출거동을 설명하는 것

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평균 활성화에너지를 이용하여 석출거동을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본 합금강과 같이 시효시간(석출량 변화)에 따라 활성화에너지가 

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석출거동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14,15]. 또한 

Avrami 지수 (n)과 pre-exponential factor (k0)또한 활성화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온도(시간) 및 석출정도에 크게 의존하는 파라미터로 최종 등온조건하에서의 JMA 모

델 fitting시 이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 언급한 활성화에너지, Avrami지수, 속도상수(k0)를 온도(시

간) 및 석출정도(f) 따라 변화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의 식[6]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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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Fig. 7 - Calculated isothermal S-curve in (a)Ho, (b)H800 and (c)H600 steels

   식 [6]에서 f'는 전체 시효처리 구간에 따른 총 상변화 정도이며, fi는 특정 시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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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Values of  , n and Eeff in Ho, H800 and H600 by fitting the DSC data 

(Fig. 1) to the modified JMA model (Eq. [7])

Parameter

s

Eeff (20%) Eeff (50%) Eeff (80%)

Ho H800 H600 Ho H800 H600 Ho H800 H600

  (min
-1
) 2.28×

10
28

9.494×

10
15

1.217×

10
9

1.628×

10
21

2.687×

10
12

3.457×

10
10

4.478×

10
16

1.764×

10
13

6.055×

10
11

계(0<i<1)에서의 상변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fitting 파라미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S곡선의 변곡점을 기준으로 석출반응 시작단계(stage 1), 최대 반응속

도 단계(stage 2), 반응완료 단계(stage 3) 3가지로 구분하여 모델 fitting을 실시하

였다. 다시 말해서 시효초기 stage 1은 f=0~0.3을 의미하며, 최대 이차경화 반응과 

관련되는 stage 2는 f=0.3~0.7,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형상태에 접근하는 과시효 단

계에서의 석출거동을 반영하기 위해 stage 3의 f=0.7~1로 설정하였다. 이 때 적용될 

유효 활성화에너지는 각 단계별 평균값인  20%, 50%, 80% 석출이 진행되었을 때의 

유효 활성화에너지를 사용하였다. 

    식 [7]은 식[6]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 fitting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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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exp 
 

exp




  exp 
 

exp

 


 

                                           ···· [7]

이 식에서 kinetic 파라미터인 k0,1, k0,2, k0,3 과 n1,n2,n3은 최소자승오차인 

 ′   ′   ′  를 최소화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표 3 및 그림 8은 상기 식[7]을 활용하여 모델 fitting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DSC 실험을 통해 도출된 S곡선과 모델식으로부터 계산된 fitting 곡선이 전체 구간에

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점은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Avrami지수, 속도상수, 활성화에너지의 변화를 모두 고려하였

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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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0.7027 1.066 1.307 0.5173 0.8104 0.7719 0.6091 0.7923 0.7398

Eeff  

(kJ/mole)

407 234 137 312 188 159 247 200 177

Figure 8 - Least-squared fitting result in (a)Ho, (b)H800 and (c)H600 steels

   비록 본 연구합금강과는 다른 재료이나 비정질 CdGeAs2의 결정화시 속도상수(k0)

는 계면을 따라 원자가 이동하는 jump frequency factor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9], 또한 6061-Al 또는 Al/SiC 분말야금 재료의 경우, 높은 속도상수는 재료내 석

출 입자수(number density, NT)와 연관하여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0]. 

이러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속도상수는 핵생성뿐만 아니라 성장과 관련되는 kinetic 

파라미터로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강압연을 적용하지 않은 Ho합금의 경우,  

강압연을 적용한 H800 및 H600과 비교해 높은 속도상수를 나타내는 것은 M2C탄화

물의 석출거동(핵생성  및 성장)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 2에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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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성질 및 관련 석출거동에 대한 미세조직 분석결과와 상반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Avrami 지수인 n은 기본적으로 석출물의 성장모드와 관련되는 m(m=1: 

interface diffusion, m=2: volume diffusion) 및 성장치수와 관련되는 d(d=1,2,3)

의 함수인 d/m의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16]. 또한 n은 핵생성 모드가“site 

saturation”및“continuous nucleation”에 의해 석출반응이 지배되는 경우, 각각  

d/m 및 1+d/m의 값을 가지며, 또한 site saturation과 continuous nucleation이 동

시에 발생되는 경우, d/m과 1+d/m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미 활성화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시효초기 M2C

탄화물의 핵생성모드는 압연조건(Ho: non-deforemd, H800: deformed at 800℃, 

H600: deformed at 600℃)에 따라 “continuous nucleation”, “continuous 

nucleation plus site saturation” 그리고 “site saturation”등으로 변할 수 있음을 

예측한 바 있다[3].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시 표 3을 보게 되면, H600의 

경우, stage1에서 n은 1.307의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값은 핵생성속도가 거의 0에 

가까운 “site saturation"모드에서의 n의 값인 1.43과 유사한 것을 보여준다. 즉 

H600의 경우, 시효초기 M2C의 핵생성은 이미 완료되며, 이 후 석출속도는 성장속도

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유효활성화에너지를 통해 예측된 석출거동은 Avrami 지수

에서도 반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k0 및 n등의 kinetic파라미터의 

값을 이용하여 석출거동에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또한 본 연구 합금강

과 같이 M2C 석출이 진행됨에 따라 n, k0, Eeff가 동시에 변화는 경우, 이를 정확히 

규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 언급한 kinetic 파라미터

에 대한 물리적의미를 부여하는 것 보다는 JMA 모델 fitting을 위한 파라미터로 활용

하고자 한다.

   그림 9는 모델 fitting된 등온 S-curve 및 상변화 속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  이차경화 반응이 활발히 진행되는 stage 2의 경우, Ho에서 가장 작은 M2C탄화

물의 석출정도를 보이며, H800, H600 순서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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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효과에 의해 M2C탄화물의 핵생성 및 성장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즉 M2C

탄화물의 부피분율 증가는 상기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대 이차경화 구간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경도 및 강도확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stage 1, 3의 

경우, 점선으로 나타낸 상변화 속도를 이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합금내 전위밀도는 감소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M2C의 불균질 핵생성 장소 및 성장을 위한 확산경로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Stage 

1의 석출속도 곡선의 변화를 보게 되면, Ho 및 H800은 일정한 감소를 보이는데 반

해, H600의 경우, 석출초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앞서 두 합금의 석출속도 변

화와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빠른 1h에서 최대 이차경화 반응(경도/강도 등)을 보이는 H600의 경

우, 이와 유사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서 M2C 석출속도가 빠르게 감소되나, 가장 늦은 

10h에서 최대 이차경화 반응이 발생하는 Ho의 경우에는 가장 늦은 시간에서 이러한 

감속거동이 발생된다. 

   만일 stage 3의 경우, M2C의 핵생성은 거의 완료되기 때문에 M2C의 석출속도는 

단지 성장속도에 의해서만 지배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그림 9에 나타낸 공정조건 

변화에 따른 Ho, H800, H600에서의 석출속도의 감속거동은 M2C의 성장속도가 지연

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나 stage 1과 같이 핵생성 및 성장속도가 전체 석출속도를 반영하는 시효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H600합금을 제외한 H800 및 Ho에서 석출속도는 핵생성 속도와 성

장속도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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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 Model fit result showing the transformation rate and fraction transformed of 

M2C in Ho, H800 and H600 

 

  - Quantitative analysis of nano M2C carbides

   SANS실험을 통해 얻게 될 산란단면적은 다음의 two phase model을 이용하여 분

석할 수 있다[17].

Ω

   



∞

   ···· [8]

상기 식[8]에서 V(R) 및 N(R)은 산란입자 부피 및 크기분포를 의미한다. 또한  

F2(Q,R) 및 u는 산란입자의 form factor와 aspect ratio를 의미한다. 이 식에서 

는 식 [9]로 표현되는 산란 컨트라스트(이하 S.C로 칭함)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지와 산란입자(석출물)의 화학조성 및 밀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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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 [9]

상기 식에서 는 사용된 자기장(B)과 산란 백터(Q)사이의 방위각(azimuthal angle)

을 의미한다. 즉 자성특성을 지니는 조사시료에 대한 외부에서의 포화자기장

(satruation magnetization, 본 연구의 경우, ≒1.2Tesla 적용)인가시, SANS측정 결

과는 Q║인 산란 패턴(nuclear)과 Q⊥인 산란패턴(nuclear+magnetic)으로 구분

하여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두 가지 산란패턴을 이용하여  및 

의 절대산란 단면적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대부분의 탄화물(MC, M2C, M7C3, M6C, 

M23C6)은 자성특성을 지니지 않는(≈)“magnetic void”로 가정할 수 있다

[4.18]. 

   최근 연구결과[19]에 따르면 nuclear에 의해 산란된 SANS패턴을 이용한 석출물

의 분석은 외부에서 재료내 magnetic domain을 정렬하기에 충분한 자기장을 인가한 

경우에도, 합금내 분극의 스핀정렬 문제로 조사된 중성자의 산란패턴에 간섭을 발생시

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스핀의 정렬이 SANS측정 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

기위한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단지 magnetic에 의해 

산란된 SANS패턴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강한 magenetic 이방성을 가지는 합금의 경우에는, magnetic part의 산

란패턴 분석 또한 상당한 오차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20]. 

   일반적으로 합금의 자화특성은 결정립의 크기, 석출물의 형태, 합금내 존재하는 변

형량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정조건과 같은 미세구조적 이방성 등에 상

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20]. 결과적으로 중성자가 조사될 시료내 존재하는 미세구조

적 이방성은 비록 포화자기장이 인가된다 하더라도 시료의 측정방향에 따라 SANS패

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은 VSM을 통한 hysteresis loop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본 실험은 기본적으

로 SANS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외부자기장 변화에 따른 자화정도의 차

이를 시험편의 압연방향 및 시효시간(미세구조적 회복)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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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ure 10 - Hysteresis loop in H800 sample with aging condition and rolling direction

   As-quenced상태의 경우, 자기장의 방향과 시험편의 압연방향에 따라 hysterisis 

loop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약 50h 과시효처리시 이러한 효과는 무시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된다. 

   그림 11은 Ho와 H800합금 시험편의 SANS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앞에서의 

VSM결과와 동일한 목적으로 산란백터(Q)와 조사될 시험편의 압연방향(RD)이 서로 평

행한(RD//Q)조건과 수직(RD⊥Q)인 조건으로 구분하여 측정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as-quenched 상태의 nuclear+magnetic part에 의한 산란곡선의 경우, nuclear 

part에 의한 산란곡선과 비교해 산란강도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앞서 언급한 

VSM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서 solid symbol로 나타낸 Ho를 강압연된 H800(open 

symbol)와 비교해 볼 때 압연에 따라 형성된 미세조직적 이방성이 SANS 산란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50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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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효조건 뿐만 아니라 5h의 최대시효조건에서 뚜렷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11 - Effects of rolling direction on SANS scattering cross section

   그림 10, 11의 실험결과를 기초로 M2C탄화물의 SANS분석을 위한 시험편은 모두  

의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간섭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

며, 이때 SANS패턴의 분석은 nuclear part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합금강인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 합금의 주요 산란입자는 M2C 탄화물



- 35 -

이며, 이러한 합금탄화물의 SLD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탄화물내 합금조성 분석이 요구

된다. 일반적으로 이차경화형 고함량 Co-Ni계 마르텐사이트강의 시효처리시 석출되

는 M2C탄화물의 높은 석출 구동력은 시효초기 기지로부터 탄화물형성원소의 빠른 공

급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합금의 기지조성은 시효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

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AF1410합금을 이용하여 TEM 및 SANS분석을 실시한 Allen[4]의 연구결과를 참

고하면, 이 연구에서는 합금기지의 nuclear 와 magnetic SLD 값을 각각   

=7.016×1010 cm-2,   =4.239×1010cm-2을 적용하였으며, 이것은 상기에 설

명된 생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마르텐사이트 기지의 SLD는 표 4에 나타낸 BCC 기지의 평형조성을 이용

하여 계산할 수 있다. 

Table 4  Calculated matrix composition                      (wt. %)

Equilibrium

Matrix 

composition

C Co Ni Cr Mo La Fe

0 13.66 8.38 2.30 0.096 0.009 75.57

M2C

composition
8.37 0.011 0.007 49.8 41.8 0 0.053

 


 

 
 

  

 
··· [10]

   한편, M2C탄화물의 nuclear SLD는 TEM-EDX 및 SANS A-ratio를 이용하여 

평가될 수 있다. 

   그림 12 및 표 5는 TEM-EDX를 활용하여 분석한 M2C의 합금조성 변화를 시효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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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 TEM-EDX result for evaluating the M2C carbide composition

Table 5 Metal site fraction of M2C carbides in steel samples aged at 475
o
C for 50 and 

200 hours

Mean site   fraction (at. %)

50h aged 200h aged

Mo Cr Fe Mo Cr Fe

Ref. 8.93 (5.38) 79.14 (9.47) 11.93 (4.56) 15.66(7.29) 69.19 () 15.15 (2.40)

H800 7.79 (3.78) 66.66 (11.21) 25.56 (8.66) 17.36 (2.80) 61.08 (4.68) 21.56 (5.92)

H600 13.48 (5.19) 58.86 (6.92) 27.67 (7.39) 16.58 (4.31) 61.28 (3.55) 22.14 (6.75)

� Additionally,   Mo, Cr and Fe content in H800 aged at 475
o
Cfor5hisevaluatedto9.9,44.6and45.5at.%

이 때 결과는 약 30번 이상 측정 후 얻어진 합금조성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비록  

0.01~200h의 모든 시효구간에 대한 탄화물 조성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강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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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관련하여 Ho, H800, H600합금에서의 M2C탄화물의 조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먼저 50h 시효처리된 Ho합금을 살펴보게 되면, M2C탄화물내 Mo, 

Cr, Fe의 metal site fraction은 각각 8.93%, 79.14%, 11.93%로 Ayer[21]가 

AMS 6532(510℃/5h) 합금에 대해 TEM을 이용하여 분석한 12% Mo, 75% Cr, 

13% Fe와 유사한 값을 가진다. 그러나 강압연된 H800 및 H600합금의 경우, 상업용 

합금인 AMS 6532 뿐만 아니라 Ho와 비교할 때 50h 및 200h 시효처리된 합금에서 

상대적으로 Fe함량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한편, A-ratio를 이용한 탄화물의 조성분석은 다음의 식 [11]를 이용해 설명될 수 

있다. 

  

   


       



 


··· [11]

A-ratio는 SANS측정으로 얻은 nuclear 및 nuclear+magnetic S.C.의 비로부터 측

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계산된   
및  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앞의 표 4의 평형기지 조성으로부터  과 (
 ≈

 )는 각각 

5.29×1021cm-4 와 2.09×1021cm-4로 계산되며, 결과적으로 식 [11]의    값만 

있으면, A-ratio 값을 도출할 수 있다. 

   반대로 만일 SANS A-ratio값이 유효한 값을 가진다면,    는 측정된 SANS 

패턴으로부터 도출된 A-ratio값으로부터 역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시효(5h) 처리된 H800 뿐만 아니라 과시효(50h, 200h) 처리

된 Ho, H800, H600에서의 M2C탄화물 조성을 TEM-EDX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표 5 참조), 이러한 결과를 이용해∆   을 평가함으로서, SANS A-ratio 신뢰성

을 재평가하였다.

   그림 13은 Q값에 따른 A-ratio의 변화를 보여준다. TEM-EDX실험을 통해 약 

7~8 nm 크기를 가지는 M2C탄화물에 대한 탄화물 조성 분석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

된 A-ratio값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ANS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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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통해 도출된 A-ratio를 이용하여, 시효시간에 따른 M2C탄화물의 조성변화를 분

석하였다. Ho합금의 경우, 약 0.6~1.1nm-1의 Q range에서 A-ratio는 약 4~7.5을 

나타내며(표 5 나타낸 M2C탄화물 조성을 기초로 계산된 A-ratio는 3.75를 가짐), 

시효조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H800 및 H600의 경우

에는 시효초기 상대적으로 높은 A-ratio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후 시효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감소하며, 최종 과시효 조건에서 Ho의 약 4~7.5 수준과 유사해지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강압연된 합금의 시효초기 M2C탄화물은 압연을 적용하지 

않은 합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Fe함량을 가지며, 또한 이러한 M2C탄화물의 조

성은 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평형조성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이한 점으로

는 압연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시효초기부터 평형조성과 유사한 조성으로 M2C가 형

성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 하여서는 현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중에 있으나, 초기 강압

연에 의해 증가된 깁스자유에너지()에 의해 M2C의 핵생성 구동력이 증가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M2C탄화물의 구동력 증가는 평형조성과 다른 합금조성

을 가지는 M2C가 기지로부터 형성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것은 Fe의 빠른 확산

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은 상기 A-ratio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된 SLD 및 aspect-ratio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일부 조건은 본 연구와 유사한 합금강을 연구하였던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결과로부터 예측되었으며, 50, 200h 등의 과시효 조건의 경우, TEM 분석을 통

해 실험적으로 측정된 값을 고려하여 동일한 3을 적용하였다.

   그림 14는 표 6에 나타낸 aspect-ratio, SLD를 사용하여 fitting된 SANS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입자분포거동을 표현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식은 일반적으로 철강재료 

분석에 사용되는 lognormal 분포식을 이용하였다. 

   표 7은 SANS분석을 통해 도출된 석출물의 총 입자수(  ), 부피분율

   , 평균 석출물 크기       등을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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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 A-ratio as a function of scattering vector and aging time 

in (a) Ho, (b) H800 and (c) H600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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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values of nuclear scattering contrast and aspect ratio in Ho, H800 and H6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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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igure 14 – SANS data and fitted result: (a) Ho, (b) H800 and © H600 

 

Table 7 SANS analysis results in Ho, H800 and H600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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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SANS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면, H600합금의 경우, M2C탄화물의 입자수

(NT)는 시효초기부터 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o합금의 입자수(NT)는 오히려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공

정조건에 따라 핵생성 모드의 차이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결과로서 본 연구의 선행

연구인 “활성화에너지 변화가 핵생성 및 성장 모드에 미치는 영향”에서 예측된 결

과를 SANS결과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H600은 

“site saturation”, H800은“site saturation plus continuous nucleation” 그리

고 Ho는“continuous nucleation”으로 압연조건에 따라 핵생성 모드의 차이를 보이

며, 결과적으로 이차경화 현상 변화에 주된 요인이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그림 

15 참조).

  Figure 15 – Number density of M2C carbide in Ho, H800 and H600

  

   다시 표 2를 보게되면, H600의 최대 이차경화 구간(Ref: 10h, H800: 5h and 

H600: 1h)에서 M2C탄화물에 대한 평균 크기(minor axis radius of ellipsoidal M2C 

particles)는 약 1.33nm이며, H800 및 Ho은 각각 1.89nm, 2.17nm를 나타내었다. 

또한 M2C의 부피분율의 경우, Ho, H800, H600 순으로 각각 0.6, 0.8 그리고 1.4%

를 나타내었다. H600은 최대시효 시간인 1h에서 가장 높은 경도 및 강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오스테니타이트 영역에서의 강압연시 합금내 불균질 핵생성 장소인 전위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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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증가시키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미세한 M2C탄화물의 석출이 가속화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M2C석출반응이 거의 완료될 수 있는 약 50h 과시효조건의 경우, Ho, 

H800, H600의 부피분율은 각각 1.5%, 2.4%, 2.5%로 분석되었다. 만일 합금내 존재

하는 침입형 원소는 전체 부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M2C내 치환형 합금원소의 몰수/전체 시스템의 치환형 합금원소의 몰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22]. 

   본 연구합금을 748K에서 열처리시 존재할 수 있는 M2C탄화물의 평형부피분율은 

2.65%로, 50h 시효처리된 H800과 H600의 경우에 SANS로부터 측정된 부피분율은 

평형량과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Ho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약 1.5% 정

도로 M2C탄화물의 석출이 상대적으로 지체되는 것을 보여준다. 

   상기 표 7의 결과로부터 Ho합금의 약 100h 시효처리시 평형량과 유사한 M2C의 석

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량의 M2C가 석출되는 경우, 

Ho(100h), H800(50h), H600(50h)에서 Vf/NT/ 은 각각 

2.4%/6.5*1016cm-3/2.9nm, 2.4%/7.8*1016cm-3/2.85nm, 2.5%/10.9*1016cm-3/2.5nm

의 값을 가질 것이다. 즉 미재결정 오스테니타이트 영역에서의 강압연 효과는 동일한 

부피분율을 가지는 조건에서 보다 많고 미세한 M2C 석출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형 합금강의 오스포밍 공정의 적용은 내부에

너지 및 불균질 핵생성 장소의 증가 등을 통해 합금내 M2C석출을 위한 구동력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강압연에 의해 극대화된 M2C의 빠른 석출은 

M2C탄화물의 석출모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안

된 구간 비선형최소자승 fitting 및 DSC열분석 결과의 활용은 등온시효처리시 발생되

는 M2C 탄화물의 동적 석출거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서 본 연구를 통

해 수행된 중성자 소경각 산란장치와 상호보완적으로 이용될 때 향 후 합금 및 공정

설계를 최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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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r-Mo-W-V계 Ti함유 저합금 특수 공구강

   - 합금 및 공정설계

Table 8 Chemical composition of DCH-345(Mo) and Mo-X

   상기에 나타낸 표 8는 개발 합금 및 수입소재의 화학조성을 나타낸 것으로 본 개

발합금인 Mo-X의 경우, 고경도 나이프소재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DCH-345(Mo)(일본 Hitachi社 개발) 합금의 화학조성을 기본으로 미소합금원소(특

허와 관련된 보안상의 이유로 X라 칭함)를 첨가하여 합금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개발된 특수 공구소재이다. 

   본 합금에 첨가된 미소합금원소는 기본적으로 MC-type 탄화물을 기지내에 형성

시켜 고온 오스테니타이징시 초기 결정립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또한 시효열처리 형

성되는 2차입자의 핵생성 구동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합금은 30kg 잉곳으로 진공유도용해(VIM)하여 제조되었으며, 압하율에 따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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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계적 성질 및 이에 미치는 미세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합금의 sizing을 위

한 압연공정을 각각 ①80t -> 50t (33%) 및 ②80t -> 15t (83%)의 두 가지로 구

분하여 합금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합금의 열처리는 Metals Hand Book의 공구강 열

처리조건을 기준으로 975~1100℃에서 약 1h 오스테니타이징 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이 후 500~600℃의 중성염욕에서 약 30sec~64h의 등온시효처리를 진행하였다. 이

때 등온시효처리는 시효시간의 1/2 멀티-템퍼링을 적용하여 잔류오스테나이트 함량을 

최소화 하기위한 공정을 적용하였다(그림 16 참조).

Fig. 16 - Schematic diagram of processing condition 

  -실험결과

  그림 17은 미소합금원소를 첨가하여 개발된 Mo-X합금의 오스테니타이징 온도에 

따른 결정립 크기변화를 광학현미경으로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이다. 이 그림에 나타낸 

바와같이 개발소재의 오스테니타이징 온도 증가시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히 약 1150℃에서 1200℃로 오스테니타이징 온도 증가시 결정립의 

크기가 약 4배 이상 급격히 조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입계 

pinning 탄화물인 MC(M:V & X)탄화물이 재분해 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그림 

18-19의 SEM, 평형상분율(ThermoCalc), XRD등의 결과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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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 Optical Micrographs showing prior austenite grains in Mo-X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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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 SEM result showing primary carbide in each austenitizing temperature

  

                 (a)                                           (b)

Figure 19 – (a)Mole fraction of alloy carbide calculated by ThermoCalc

 (b)XRD result in Mo-X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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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개발소재는 시효처리 전 as-quenced상태에서 약 58Rc 수준의 경도값을 가지

며, 이 후 시효처리에 따른 이차경화 반응으로 약 60 HRc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 후 

열적열화 거동에 따라 시효온도 증가 또는 시효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경도가 감소하

게 된다. 이러한 경도값의 변화는 약 1050℃이상의 오스테니타이징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인성의 저하를 가져온다. 반면에 1050℃이하의 저온 오

스테니타이징시 이미 상당량의 탄화물 형성원소가 시효처리전 1차 입자에 의해 소모

되므로 효과적인 이차경화반응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인성은 증가하

나 본 소재에서 요구되는 경도를 확보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1200℃의 고온 오

스테니타이징시 9%이상의 잔류오스테나이트가 존재하나, 1100℃이하에서는 6% 이하

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3 참조). 상기의 언급한 공정변화 효과를 고

려할 때 약 1050℃(오스테니타이징)/560℃(템퍼링)의 조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경도

비 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그림 20 참조), 이에 따라 관련 합금소재에 미치는 미소

합금첨가 원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Table 9 – Amounts of retained austenite in Mo-X steel

1000℃ 1100℃ 1200℃

Mo-X 2.43% 4.61% 8.94%

Figure 20 - Equilibrium phase diagram calculated by Thermo-Calc in Mo-X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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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나이프용 공구강에 있어서 기계적성질은 결정립 크기 및 합금의 오스

테니타이징시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는 미용해 탄화물(primary carbides, 1차 탄화

물), 그리고 시효시 석출하는 이차경화 합금탄화물 (secondary carbides, 2차 탄화

물)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관련 합금소재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이러한 미세구조적 인자의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제어가 요구된다. 본 개발 합금인 

Mo-X의 경우, 합금의 열처리시 존재하는 탄화물은 크기에 따라 3종류로 구분하여 다

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그림 21 참조).

Figure 21- Schematic illustration for analyzing the micro structural variat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carbides

  * 1st population(>130nm)은 MC탄화물로써 오스테니타이징 온도 변화로 제어가 

가능하며 50~56Rc 수준에서 내마멸 특성 확보에 주요 지배 인자 임(그림 22)

  * 2nd population(10~130nm)은 평형 탄화물인 M23C6탄화물로써 성장속도가 빠르고 

재료의 열적 안정성을 저하시키게 되어 충격인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그림 23)

  * 마지막으로 3rd population(<10nm)은 MC탄화물로 58~62Rc의 고경도 수준에

서 Crack생성 저항성을 증가시키는데 주된 지배인자가 됨(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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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 TEM results showing 1st population within the alloy matrix

Figure 23 - TEM results showing 2nd population within the allo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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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 Variations in hardness and toughness 

with aging time in Mo and Mo-X steels 

Figure 24 - TEM results showing 3rd population within the alloy matrix

   그림 25는 Mo강과 Mo-X강의 경도 및 충격인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 실

선은 경도변화를, 점선은 Charpy V-notch 충격인성 변화를 보여준다. 한편 

Mo-X-83은 앞의 그림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83%의 압하율을 적용한 합금을 

의미하며, Mo-X-33은 약 33%의 

압하된 합금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DCH-345(Mo)와 Mo-X-83의 기계

적 성질을 비교해보면, 유사경도 수준

에서 충격인성이 약 2배 이상 차이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Mo-X-83이 Mo와 비교해 초기 오

스테나이트 결정립이 약 2배 이상 미

세화 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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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Mo-X-33와 DCH-345(Mo)는 결정립 크기가 거의 동일하지만 Mo-X-33

의 경우, 16h이상 시효 처리시 충격인성의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그림 26 참

조). 이러한 결과는 상기에 언급한 결정립 크기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이것은 합금의 

결정립 크기 이외의 다른 미세구조적 변화에 기인할 것이다.

  

Figure 26 - Optical Micrographs showing variation of prior austenite grain size 

in DCH-345(Mo) and Mo-X steels

 

   그림 27은 온도에 따른 DCH-345(Mo)와 Mo-X의 평형 탄화물분율을 나타낸 것

이다. 약 560℃시효 처리시 미소합금첨가된 Mo-X의 경우, MC 탄화물과 M23C6의 분

율은 DCH-345(Mo)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X는 

기본적으로 MC-type 탄화물의 석출 구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합금원소로, 시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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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물의 동적 석출거동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따라서 관련 석출거

동 변화에 대한 분석을 TEM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27 - Mole fraction of the alloy carbide in Mo and Mo-X steels

   

   그림 28은 Replica 시험편으로부터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낸 것으로 

DCH-345(Mo), Mo-X-83, Mo-X33합금의 시효시간에 따른 탄화물 석출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DCH-345(Mo)와 Mo-X-33은 30sec 시효시 MC탄화물 및 시멘타

이트와 함께 M23C6 탄화물이 관찰되며, 4min~1.5h 시효시 시멘타이트의 분해와 동시

에 M23C6탄화물의 석출이 보다 가속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Mo-X-83

은 1.5h 시효시에도 일부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는 시멘타이트와 함게 상대적으로 적

은량의 M23C6탄화물이 관찰된다. 이러한 결과는 DCH-345(Mo)와 비교할 때 미소합

금첨가된 Mo-X-83에서의 M23C6탄화물 형성이 지연되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소합금원소가 MC탄화물의 열적․화학적 안정성을 증가 시키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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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탄화물의 구조적인 측면(core-shell MC carbide의 형성)에서 M23C6 탄화물 형성

에 필요한 합금원소의 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28 - TEM result showing the variation of precipitation behavior with aging time in 

Mo, Mo-X-83 and Mo-X-33 steels

   

   본 연구에서는 Mo강에 미소합금원소 첨가 및 합금 및 열처리 공정을 개조하여 경

도비 인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고경도 나이프 소

재에서 중요시 되는 기계적 성질에는 경도와 인성 두 가지 이외에도 마모 저항성이 

중요한 성능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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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은 Pin-on-disk-type 마멸시험기를 이용하여 상온에서의 마멸속도, 마멸하

중 및 마멸거리에 따른 마멸량(wear loss)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DCH-345(Mo) 및 Mo-X-83합금의 마모특성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DCH-345(Mo)의 경우, 최종 열처리 후 경도는 약 58.8HRc이며, 이때의 마멸량은 

8.59mg이었다. 반면에 Mo-X-83의 경우, 유사경도 수준인 59.1HRc에서 마멸량은 

약 4.47mg으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마모저항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Cr-Mo-V계 고경도 특수공구강의 미소합금원소 첨가는 경도의 감소 

없이 인성은 최대 3배이상, 내마모특성은 약 1.8배 향상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Table 10 – Wear testing results presenting the effect of micro alloying element

Alloy

: process condition

MO-X-83 

:1050℃-560(45+45)h

DCH-345(Mo)

:1050℃-560(45+45)h

Wear loss 4.47 mg 8.59 mg

HRc 59.1 58.8

   상기에 나타낸 기계적 성질 평가결과는 미소합금첨가에 의한 미세구조(결정립, 이

차경화 합금 탄화물 등)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미세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량평가를 

위해 SANS를 이용하여 나노(1nm~100nm) 석출 입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29는 Mo-X-83과 DCH-345(Mo)의 SANS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

존 TEM 관찰 시 사이즈가 작아 정량분석이 어려웠던 3rd population(<10nm)와 2nd 

population(10~130nm)의 탄화물을 Sasfit software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non-linear least square fitting시 요구되는 SLD는 상기에 나타낸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형 합금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그림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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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Figure 29 – SANS intensities and fitted results in (1)Mo-X-83 and (2)DCH-345(Mo)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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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 SANS results showing the volume fraction and mean radius size 

of MC carbide in DCH-345(Mo) and Mo-X-83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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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 SANS results showing (a)volume fraction and (b)mean radius size 

of MC carbide in DCH-345(Mo) and Mo-X-83 steels 

Figure 32 – SANS results showing the volume distribution of M23C6 carbide 

in DCH-345(Mo) and Mo-X-83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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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33 – SANS results showing (a)volume fraction and (b)mean radius size 

of M23C6 carbide in DCH-345(Mo) and Mo-X-83 steels        

   그림 30은 3rd population(<10nm)의 미시효(4min)와 최대시효(1.5h) 그리고 과 

시효(32h)처리된 합금의 MC탄화물의 부피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1는 MC탄화

물의 부피분율 및 평균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Mo-X-83은 시효시간에 따라  

0.006~0.0125의 VP 및 1.2~1.5nm의 <>를 가지나 DCH-345(Mo)는 

0.0045~0.007 및 1.3~1.7nm를 나타내었다. 

   또한  2nd population(10~130nm)인 M23C6탄화물은 Mo-X-83의 경우,  

0.007~0.03의 VP 및 2.5~3.4nm의 <>를 보이며, DCH-345(Mo)는  

0.008~0.038의 VP에 3.0~3.6nm의 <>를 갖는다. 

   이는 미소합금원소 첨가로 미세한 크기(<10nm)를 가지는 MC탄화물의 VP는 증가

하나, <>는 오히려 감소하는데 반해, 보다 조대한 M23C6탄화물의 VP 및 <>은 동

시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마멸 저항성 향상 측면에서 사용열처

리 온도구간에서 MC탄화물에 의한 효과적인 기여가 가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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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 A-ratio values obtained from SANS experiments in Mo and Mo-X-83 steels 

   그림 34 는 DCH-345(Mo)와 Mo-X-83의 Q range의 변화에 따른 A-ratio를 

나타낸 것이다. A-ratio는 합금내에 존재하고 있는 탄화물의 조성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탄화물내 Fe함량 변화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우선 평형상에 가까워지는 32h 시효처리된 합금의 경우, MC탄화물(≒Q range: 

>0.85nm-1) 과 M23C6(≒Q range: 0.27~0.85nm-1)탄화물의 A-ratio는 거의 유사

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최대시효(1.5h) 및 미시효(4min) 조건의 경우, M23C6

탄화물의 석출과 관련되는 A-ratio값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A-ratio의 차이는 MO-X-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며, 이러한 결과는 

M23C6탄화물내 증가된 Fe 원자비에 기인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 진행중에 있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Cr-Mo-V계 나이프용 공구강에서의 미소합금원소첨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미세조직 변화가 경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시효초기 경도 상승은 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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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차탄화물(미용해탄화물)이 아닌 1~130nm 크기의 미세한 탄화물의 핵생성 및 성

장거동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초기 경도 증가에 기여한다. 이 후 탄화물

의 핵생성 및 성장이 완료되며, 이 후 조대화 및 기지 자체의 열적열화(탄소 확산)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이차경화 현상).

   반면 인성의 경우에는 앞서 경도변화에 기여하는 MC탄화물의 석출 거동 변화와 

함께 M23C6탄화물의 핵생성 및 성장, 그리고 조대화 거동뿐만 아니라 결정립 미세화 

효과와 상호복합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설명된 OM(그림 26), TEM(그림 28), SANS(그림 33)분석결과로 알수 있

는 바와같이 DCH-345(Mo)합금의 경우 Mo-X-83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결정립이 

조대하며, 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M23C6의 석출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최대시효 

뿐만 아니라 과시효 구간에서의 전반적으로 낮은 인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Mo-X-83의 경우, M23C6탄화물의 높은 Fe함량은 기지 및 MC탄화물에서의 Cr확산 

및 이에 따른 조성 재분배 등과 관련지어 성장거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준안정상태의 M23C6탄화물은 평형탄화물의 합금조성과 유사한 함량을 가지는 

DCH-345(Mo)와 비교해 성장이 상대적으로 억제되며, 결과적으로 M23C6의 석출에 

앞서 형성되는 MC탄화물의 안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중에 있으며, 비록 관련 연구결과를 본 최종 보고서에 포함

하지는 못하였으나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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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본 연구는 첨단구조재료용 고합금강 및 고강도 철강절단용 고경도 공구강의 합금 

및 공정조건(압하량, 열처리 온도 및 시간)변화에 따른 이차경화 나노 합금탄화물의 정량적 평

가 및 분석을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며, SANS, DSC, TEM 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시

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초고강도 고인성 Co-Ni계 고합금강 뿐만 아니라, 저합금계 특수 공구강의 이차경

화현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결과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미세한 크기의 1,2차 입자(<10nm)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이를 활용한 합금 및 공정설계를 최

적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Ni계 이차경화형 합금강에 오스포밍 공정을 적

용하여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M2C석출거동의 효과를 DSC 및 SANS를 활용하여 현상학적/정량

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압연조건의 변화로부터 석출거동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기존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합금원소 효과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다. 또한 Cr-Mo-V계 나이프용 공구

강의 경도비 인성, 마모저항성 등에 미치는 미소합금첨가효과를 이차경화 탄화물의 석출거동의 

변화라하 관점에서 SAN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재 본 개발소재는 포스코(주)와 같은 대

표철강사의 절단소재를 대부분 대체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본 SANS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

는 향 후 국내 고경도 특수공구강 소재 뿐만 아니라 극초고강도 첨단구조재료용 고합금강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한 합금원소 효과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특히 합금 및 공정설계 최적화를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였다는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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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첨단구조재료용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형 고합금강 및 Cr-Mo-V계 특수 공구강의 이차경

화 탄화물의 석출거동의 정량분석을 위한 SANS활용 연구는 컴퓨팅 활용 이론 합금설계시 반드

시 필요한 제어인자(DG, NT, Vf, <> 등) 및 최적화 인자의 도출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컴퓨팅 이론 합금 및 공정설계

 -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합금강의 희유금속 대체 연구 

 - 저합금 특수 공구강의 성능향상을 위한 합금조성 최적화

 - 이론적 합금 및 공정설계에 요구되는 최적화 인자의 도출 

 - 합금원소 변화가 나노 이차경화 합금탄화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 DSC를 활용한 준-경험적 예측 모델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보완

 - 상기의 학문적 활용 뿐만 아니라 관련 결과를 기초로한 업그레이드 합금 소재개발 등 폭넓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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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1) 첨단구조재료용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형 고합금강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강은 시효시 형성되는 조대한 M3C-type 시멘타이트를 

미세한 M2C 탄화물로 대체함으로서 강도비 인성을 크게 향상시킨 대표적인 첨단구조

용 합금소재이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AerMet계열 합금의 조성을 대폭 개조하

였으며,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최적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초고강도 고인성 수준에

서 부식저항 특성까지 겸비하는 친환경 합금소재를 개발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친환

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에 유해한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표면처리 소재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어 AerMet합금소재의 폭넓은 적용을 제한하는 

65요인이 될 것이다.

   표면처리 없이도 내부식성을 겸비하는 대표적인 합금강인 Ferrium S53의 경우, 

CrO의 자체피막 형성기술을 통해 표면처리없이도 부식환경하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

고되고 있다. 이 합금계는 합금설계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AerMet계열 및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고인성 극초고강도 합금소재와 유사한 설계 특성을 보인다. 즉, Mo(or 

W), Cr에 의한 나노크기의 M2C를 이용해 기본적인 강도비 인성을 확보하며, Cr함량

의 조절을 통해 내부식저항성 까지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 Cr은 마르텐사이트 형성에 

대한 경화능을 증가시키지만, Ms온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과도한 첨가

는 상온에서 오스테나이트를 다량 잔류시켜 항복강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서 초반에 언급한 바 있다. 반면에 인성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Ni은 기본적

으로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로서 오스테나이트 상온잔류와 관련하여 항복강도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Cr함량의 증가시 필수적으로 Ni함량의 감소가 요

구되며, Cr함량을 약 10 wt% 증가시킨 Ferrium S53에서도 Ni의 함량을 약 5.5 

wt%로 기존의 AerMet계열의 11~12 wt%보다 50%이상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Cr의 증가 및 Ni의 감소는 기지조직 및 탄화물 형성의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재의 전반적인 기계적성질 특히 인성의 확보를 어렵게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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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존의 이차경화 합금계에 대한 합금원소의 상호복합적 영향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의 재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합금소재의 개발은 대부분 미국의 Questek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연구개발은 열역학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이론설계 및 

SANS분석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는 것이다. 

  (2)Cr-Mo-W-V계 Ti함유 저합금 특수 공구강

   합금내에 존재하여 인성보다는 강도 및 내마모 특성을 향상시키는 1차입자의 제어

는 기본적인 합금의 기지 물성치에서 인성 및 마멸 저항성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대표적인 특수강 제조회사 중 하나인 미국

의 Crucible사에서는 이러한 1차입자를 보다 균일하고 미세한 형태로 제어함으로써, 

추가적인 합금개조 없이 인성뿐만 아니라 마멸 저항성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

로 CPM(Crucible Powder Metallurgy)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제조단가가 비싼 분말야금(powder metallugy, P/M)강의 단점을 극복하였다는 측면

에서,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과이나 1차입자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P/M기

술을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사용에 제한이 되고 있다. 

   그림 35은 Crucible사의 CPM(그림 35(a))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합금의 미세조

직(그림 35(b)) 및 관련 물성치 변화(그림 35(c))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 공정을 통

해 제조된 합금(5㎛ 이상의 조대한 탄화물+ 5㎛ 이하의 미세한 탄화물 함유)과 비교

할 때 1차입자의 부피분율, 크기, 분포와 같은 미세구조적 파라미터가 효과적으로 제

어되었으며, 그 결과 경도, 내충격(인성), 마멸 저항성이 동시에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Daido steel에서는 열역학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 컴퓨터 설계기

법 뿐만 아니라 이차경화현상을 저합금계 특수강 소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1차입

자를 제거함에도 인성 및 내마멸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지강화 고속도강(Matrix 

High-Speed Steels)을 개발한 바 있다. 이 합금은 최근 차세대 소재로 각광받고 있

는 새로운 개념의 합금으로 열연 및 냉연판재 절단용 나이프뿐만 아니라, 고경도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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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b)

도 공구강인 M2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55~59 HRc의 경도 범위

에서 기존 소재와 비교해 인성이 향상되었으며, 고가의 P/M강 보다 생산단가가 낮아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산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합금은 일본의 대표적인 특수강 회사로 Hitachi Metals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였

으며, 경도 수준에 따라 각각 YXR 33, 3, 7로 명명되어 산업화 되었다. 이 후 

Nachi-Fujikoshi의 MDS1, MDS3, MDS7 및 Daido steel의 MH85, MH88등 지속

적으로 제품화 되었으며, 최근 Daido Steel에서는 기존 MH강 및 YXR, MDS강의 성

능을 보다 향상시켜 DRM1, 2, 3(dream steel system)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Figure 35 - (a)Microstructural difference, (b) CPM products and 

(c) effects of CPM process on high speed steels.

   그러나 이합금은 현재 일본내에서만 기존 특수강소재를 빠르게 대체해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탄화물형성원소(Mo, Cr, W, Mo+W)의 최적화 및 Ti(La)첨가 효

과, 그리고 더블-오스테니타이징 및 멀티-템퍼링과 같은 합금 및 공정설계와 관련하

여 추가적인 개조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보고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관련 합금계에 대한 앞선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 66 -

제7장 참고문헌
  

[1] R. Ghosh, S.U. Egelhaaf and A.R. Rennie, ILL report, ILL06GH05T (2006)

[2] J. Kohlbrecher, SASfit, version 2011-09-27, PSI, Germany (2011)

[3] K.S. Cho, J.H. Choi, H.S. Kang, K.B. Lee, H.R. Yang and H. Kwon : Mater. Sci. 

Eng. A, vol.527, 7286 (2010).

[4] A.J. Allen, D. Gavillet and J.R. Weertman, Acta, Metall. Vol.41, no.6, 1869 (1993)

[5] W.A. Johnson and R.F. Mehl, Trans. Am. Inst. Min. Metall. Eng. 135, 416 (1939)

[6] M. Avrami, J. Chem. Phys. 7, 1109 (1939)

[7] F. Liu, F. Sommer and E.J. Mittemeijer, J. Mater. Sci. 39, 1621 (2004)

[8] Z. Guo, W. Sha and D. Li, Mater. Sci. Eng. A, 373, 10 (2004)

[9] R.F. Speyer, B.C. Richardson and S.H. Risbud, Metall. Trans. A, vol.17a, 1479 (1986)

[10] A. Borrego and G. Gonzalex-Doncel, Mater. Sci. Eng. A, 245, 10 (1998)

[11] M.J. Starink and A.M. Zahra, Thermochim. Acta, 292, 159 (1997)

[12] H.E. Kissinger, Analyt. Chem. 29, 1702 (1957)

[13] H.M. Lee and S.M. Allen, Metall. Mater. Trans. A, 22, 2877 (1991)

[14] Z. Guo, W. Sha and D. Li, Mater. Sci. Eng. A, 373, 10 (2004)

[15] A. Borrego and G. Gonzalex-Doncel, Mater. Sci. Eng. A, 245, 10 (1998)

[16] F. Liu, F. Sommer and E.J. Mittemeijer, J. Mater. Sci. 39, 1621 (2004)

[17] B.S. Seong, E.J. Shin and S.H. Choi, Appl. Phys, A, 99, 613 (2010)

[18] M. Bischof, P. Staron, D. Caliskanoglu, H. Leitner, C. Scheu and H. Clemens, Mater. 

Sci. Eng. A, 472, 148 (2008)

[19] M. Bischof, P. Staron, A. Michels, P. Granitzer, K. Rumpf, H. Leitner, C. Scheu and 

H. Clemens, Acta, Mater., 55, 2637 (2007)

[20] A. Dhar, L. Clapham and D.L. Atherton, NDT&E, Inter., 34, 507 (2001)

[21] R. Ayer and P.M. Machmeier, Metall. Trans. A, vol.24, 1943 (1993)

[22] X. Hu, M. Zhang, X. Wu and L. Li, J. Mater. Sci. Tehchonol., vol.22, no.2, 153 

(2006)



- 67 -



학술대회 논문발표 성과정보

과제번호 발표년월 학술대회명 저자 논문제목 학술대회구분 개최국

2011-0018890 201110
대한금속 재료학회 추계 학술대

회
박성수

5% Cr 공구강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압연효과 

및 탄화물 석출거동의 

영향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

2011-0018890 201111 첨단구조재료 심포지엄 조기섭

5% Cr 공구강의 기계적

성질 및 탄화물석출에 

미치는 합금원소의 영향

국내학술대회 대한민국

사업명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지원분야 연구책임자 권훈 주관기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번호 2011-0018890 과제명
Cr-Mo-W-V계 공구강의 탄화물 석출거동에 미치는 Ti첨가 효과에 관

한 영향

연구성과(연구마루 입력성과)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2011-0018890
부처사업명(대)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사업명(중)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사업
세부사업명(소)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하나로)

부처 기술분류 재료 금속재료 구조재료 국가기술지도
(NTRM) B040417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 재료 금속재료 구조재료

총 괄 과 제 냉중성자 이용지원 총괄책임자(기관) 이기홍
(원자력연구원)

과 제 명
Cr-Mo-W-V계 공구강의 
탄화물 석출거동에 미치는 
Ti첨가 효과에 관한 영향

연 구 단 계 1/1
연 구 기 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권 훈

연 구 기 간
연 구 비
(천원)

연 차 기 간 정 부 민 간 계
1차연도 2011.05.01~

2012.04.30 29,000 29,000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2011.05.01~
2012.04.30 29,000 29,000

참 여 기 업
상 대 국 상대국 연구기관

2. 평가일 : 2012.03.30
3. 평가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국민대학교 교수 권 훈

4. 평가자 확인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

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시에 기초자료
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붙임)
Ⅰ. 연구개발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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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및 2차입자(secodary particle)의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분석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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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 산업에서의 기계적 성질 향상이 가능한 최적의 공정조건의 기초를 제공하여 

산업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됨. 

 - 연구개발을 통해 특수강분야뿐만 아니라 첨단구조재료용 고합금강 분야에서 국내 

자체 기술력 강화를 통해 해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3.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 기존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했던 나노사이즈(<10nm)의 2차입자의 효과적인 제어 가

능함.

- 합금 및 공정설계 최적화를 통해 저합금계 뿐만 아니라 고강도 고인성 합금인 고함

량 Co-Ni계에 이르기까지 적용이 가능

- 철강분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재료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최초 연구개발 목표인 SANS를 통한 1,2차입자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지난 1년

간 원자력 연구소에서 SANS실험 장비를 약 3주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데

이터를 약 6개월간 분석, 최초 목표로 했던 결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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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a Materialia 제출 예정

-‘Isothermal kinetics of M2C carbide in severely deforemd ultrahigh strength 

steel‘ 

K.S. Cho, S.S. Park and H. Kwon  

   



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 부 연 구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1 고경도 고인성을 겸비하는 

저합금 특수 공구강

 공정조건 변화에 따른 이차경화 

합금탄화물(<10nm)의 정량적 평

가 및 분석을 진행함.

70%

2 극초고강도 이차경화형 

고합금강

 합금원소 및 압연조건에 변화 따른 

M2C탄화물의 핵생성 및 성장속도에 

대해 분석함. 

95%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 국내 철강분야에서 기존에 분석하지 못했던 나노사이즈(<10nm)의 탄화물의 분석
이 가능해짐.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합금 및 공정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국가적인 장비인 SANS(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를 통한 기술력 확보로 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경쟁력 확보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 할 것으로 판단됨.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 국내 철강분야에서 SANS를 이용한 탄화물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철강분야의 SANS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충분한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SANS 실험을 진행하여 기존에 예측하였던 결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해 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이론적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컴퓨팅 이론 합금 및 공정설계
 - 고함량 Co-Ni계 이차경화합금강의 희유금속 대체 연구 
 - 저합금 특수 공구강의 성능향상을 위한 합금조성 최적화
 - 이론적 합금 및 공정설계에 요구되는 최적화 인자의 도출 
 - 합금원소 변화가 나노 이차경화 합금탄화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 DSC를 활용한 준-경험적 예측 모델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보완
 - 상기의 학문적 활용 뿐만 아니라 관련 결과를 기초로한 업그레이드 합금 소재개발 등 폭넓은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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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영문요약서)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structure of micelles formed by a 
deuterated polystyrene-poly(ethylene oxide) diblock copolymer (dPS-b-PEO) 
in heavy water were investigated with small-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SANS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hard-sphere structure factor in 
combination with the form factor of a core-shell model. The micelle 
aggregaion number and corona radius were obtained from the fits to the SANS 
data. The micelle aggregation number decreased with temperature from 25 ℃ 
to 50 ℃, with a corresponding increase in the core radius. However, the shell 
thickness of micelles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These structural 
changes of micelles might be ascribed to the decrease in the hydration volume 
per hydrophilic group in the corona because of increase in hydrophobicity of 
the PEO block with increasing temperature. On the other hand, the shell 
thickness of micelles increased with temperature from 60 ℃ to 85 ℃. These 
structural changes of micelles might be ascribed to the enhanced 
conformational entropy of chain segments of the shell at higher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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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성 액체를 계면 활성제로 이용한 미세 구조체를 만들었다. 미세 구조체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장비를 통한 
Contrast matching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여러 모델을 통해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조건 변화에 따른 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구조체 형성 원
리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이온성 액체, 계면 활성제, 마이크로 유상액, 
소각 중성자 산란, 대비 조화

영 어 Ionic Liquid, Surfactant, Microemulsion,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Contrast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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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온성 액체 계면 활성제를 이용한 water in oil microemulsion 구조 실험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유기 용매 내에서 일어나는 이온성 액체의 자체 뭉침 현상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미세 구조체를 만들고, SANS를 이용하여 그 구조를 분석한다. 나아가 
내부 및 외부 조건 변화에 따른 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이온성 액체의 구조 형
성 매카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집중되고 있는 현상론적인 접근이 
아닌 물성 연구를 통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으로 이온성 액체의 응용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온성 액체의 뭉침 현상을 통해 미세 구조체를 만들고, 그 구조를 명확히 파
악한다. 또한 조건 변화에 따른 구조 변화를 확인한다.

Ⅳ. 연구개발결과
  이온성 액체를 계면 활성제로 활용하여 w/o microemulsion 미세 구조체를 만
들고, 내부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SANS의 Contrast match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여러 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미세 구조체의 각 부분의 SLD 
(Scattering Length Density) 및 구성 성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미세 구
조체의 농도에 변화를 주어 상변이 근방의 구조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변화도 확인하였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이온성 액체는 높은 이온 전도도 및 비휘발성, 비가연성, 열적 안정성 등의 장
점으로 그 자체로 응용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이 물질의 미세 구조체 또한 전
해질 또는 전해질 막 등의 화학 전기 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겠다. 또한 미세 구조체의 응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 파악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이온 전도도와 같은 성질을 측정하여 그 활용가능성을 알아
보고, 실용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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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영문요약문)

 Environment-friendly materials, Ionic Liquids have been studied actively 
in the electro-chemical industry because of their unique advantages such 
as nonvolatile, nonflammable, high thermal stability, and high conductivity. 
In this investigation, we want to study about aggregation of ionic liquids in 
the organic solvent. At first, we made microstructure by using aggregation 
phenomena of ionic liquids. Above all, ionic liquids like surfactant formed 
microstructure like microemulsion in the mixture of water and oil. These 
microstructures are analyzed by 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SANS). 
By using that, we tried to make appropriate model of microstructure, and 
investigated structural change from analysis at different condition. These 
study is about basic study of material, so it could be expected to apply in 
the diverse electro-chemical field. Moreover, these proposal will guide an 
origin technology for green energy.

  



- 6 -

CONTENTS
  (영문목차)

[1] Outline

[2] Recent state of Technical Development 

[3] Result

[4] Achievement and Contribution 

[5] Plan for Application

[6] Global Report of Science and Technology

[7] References

 



- 7 -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7장 참고문헌



- 8 -



- 9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0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ӓ



- 11 -



- 12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13 -

  

 for∙  



- 14 -

ρ

ρ ρ

                   



- 15 -

 



- 16 -

Φ

Φ

그림 200. 온도 

변화에 따른 산란 (a), 



- 17 -



- 18 -

년 도 연구 개발 목표 평 가 달성도

2011

이온성 액체를 계면 활성제로 이용

한 미세 구조체의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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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성 액체를 용매제가 아닌 계면 활성제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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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행된 이온성 액체 자체의 전해질 또는 촉매제로서의 응용가능성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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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성 액체는 높은 이온 전도도 및 비휘발성, 비가연성, 열적 안정성 등의 성
질로 그 자체로 응용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이 물질의 미세 구조체 또한 전해질 
또는 전해질 막 등의 청정 에너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4. 연구개발 수행노력의 성실도
 미세 구조체의 명확한 세부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면밀하게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SANS 이외의 다른 실험으로도 모델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하였
다. 
  5. 공개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지적재산권․발표회 개최 등)
� 제 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중성자 산란 학술대회(2011.11)에서  “Neutron 

Scattering Application of Soft Matter including Biomaterials” 주제로 구두 
발표.

   비 고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각 항목별 200
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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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목표 달성도
번호 세 부 연 구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1
이온성 액체를 계면 활성제
로 이용한 미세 구조체의 구
조 분석

 Contrast matching 기법 및  
모델을 이용한 미세 구조체의 
적합한 모델 제시

90%

2 조성 변화에 따른 구조 변화 미세 구조체의 상 변이 근방에
서의 변화 여부 확인 70%

3 온도 변화에 따른 구조 변화 온도에 따른 미세 구조체의 안
정성 및 변화 여부 확인 70%

Ⅲ. 종합의견
  1.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이온성 액체의 미세 구조체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조건에 따른 구조변화 연구를 통해 구조체 형성의 원리를 파악하
는데 주력하였다.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이온성 액체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론적 접근이 아닌 물성 자체에 대한 연구로 
당장의 적용보다는 앞으로의 응용 가능성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전지의 전해질 같은 에너지 분야로의 응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세 구조
체의 이온전도도 같은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를 높이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Ⅳ. 보안성 검토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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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Ⅳ. 연구개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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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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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Studies on the strain-induced crystallization behavior of SBS elastomer by 
neutron scattering

II. Aim of study

Ⅲ. Research content and scope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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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otential Application of Research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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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합성고무는 석유화학원료로 생산되기 때문에 석유화학산업의 범 에 속한다. 그 

수요는 련업계의 성장세, 경기변동과 체품 계가 있는 천연고무의 생산량에 

따라 향을 받는다. 합성고무는 타이어, 신발, 기타 산업용 고무제품의 주원료로 

1990년 이후 국내 수요가 꾸 한 증가세를 보인다. 국내 합성고무 생산규모는 2008

년 107만 M/T (5년간 약 7.4%의 연평균 성장률), 수출액은 1992백만 달러(5년간 

약 36%의 성장률), 수입액은 519백만 달러(연평균 약 17% 성장률)로 지속 인 수

요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부타디엔, 스티 을 합해 만든 공 합체는 라텍스까

지 포함할 경우 합성고무 수요의 약 50%를 차지한다. 하지만 꾸 히 합성고무에 

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국내 기술  연구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Styrene Butadiene Rubber (SBR)는 부타디엔(Butadiene)과 스티 (Styrene)을 합

해 만든 공 합체로 고 인 고분자 혼합 방식보다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

에 부합하고 상 으로 잘 혼합되지 않는 물질이 복합 구조물을 형성하게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 이용 분야가 더 폭넓고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SBR

은 천연고무에 비해 내마모성, 내노화성, 내열성이 우수한 장 을 가지고 있으며 가

공성이 용이하고 가황특성이 안정 이어서 타이어, 신발, 고무호스, 밸트, 착체 등 

부분의 일반고무 제품에 사용이 가능하다. SBR에 해서는 구조의 형성과 련

된 제조 조건에 한 연구와 기계 인 특성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종 물성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장유도 변형 거동에 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성자 산란 실험과 인장실험을 동

시에 수행하여 구조 인 변형 거동을 연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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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이 체 합성고무 생산량의 약 40%

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호석유화학이나 LG화학을 심으로 부타디엔, 스

티  고무의 합성, 생산  제품으로 상용화되어 매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

다. SBR은 스티 이 3개의 구조 즉, cis, trans 그리고 vinyl 구조를 갖는 부타디엔

과의 랜덤공 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두 블록간 비율  각 구조의 비율 그리

고 결합 방식 등 다양한 구조에 따라 물성 한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성능 개선 

 개발을 한 구조와 기계 인 연 성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한 실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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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부타디엔/스티  공 합체는 고 인 고분자 혼합 방식보다 특수한 기능을 요구

하는 분야에 부합하고 상 으로 잘 혼합되지 않는 물질이 복합 구조물을 형성하

게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 이용 분야가 넓다. 

본 과제에서는 SBS (polystyrene-polybutadiene-polystyrene) 공 합체의 인장과 압

출에 의한 구조체의 변형 거동을 으로 연구하 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SBS 시료에 한 성분 분석 결과 ( 호석유화학 앙

연구소 제공)이다. 스티 과 부타디엔의 결합형태에 따라 KTR-101은 선형, 

KTR-401은 방사형 타입이며 polystyrene의 함량은 약 31%로 거의 동일하다. (그림 

1)

표 1. SBS 생산품에 한 분석

분석항목 KTR-101 KTR-401

NMR

Bound ST(wt%) 31.5 31

Vinyl (%) 11.7 12.2

Block ST(%) 99.0 99.8

GPC

Mw(coupling 후) 95000 198000

Mw(coupling ) 52000 69000

Coupling Efficiency (%) 87.1 87.3

Coupling Number - 3.1

UTM

Hardness 77 82

Tensile strength (kgf/cm2) 310 250

Elongation (%) 800 700

300% M(kgf/cm2) 26 31

그림 1. SBS 공 합체의 결합형태 (좌: KTR-101 (선형), 우: KTR-401 (방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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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 기술  측면

 변형에 의한 탄성체의 구조  변형은 최종 성형품의 사용단계뿐만 아니라 제조 공

정  사출기에서의 온도, 압력, shear와 같은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

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물성의 변화 는 제품 품질의 하락과 같은 기치 못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고무 탄성체의 구조 변형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하면 제조 공정  사출기의 맞춤형 디자인이 가능하며 최종 제품의 물성

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 도출된 결과는 고성능 제품 제조의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개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경제  산업  측면

 SBS 공 합체는  고연비 고성능 타이어를 포함하는 고부가가치 고무생산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SBS 제품의 물성 개

선과 공정 기획  설계에 직 으로 향을 주어 고성능 제품 생산에 기여할 것

으로 기 며 이로 인한 고무 생산 업체의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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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고무의 인장에 따른 결정 변형 모델 제시

 고무 탄성체의 인장결정화 모델은 고분자 물리학에서도 매우 요한 분야이다. 천

연고무의 인장결정화 거동에 해서 기존에는 변형시 모든 가교  사이가 균일하게 

배향된다는 모델이었지만 최근 들어 방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고인장 상태에서

도 상당히 많은 양의 비결정이 잔존하고 있음을 찰하 고 이를 토 로 가교  사

이가 불균일하게 배향하며 많은 등방성 비결정이 남아있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었

다. 그러나 새로운 분석 기법의 개발과 더불어 고무의 인장결정화 모델을 확립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면에서 고무 결정화 

이론의 근거로써 학문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산-학-연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산업체 기술 지원  맞춤

형 연구원 육성

 본 연구는 산-학-연 공동연구로 산업체 보유의 제품 생산 기술 노하우와 연구원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연구시설 이용자 변 확 뿐만 아니

라 산업체에서 실질 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연구능력을 보유한 연구원을 육성하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체의 신제품 개발

에 직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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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 기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황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SANS를 이용하여 interpenetrating 

polymer networks의 합  가교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 이와 구조 

변화에 한 연구

나노기술에 필요한 특수

한 분자구조 설계 분야로

의 응용 가능.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SA

방사  각 X-선 산란 실험을 통

하여 천연고무의 인장결정화와 기계

인 특성의 연 성에 한 연구

인장에 따른 구조 인 변

화가 기계 인 특성에 미

치는 향을 분석.

W u h a n 

University, China

분자형태가 다른 SBS 공 합체를 

compression mold와  solution-cast

로 시편을 제작하여 물성  특성을 

NMR, SEM, WAXD 등으로 분석.

Star-shape SBS 공 합

체의 기계  물성, 투과

도, 혼화성이  우수함.

제6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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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연구마루 입력성과)

※ 연구성과 다운 매뉴얼(http://maru.nrf.re.kr/manual/pms/)을 참고하여 연구마루에 
입력된 성과 다운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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