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학년도 전기 신입생 선발 한국원자력연구원 연수제안서
□ 가속기 및 핵융합 물리공학
순번

1

연구단/팀

초고속방사선
연구실

연구내용 및 범위
◦ 시간분해 전자회절을 이용한 물성 연구(초고속전자회절을 이용한 물성 분석)
- 실험 장치 개발 (고체, 기체, 액체 상태 시료)
- 박막 시료 제작 및 전자회절 측정
- 실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조변화 정보 추출 및 해석
◦ 테라헤르츠파 연구(비선형 광학을 이용한 고출력 테라헤르츠 발생 및 응용)
- 비선형 광학을 이용한 고출력‧고효율 테라헤르츠파 발생 및 검출
- 테라헤르츠파 분광학 연구
-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한 물성 연구
◦ 극한 물리 환경 구현 연구(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극한 물리 환경 연구)
- 초고출력 레이저 유지 및 안정화 기술
- 레이저와 플라즈마의 상호 작용을 이용한 극한 물리 환경 (초고압, 고온, 고자기장, 고방사선) 발생 및 계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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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A에 기초한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설계, 구축, 운영 연구
- 빔동력학 코드를 이용한 입사용 선형가속기, 저장링, 빔라인 설계 연구 (ASTRA, MAD, ELEGANT, GENESIS, CST)
- 인공지능(AI), EPICS 제어시스템에 기반한 가속기 최적화 연구
- 차세대 빔진단시스템 개발
- CST 코드를 이용한 초전도 전자가속기 가속관 설계
◦ 차세대 의료용 포터블 X-ray Tube 개발 연구
- 빔동력학 코드를 이용한 X-ray Tube 설계 (ASTRA, CST)
차세대
-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해상도 향상 연구
가속기개발팀 ◦ Gamma-Ray 기반 장수명 핵폐기물 처리시설 연구
- 고출력 Gamma-Ray 발생 연구
- 광핵반응에 의한 장수명 핵폐기물 변환 연구
◦ 핵방사선(EMP) 대응 조사 시설 연구
- 빔동력학을 이용한 핵방사선용 전자가속기 설계 및 조사용 빔라인 설계
·전자가속기 기반 의료용 동위 생산시설 연구
- 빔동력학을 이용한 고출력 전자가속기 설계

□ 방사선과학기술
순번

연구단/팀

연구내용 및 범위
◦ 생태모방형 미생물 담지 필터 개발(미생물학)
- 환경 미생물 스크리닝 및 분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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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팀

- 혼합 gas 탄소원 이용 기술 검증
- 미생물 배양 기술 개발
- 대기오염 정화용 미생물 담지 필터 개발
◦ 방사선 유도 산화스트레스 단백질변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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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분자생리 ◦ 방사선 반응 DNA 손상 및 회복 조절기작 연구
연구팀

◦ 방사선 유도 식물 생리활성 대사체 합성 기작 및 이용 연구
◦ 방사선 반응 식물 유용물질 발굴 및 방사선 분자변환을 통한 고도화 연구

◦ 방사능 내부피폭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 평가 및 인체 기작 분석
- 삼중수소와 세슘(Cs) 및 스트론튬(Sr)에 의한 내부피폭이 일어났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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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팀

◦ 다양한 방사선 외부피폭 및 방사능 내부피폭에 의한 암발생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위해도 평가
- 여러 형태의 방사선에 외부피폭 되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및 분석
◦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민감제 개발
- 암세포의 신호기작을 분석하여 의료용 방사선 저항능력을 갖는 암세포의 치료 효율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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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평가
연구부

◦ 원자력 시설의 정상 운영 및 사고 시 환경 영향평가 및 비상대응 기술 개발
◦ 가동 원자력 시설의 사고 비상대응 능력 향상 연구
◦ 방사선 방호 방재 대책기술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사선 환경안전 국가 인프라 기술 개발

□ 방사화학 및 핵비확산
순번

연구단/팀

연구내용 및 범위
◦ 다양한 상에서의 악티나이드 화학 연구
- 악티나이드 및 란타나이드의 전기화학 및 분광학적 연구
- 악티나이드 및 란타나이드의 화학분석법 개발 연구
- 악티나이드 원소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 측정 연구

◦ 신물질 기반 방사선 검출 및 계측 연구
1

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단/
방사화학연구실

- 반도체 양자점 등 신물질 합성 및 제조
- 나노 결정 등 신물질 접목 방사선 검출기술 연구

◦ 원전 중대사고 대비 화학기술 개발
- 방사성 아이오딘 화학거동 규명
- 격납건물 여과배기계통 (CFVS) 풀 스크러버 최적 화학 기술 개발
- 수소 제거 장치 (PAR) 조건에서 아이오딘 간섭 규명
- 삼중수소 오염수 처리 기술 개발
- 노심 용융물 고온 화학특성 규명
◦ 환경시료 내 극미량 핵물질 분석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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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통합관리단

- 우라늄/플루토늄 연대측정기술 개발
- 펨토초 LA-ICP-MS를 이용한 입자분석 기술 개발
-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극미량 핵물질 동위원소비/정량기술 개발

□ 신형원자력시스템공학
순번

연구단/팀

연구내용 및 범위
◦ 원자로 시스템 성능검증 기술개발
- 증기발생기 고유 성능 개선 연구
- 단상 및 다상유동 척도해석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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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계통안전연구

◦ 원자로 안전계통 평가기술 개발
- 시스템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술연구
- 원자로 안전성 평가 검증실험 연구
◦ 신형 원자로 개념 연구 및 성능검증 기술개발
- 유동분포 정량화 기술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