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장
（磁場）

자장（磁場）

FePt/퍼말로이(Py)를 적층
화 시켰을 때 나타나는 자기 
뒤틀림 구조의 모식도, 스핀
트로닉스 소자로서의 새로운 
기능이 기대됨 

부드러운 고분자 재료의 
전기전도 기구의 해명

가스 흡착을 전기적으로 
검출하는 다공성 금속 착
물 장치

스핀 홀 자기저항효과
가 처음으로 관측된 
자성절연체/금속 2중
층(bilayer) 박막 접합
재료 및 측정에 사용
된 마이크로 프로빙 
시스템(micro-probing 
system)

강한 자기장을 가함으로
써 전자전도의 기초원리 
탐구, 그림은 전자와 자
속으로 만들어진 준입자 
이미지

27.5 테슬라를 발생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무냉매 
하이브리드 자석과 극저온 
희석 냉동기로 구성된 극저
온 강자장 측정 장치

J-PARC, ESRF, Spring-8 등 다양한 대형시설에 중성자
와 X선을 상호 활용하며 고온 초전도체에 의한 전자와 
스핀의 움직임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

자성절연체
금속

DC전원

인장

 (좌) 고연성 철강 인장 시험 (우) 2차원 변형 분포도

전자빔 적층조형장치 (금속용 3D프린터: 좌측
상단) 에서 제작한 3차원 격자 구조체 (좌측하
단) 및 생체용 코발트 합금 인공 관절 (우측)

티타늄 합금 재질의 척추 고정 장치의 시
제품

방사선 검출용 분야에서의 응용을 목표로 하는 각종 신틸레이
터 결정 (산화물 결정)　

초고진공・비평형 환경에서 고순도 자성 박막의 성장이 
가능한 분자선 에피택시(MBE) 장치

악티늄족(Actinoid)의 연구에 이용되는 글로브 박스 
장치의 핫 셀(Hot-cell)

슈퍼 컴퓨팅 시스템
이론적 연산 성능 300TFLOPS, 주기억장치 총용량 
42TB

구면 수차 보정기를 탑재한 투과 전자 현미경
원자 크기 해상도로 재료의 3차원 공간 분포 가시화를 위한 원자 프로
브 장치

금속재료연구소 독자적인 
탁상펄스자기장 장치를 이
용해 라이스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1 ps ( 피코 초 ) 의 
시간분해능에서의 광학 스
펙트럼 측정이 가능한 첨단 
자석 광대역 분광 시스템

탁상 펄스 강자장 장치용으로 금속
재료연구소에서 개발한 30테슬라 
펄스 자석

J-PARC에 구축중인 편극도 해석 
중성자 분광기 POLANO

K E Y  M A T E R I A L S
미 래 사 회 를  지 탱 할  재 료 의  연 구

스핀트로닉스
기존의 전자재료나 디바이스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성질이나, 지
금까지의 기능을 능가하는 고기능성을 스핀이 주역이 되어 실현하는 일
렉트로닉스가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입니다. 킨켄(IMR)에서는 새
로운 스핀 기능성 재료의 개발, 원리 탐구, 그리고 실용화를 위한 디바
이스 개발까지, 이공계의 폭넓은 분야가 융
합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탐구 연성 소재
분자가 집적되어 생긴 유기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연성(softness)

입니다. 이 연성은 단순히 기계적으로서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금속재
료와는 다른 화학적 성질, 전기・자기적 기능성을 산출하는 원천입니다. 
이 러 한 연 성 소 재 (soft 
material) 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능의 탐색・해명
과 신물질・재료의 개발도 
킨켄(IMR)의 중요한 업무
분야입니다.

고자기장
강한 자기장을 가하면서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는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킨켄 (IMR) 에는 헬륨 혼합제를 사용하지 않고 
27.5 테슬라의 높은 자기장을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냉매 하이브리드 자석의 
개발에 성공하였고 , 전국공동이용설비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측정 중성자 산란 설비
중성자 산란법은 “물질 친화적”인 측정방법입니다. 물질・재료 연

구의 모든 면에서 중요한 “물질”의 결정구조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있습니
다. 킨켄(IMR)에는 중성자 산란장치를 2
대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 
강도의 중성자원을 갖는 J-PARC에 최첨단 
장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킨켄
(IMR)의 강점을 살려 중성자에 의한 물질
과학의 발전에 공헌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노크리스탈 합금
비정질 합금 중에 미소한 α-Fe의 나노결정을 고농도로 석출시킨 
나노결정합금은 고포화 자속밀도 및 초저손실 특성을 모두 가지는 이상
적인 연자성을 보이며, 변압기 및 모터에 응용함으로써 전력 손실을 대
폭 낮출 수 있습니다. 실용화를 위한 최근 연구 프로젝트로부터, 공업화
에 필요한 폭이 넓고 얇은 띠의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제작 수소 기능 소재
수소화 붕소 리튬（LiBH4）을 고체 전해질로 사용하는 금속재료연

구소의 독자적인 기술에 의해, 유황 양극 및 금속 리튬 음극을 이용한 고
에너지밀도형 전고체 전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통한 조기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기 능  재 료  개 발 을  목 표 로

재료 과학은 연금술도 아니며 모든 물
질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는 분야도 
아닙니다. 따라서 물질이나 재료의 본
질을 이해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 착오
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금속재료연구
소에서는 목적으로하는 성질과 기능을 
가진 재료의 제작연구를 실시하는 동시
에, 그로부터 축적된 물질과 재료의 노
하우를 바탕으로 실용소자의 개발을 목
표로 실증연구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료나 혁신적인 기능의 발견에는, 물질의 특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속재료연구소에서는, 극
저온・강자장 등의 극한 환경, 원자로・펄스 중성자 시설・방사광 
시설에 설치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분광장치, 최첨단 기기 등을 
서로 제휴함으로써, 재료의 본질을 다방면에서 밝히고 더 나아
가 재료 과학의 최전선의 확대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킨켄(IMR)에서 창조되고 있는 다양한 물질 
중에서 아직 성질이나 기능을 활용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구성원소나 구조에 대한 
지금까지의 실험적 지식과 대규모 계산기 기
술을 구사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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