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X-선 회절 측정클럽 워크숍

RSM(Reciprocal space map)
측정/분석 워크숍

▶ 일 시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10:00 ~ 18:00
▶ 장 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광역시)
기술지원동 제 2 회의실 및 X-선 회절 실험실
▶ 주최/주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클럽

2018년 X-선 회절 측정클럽 워크숍

RSM 측정/분석 워크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창수 박사

2018년 하반기 X-선 회절 측정 클럽 개별워크숍은 ‘기술 나눔’을 목적으로 고
분해능 X-선 회절기를 이용하여 박막의 결정성, 응력 및 구조 분석을 위한
RSM (Reciprocal space map) 측정/분석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측정기술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현장은 물론 국제 무역 등에서 가장 필
수적인 기반기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어서도 대
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의 많은 산업체, 연구소 및 대학에서는 X선 회절기(XRD)를 신소재 개발, 출발원료 및 최종제품의 제품관리(QC)등에 사
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선 회절기 사용자간의 측정 노하우(know-how) 및
측정기술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X-선 사용자간의 측정 데이터의 신뢰

성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한국표준
과학연구원에서 XRD 측정클럽을 조직·운영하여 X-선 회절 전반에 대해 소통하
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많은 사용자들의 전문성을 보급하기 위해 고분해능 X-선 회절기를
이용하여 박막의 결정성, 응력 및 구조 분석을 위한 “RSM 회절 측정/분석 워크
숍"을 개최 합니다.
고분해능 X-선 회절기를 이용한 RSM에 관련된 이론, 측정, 분석에 관한 내용
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018년 X-선 회절 측정클럽 워크숍

RSM 측정/분석 워크숍
2018년 하반기 X-선 회절 클럽 개별워크숍은 ‘기술 나눔’을 목적으로 고
분해능 X-선 회절기를 이용하여 박막의 결정성, 응력 및 구조 분석을 위한
“RSM 회절 측정/분석 워크숍" 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 장 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전광역시)

시

간

주

제

장

소

10:00 ~ 10:20

등록 및 인 사 말

10:20 ~ 12:30

RSM 이론 및 응용

12:30 ~ 13:30

점심식사

구내 식당

13:30 ~ 14:40

RSM 측정 실습

신소재동
121호

14:40 ~ 14:50

휴식

14:50 ~ 16:20

RSM 분석

16:20 ~ 16:30

휴식

16:30 ~ 17:20

RSM 분석/응용 소개 (송승우 박사)

17:20 ~ 17:40

토의 및 맺음말

기술지원동
제 2 회의실

기술지원동
제 2 회의실

※ 분석을 위해 Excel 또는 계산기를 준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본 워크숍은 정밀 측정/분석 기술의 보급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클럽 지원을
받아 무료로 진행 됩니다.(중식포함)

기술지원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문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문에서 출입증을 발급 받아,
위 지도에 표시된 ‘기술지원동’으로 오시면 됩니다.

http://www.kriss.re.kr/introduce/view.do?pg=location_m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