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ter Standards, Better Life!”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표준이 올라가면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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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별 내용 및 일정 |

▒

13. 표면분석 II (심화)

(정밀측정교육 ⇨ 수강신청, [신청] 클릭, 사업자등록번호와 PW로 로그인 가능)

(2019. 9. 4. - 9. 6.)
▒

과정명

표면분석 II (심화)

기간

9. 4.(수) - 9. 6.(금)
(3일)

책임교수

김안순 박사

교육개요

표면분석 심화과정으로 다양한 재료 표면분석 기기들의
측정원리와 활용법을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 향상
(실습포함)

참석 대상

분석기기 담당자,
관련분야 대학원생 및 시료분석 의뢰자

등록신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표준성과한마당 http://eshop.kriss.re.kr/index.do?command=findPageListCondition
궁금 해결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측정표준서비스센터 GMA
한윤석 042-868-5531(T), 042-868-5565(F), han@kriss.re.kr

일정표

2019. 9. 4.(수) - 9. 6.(금)
일시

수강인원(명)

25

수강료(원)

550,000

준비물

-

9/4(수)
10:00-18:00

목적 및 특징
본 과정에서는 재료 표면분석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분석기기들의 측정원리 및 활용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현장
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XPS, AES, S-SIMS, D-SIMS, SPM, TEM을 중심으로, 표면분석의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물질표면을 실험실 환경에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분석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드립니다.

표면분석 장비 원리와 시료 분석방법 이해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구체적인 표면분석 장비의 원리는 물론 XPS, S-SIMS, D-SIMS 세 가지 장비에 대한 실습으로 시료 분석의
실질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장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시료의 표면분석을
통해 어떤 정보를 습득할 있는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9/5(목)
09:30-18:00

필요한 지식과 국제정보를 획득하여 연구활동에 기여
강사진은 십년 이상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국내 전문가들로 모십니다. 다양한 분석 방법의 사례를
접할 수 있어 연구개발 및 시료분석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교수

10:00-10:30 (0.5)

교육과정 등록 및 안내

GMA

10:30-12:00 (1.5)

표면분석 개론

김경중

12:00-13:00

중식

식당 1층

13:00-15:30 (2.5)

XPS/UPS 심화과정

김정원

15:30-18:00 (2.5)

Dynamic SIMS 심화과정

김경중

09:30-12:00 (2.5)

SPM 심화과정 (실습포함)

신채호

12:00-13:00

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 주요

강의/실습 주제

사진촬영 및 중식

장소

302동
(기술지원동)
제1회의실

식당 2층

13:00-14:30 (1.5)

RBS/MEIS의 원리 및 응용

문대원

14:30-16:00 (1.5)

APT의 원리 및 응용

안재평

16:00-18:00 (2.0)

Static SIMS의 원리와 응용

이태걸

9:30-12:00 (2.5)

표면분석 실습 I
(XPS / D-SIMS / S-SIMS 중 택1)

담당자

302동
(기술지원동)
제1회의실

● 현장에서

● 우수한

전문가들의 노하우 전수 및 네트워크 구축 확대
오랜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국내 표면분석 환경과
현실을 파악하여 인적/기술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기업체 내에서의 응용 사례와 국제 표준화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12:00-13:00
9/6(금)
09:30-17:00

학습 참고자료 (KRISS 측정클럽자료실) ☞ (미리 읽고 오시면 아주 좋습니다^*^)
https://metclub.kriss.re.kr:444/ ⇨ 재료물성 ⇨ 표면분석 ⇨ 자료실
* [측정클럽] 회원가입하시면 자료를 내려받아 학습과 연구개발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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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1층

13:00-15:30 (2.5)

표면분석 실습 II
(XPS / D-SIMS / S-SIMS 중 택1)

담당자

15:30-17:00 (1.5)

평가, 종합토의 및 수료

김안순

사전 필요지식
일반화학, 기초 물리

중식

302동
(기술지원동)
제1회의실

교육시간: 20.5 시간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 궁금하신 점을 메일로 미리 보내주시면 과정 중에 말끔히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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