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2021년 8월 26일(목) ~ 8월 27일(금)

• 장소: 온라인 개최

• 주관: (사)대한금속∙재료학회

구 분
등록비

(7/15~8/27)

일반 150,000원

학생 100,000원

대한금속·재료학회는 2019년 부품소재 코드
기준과 파손해석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기
술 수요에 대응한 기술 강좌를 마련하여 현
장실무자는 물론 연구개발자들에게도 적극
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 한편 지난해
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
한 탓에 하계기술강좌를 실시하지 못하여 여
간 아쉽지 않았습니다 .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것은 아니지만 ,
합리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
다는 판단하에 2021년도 하계기술강좌를 준
비하였습니다 . 올해에는 신제품/신서비스 연
구개발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소재의 구
조 및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소
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요즘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나노바이오 , 광/전기화학 촉매 그
리고 이차전지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소재와
소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

당 학회는 이번 기술 강좌를 위하여 물질의
특성 측정 , 구조 및 물성 분석 기술 분야 최
고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 나노 -바이오 ,
광전기화학 /이차전지 , 나노-에너지 연구 분
야용 측정·분석 기술의 기초 이론 강의부터
실제 적용 사례 소개까지 측정·분석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
입니다 .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하
는 하계기술강좌에 나노 소재와 에너지 소재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2021년 7월 15일

(사)대한금속·재료학회 회장 신경호

- 문의처 : (사)대한금속· 재료학회 양세은
E-mail: kimhak@kim.or.kr
Tel.: 02-557-1072

등록 및 문의처

InformationInvitation 2021년 하계기술강좌 프로그램

나노에너지소재

연구를위한특성측정및

물성분석기술강좌

• 8/20일까지등록및결제가완료된분들께는행사
일이전에발표자료집이발송되지만, 이후등록
자분들께는행사이후발표자료집이발송되오니, 
이점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발표자료집은 PDF본으로는배포가되지않습니다. 
• 온라인강의실접속방법및 URL은이후메일로개

별안내드립니다. 
• 등록취소및환불은 8/23일까지 가능합니다. 

mailto:kimhak@kim.or.kr


나노 에너지 소재 연구를 위한
특성 측정 및 물성 분석 기술

summary schedule

Day 1  (8월 26일, 목)

나노 에너지 소재 연구를 위한

특성 측정 및 물성 분석 기술

“나노 에너지 소재 연구를 위한 특성 측정 및 물성 분석
기술” 강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나노-바이오 소재,
광전기화학소자/이차전지 소재 , 나노-에너지 소재
연구에 필수적인 정밀 특성 측정 및 물성 분석 기술을
다루며 , 다음과 같이 분야별 세 개의 세션으로
기획되었다 . 첫 번째 세션은 「나노-바이오 소재
연구를 위한 정밀 측정·분석 기술」을 주제로 KAIST
염지현 교수의 ELISA, PCR, Raman 등의 분석 기술,
KAIST 정기훈 교수의 플라즈모닉 분자 진단 기술
그리고 KRISS 이미나 박사의 초고해상도 현미경 기술을
다룬다.

두 번째 세션은 「광전기화학소자/이차전지 연구를
위한 전기화학 측정·분석」을 주제로 숙명여대 김우열
교수의 광전기화학 분석용 시분해 분광법 기술, UNIST
권영국 교수의 분광법 활용을 통한 촉매반응 분석 기술,
충남대 김천중 교수의 이차전지용 전기화학 반응 분석
기술 , 그리고 KAIST 육종민 교수의 in-situ TEM을
이용한 배터리 소재 분석 기술을 다룬다.

마지막 세션은 「나노 -에너지 소재 연구를 위한
비파괴/in-situ 측정·분석 기술」을 주제로 KRISS 이은성
박사의 근접장 기반 나노광학현미경 기술 , KRISS
최원재 박사의 결함분석용 초음파 비파괴검사 및
모델링 기술, 그리고 성균관대 오상호 교수의 나노소재
기계적 특성 및 in-situ TEM을 통한 변형거동 분석
기술을 다룬다.

강좌에 초청된 강연자 분들은 대학과 정출연 소속으로
특성 측정과 물성 분석 기술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국내 전문가들이며 , 나노 -바이오 ,
광전기화학 /이차전지 , 나노 -에너지 연구 분야용
측정·분석 기술의 기초 이론 강의부터 실제 적용 사례
소개까지 측정·분석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본 강좌를 통해 나노 소재 및 에너지 소재 연구자들이
특성 측정 및 물성 분석 기술에 관해 이론과 최신 연구
결과를 습득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Day 2  (8월 27일, 금)

Time Faculty Topic

09:30 ~ 09:50 Registration

09:50 ~ 10:00 Opening

세션 1 : 나노-바이오 소재 연구를 위한 정밀 측정·분석 기술

10:00 ~10:50
염지현

(KAIST)

질병 진단을 위한 나노-바이오

검출 기술 (ELISA, PCR, Raman)

10:50 ~11:40
정기훈

(KAIST)
플라즈모닉 분자진단 기술

11:40 ~12:30
이미나

(KRISS)

나노 바이오 소재 연구를 위한

초고해상도 현미경 기술

12:30 ~13:30 Lunch

세션 2 : 광전기화학소자/이차전지 연구를 위한

전기화학 측정·분석기술

13:30 ~14:20
김우열

(숙명여대)

시분해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분광법의 광/전기화학 촉매 응용

14:20 ~15:10
권영국

(UNIST)

실시간 분석법을 활용한 전기화학

촉매반응의 이해

15:10 ~15:20 Break

15:20 ~16:10
김천중

(충남대)

이차전지용 전극 소재 전기화학

반응 분석 기술

16:10 ~17:00
육종민

(KAIST)

in-situ TEM을 이용한 배터리 소재

분석 기술

17:00 ~18:00 

Panel discussion –

“나노 에너지 소재의 분석 기술 발전 방안”
(토론자: 염지현, 정기훈, 이미나, 김우열, 권영국, 

김천중, 육종민)

Time Faculty Topic

세션 3 : 나노-에너지 소재 연구를 위한

비파괴/in-situ 측정·분석 기술

09:30 ~10:20
이은성

(KRISS)

근접장 기반

나노광학현미경(PiFM) 기술

10:20 ~ 11:10
최원재

(KRISS)

결함검출 및 분석을 위한

초음파비파괴검사 및 모델링 기술

11:10 ~ 12:00
오상호

(성균관대) 

나노소재의 기계적 특성 및

변형 거동 in-situ TEM 분석 기술

12:00 ~ 12:30

Panel discussion –

“국내 측정 분석 장비 기술의 현재와 미래”

(토론자: 이은성, 최원재, 오상호)

나노 에너지 소재 연구를 위한

특성 측정 및 물성 분석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