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계측과학

주관캠퍼스 소개

Nano Science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측정관련

KRISS는 설립 초기에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와 시대의 변천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과학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측정과 단위 그리고 표준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평소엔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KRISS는 1975년 설립 이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체
및 공공부문에 보급함으로써 국가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KRISS는 앞으로 세계 Top 5 초일류 표준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여하는 자랑스런 출연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www.kriss.re.kr

KRISS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분께 더욱 신속한 표준에 관한 정보제공과 유익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67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Tel : 042-868-5114
Fax : 042-868-5252

전공 개요
나노미터 (1 nm = 0.000000001 m) 크기의 물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성질을

참여기관

띠게 되는데 이는 이러한 미시 영역에서는 양자역학적 효과가 물질의 성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나노계측은 나노영역 (1 - 100 nm 수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측정하고 제어하는 학문으로
물리, 화학, 재료 등 다양한 전공이 소통할 수 있는 다학제간 특성의 융합과학이다. 나노계측과학과에서는
실험과 이론의 양면에서 나노계측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폭 넓은 이해를 갖추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석사･박사 과정의 대학원 과정에서의 전공과 실험은
융합과학의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고 자기 전공분야의 첨단 연구 현황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관련된 공학 분야 (전자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등)와 생물학 분야에
연계시켜 나노계측의 응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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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CAMPUS INTRODUCTION
Highly advanced measurement technology is an indispensable foundation for today's ting-edge
technologies and their industrial applications. Not only does such measurement technology
provide a technical basis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activity, but it also plays an essential
role in global trade and eventuall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 fac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the compatibility of all the testing and measurement
results in scientific research, industry and trade. ‘National Standards' is a serie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tivities being carried out at a national level for the maintenance of such
reliability and compatibility. Established in 1975 as the central authority of the national
standards system,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al economy and playing an underpinning role
in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national
measurement technologies, the fundamentals of all scientific and industrial activities. At
present, KRISS maintains the world-class national standards of measurement and testing
in 1709 fields. KRISS provides measurement standards services for customers including
industry, technological society and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s, ships, electronic appliances, semiconductors, etc. In
addition, KRISS has been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new measurement standards and
technologies for pioneering industrial technologies, including bio technology (BT), nano
technology (NT), information technology (IT), etc. KRISS has also been devoting itself to the
betterment of our quality of life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nded to improve safety
and reliability in medical measurement. As a client-oriented research institute, KRISS will
continue to further its capabilities to return the most practical and substantial values to the
economy and society. While deepening its partnerships with industry, academia and other
research organizations at home, KRISS will be working more closely with foreign NMIs and
the international measurement science community to be one of 21st century’s top 5 NMIs
in the world.

INTRODUCTION OF MAJOR
In the nanometer-scale (1 nm = 0.000000001 m) world, the size of a system itself can be
an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its properties. Nano science aims to unveil diverse new
phenomena in the nanoscopic world and control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s for our
usefulness. Nano science is a convergent science and technology with a multi-disciplinary
character. We encourage graduate students to have various experiences in diverse fields
and offer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tate-of-the-art nano science research. We
are also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nano science, including nano device, nano material,
and nano-bio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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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나노기반 융합과학 선도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세계적 수준의 나노과학 인재 양성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차세대 인재 양성

연구부문

나노기술 분야 세계최고 수준 달성
신개념 나노계측 기술 및 기기 개발
교수진의 추가확보 및 역량 강화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나노과학 분야 우수학생 배출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첨단 교육 인프라 확보 및 구축

연구부문

다학제간 융합 연구
산학연 협력 연구
고객/품질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

졸업 후 진로
정부출연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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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권장학부

••

∙ 반도체공학

부 록

편성 목록

∙ 고분자공학
∙ 물리학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공통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나노측정 기술 및 이론 I | Introduction to Nanomeasurement I

선택

(Major)

나노측정 기술 및 이론 II | Introduction to Nanomeasurement II

∙ 에너지공학

세미나

나노과학 세미나 1 | Seminar on Nano Science I

∙ 재료공학

(Seminar)

나노과학 세미나 2 | Seminar on Nano Science II

∙ 생명과학

∙ 전자공학

물리분야

∙ 중등자연과학교육

전공

선택

(Major)

재료 물리학 1 | Advanced Materials and Physics I
재료 물리학 2 | Advanced Materials and Physics II

∙ 화학

나노전자소자 개론 | Conceptfor Nano-Electrical Devices

∙ 화학공학

표면 및 계면물리 | Physics of Surfaces and Interfaces
화학분야

학부 선수 권장과목

전공

선택

(Major)

나노바이오측정 개론 | Introduction to Nanobio Measurements
표면분석개론 | Basic Surface Analysis

∙ 고체물리

나노바이오측정 특론

∙ 양자역학 기초

| Advanced Principle of Nanobio Measurements

∙ 일반물리

태양전지 특성평가법 | Characterization Methods for Solar Cells

∙ 일반화학

표면분석 특론 | Advanced Surface Analysis
재료분야

전공
(Major)

선택

기초 전자현미경학 | Fundamentals of Electron Microscopy
고급 전자현미경학 | Advanced Electron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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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나노소자와 에너지 소실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Energy dissipation in nanodevices

나노측정 기술 및 이론

| Concept for nano-electrical devices

▶

| Introduction to Nanomeasurement

재료 상전이 개론 1

나노전자소자 개론
나노측정 기술 및 이론 I
| Introduction to nanomeasurement I

▶

| Introduction of Phase transition of Materials

재료 물리학 1
| Advanced materials and physics I

I

재료 상전이 개론 2

▶

| Introduction of Phase transition of Materials

재료 물리학 2
| Advanced materials and physics II

II

••

폐지과목의 대체과목 지정현황
폐지교과목명(Previous Course)

대체교과목명(Substitute Course)

고체물리학 1 | Solid State Physics I

▶

고체물리학 2 | Solid State Physics II

▶

나노공정개론 | Introduction to Nanomechanics

▶

나노선 물성 및 응용 | Materials Science In Nanowires

▶

나노측정기술 및 이론 I | Introduction to Nanomeasurement
I

-

나노측정기술 및 이론 I | Introduction to Nanomeasurement
I

나노측정기술 및 이론 II | Introduction to Nanomeasurement
II

나노역학 개론 | Introduction to Nanomechanics

▶

-

저차원 나노물질 개론

▶

-

| Introduction to Low-Dimensional Nanomaterials

전자박막재료과학 | Electronic Thin Film Science

▶

나노측정기술 및 이론 I | Introduction to Nanomeasuremen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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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Majo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재료 물리학 1
Advanced Materials and Physics I
물질에서 나타나는 상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열역학과 관련 열물성을

고급 전자현미경학

이해하고, 결정 핵 생성 및 성장을 하는 상전이를 공부한다

Advanced Electron Microscopy
전자현미경 기반 응용 기술 이해와 해석 기술 함양

재료 물리학 2
Advanced Materials and Physics II

기초 전자현미경학
Fundamentals of Electron Microscopy

다양한 소재의 상전이 현상을 소개하고, 상전이를 측정하는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나노물질 관찰에 활용되는 전자현미경 관련 기초 원리 이해와 활용 능력
배양

태양전지 특성평가법
Characterization Methods for Solar Cells

나노바이오측정 개론
Introduction to Nanobio Measurements
나노바이오측정분야 소개 및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태양전지 개발에 요구되는 태양전지 특성평가법의 원리와 응용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태양전지 평가 기술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여
이를 태양전지 개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태양전지의 기초 이론과
태양전지 특성 평가 기술에 대한 응용법을 습득함으로써 다양한 태양전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나노바이오측정 특론
Advanced Principle of Nanobio Measurements
나노바이오측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한 나노바이오측정에 대한
응용분야 소개

나노전자소자 개론
Concept for Nano-Electrical Devices
나노 소재에서의 전자 수송, 포논(열) 수송, 전자-포논 상호 작용 등에
대한 미시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실험 결과들을 통해, 나노 전자 소자
작동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소실과 같은 제한 상황등을 이해하고

표면 및 계면물리
Physics of Surfaces and Interfaces
표면/계면 현상을 물리학적 관심에서 해석하는 방법론을 익힌다.

표면분석 특론
Advanced Surface Analysis
나노바이오측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한 나노바이오측정에 대한
응용분야 소개

이를 통해 나노 전자 소자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한다.
표면분석개론
나노측정 기술 및 이론 I
Introduction to Nanomeasurement I

Basic Surface Analysis
표면분석 기초 이론 및 응용에 대해 이해한다

전공 관련 측정기술을 소개하고. 해당 이론과 측정도구 (검출기)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나노측정 기술 및 이론 II
Introduction to Nanomeasurement II
전공 관련 측정기술을 소개하고. 해당 이론과 측정도구 (검출기)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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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Seminar Course

나노과학 세미나 1
Seminar on Nano Science I
나노과학의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한다. 외부연사 초청강연과 학생발표로
구성된다.

나노과학 세미나 2
Seminar on Nano Science II
나노과학의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한다. 외부연사 초청강연과 학생발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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