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과학과
Department of Physics & Nano science

1. 학과개요 Summary
나노과학은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학문으로 발전되고 있다. 본 학과는 급속하
게 발전하는 나노과학 분야에서 필요한 교육을 수행하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분야의 최신
첨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노과학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시스템을 포함하여 나노 크기의 모든 초미세 구조에 대한
연구를 망라하는 방대한 학문으로서 그 응용성은 nanotechnology, nanolithography, 그리고
nanoinspection 뿐만 아니라 biotechnology, biophysics, 측정분야, 정보 분야 등 모든 분야
에 적용된다고 하겠다. 본 학과에서 주로 연구되고 교육되는 세부 분야는 다음과 같다.
Ⅰ. 나노 및 마이크로 구조을 위한 공정기술
Ⅱ. 나노구조와 인터페이스 관련된 물리적 현상
Ⅲ. MEMS 구조
Ⅳ. 양자 컴퓨팅, 양자 효과 장치, 양자 전자, 양자 광학
V. 나노리소그래피 및 마이크로컬럼

Nanoscience has been developed into an important discipline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This department was established to nurture human resources capable of
carrying out the latest advanced research for semiconductor and information display by
carrying out necessary education in the rapidly developing nanoscience field.
Nanoscience is an enormous discipline covering all the untra fine structure of a size of
nano scale, including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systems. Its applications include
nanotechnology, nanolithography, and nanoinspection as well as biotechnology, biophysics,
measurement and information Applies to the field. The following are detailed areas that are
mainly studied and taught in this department.
Ⅰ. Fabrication Technologies for Micro- and Nano-scale Structures
Ⅱ. Engineered Nanostructures and the physical phenomena related with interfaces
Ⅲ.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
Ⅳ. Quantum Computing, Quantum Effect Devices, Quantum Electronics, Quantum Optics
V. Nanolithography & Microcolumn

2. 개설과정 Courses
가. 석사과정 Master’s Degree Courses
나. 박사과정 Doctor’s Degree Courses

3. 교육목표 Educational Goals
가. 기초과학 및 물리학기반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전문 과학 인력 양성
나. 첨단 과학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연구인 양성
다.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전문 과학인 양성
1. Education for scientists specializing in semiconductor and display based on basic
science and physics
2. Education for creative researchers leading advanced science
3. Education for professional scientists who contribute to the nation and human society.

4. 학과 교수 Professors
성명

전공
분야

최종출신
학교

김호섭

고체
물리학

미 Univ. of
Missouri

- IBMWatson연구소연구원
이학
-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장
박사
-차세대디스플레이평가기술센터장

hskim3
@sunmoon.ac.kr

김대욱

반도체
물리

서울대학교

- 기획처장
이학
- 공대학장
박사
- 총장보좌 교무위원

phykdw
@sunmoon.ac.kr

김기원

응용
물리학

연세대학교

이학
- 신소재과학과 학과장
박사

kwkim
@sunmoon.ac.kr

김정희

생무기화학
유기화학

캐 McGil Univ.

이학
- 화학과 학과장
박사

junghee
@sunmoon.ac.kr

안승준

레이저
광학

한국
과학기술원

- 삼성전자반도체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학
- 차세대반도체기술연구소장
박사
- 산업자원부기술평가위원

sjan
@sunmoon.ac.kr

오태식

나노과학
공학

성균관
대학교

공학
- 삼성SDI수석연구원
박사

ots99
@sunmoon.ac.kr

이용민

전자
공학

영 Univ. of
Edinburgh

공학
- 삼성SDI수석연구원
박사

ymlee
@sunmoon.ac.kr

서울대학교

- Research associate, University
of Manchester
이학 - Research associate, Theory
sando
Group, TRIUMF
박사
@sunmoon.ac.kr
-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안도
슝이치

이론 핵
물리학

최종
학위

주요경력

E-mail

성명

전공
분야

최종출신
학교

최종
학위

김태호

재료
과학

박영욱

전자
공학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공학
- 대통령 Post Doc. Fellowship
박사
-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 학과장

zerook
@sunmoon.ac.kr

권정현

전자
공학

한국
과학기술원

- KAIST박사학위
공학
- 한국재료연구원 Post Doc.
박사
- 삼성디스플레이 책임연구원

love6539
@sunmoon.ac.kr

주요경력

일 Osaka
공학
- 이화다이아몬드공업㈜선임연구원
Prefecture Univ. 박사

E-mail
snowman
@sunmoon.ac.kr

5. 교과과정 Curricula
전공명

나노
과학

학위과정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선

고급나노과학실험Ⅰ
Advanced Nano Science Laboratory I

3

전선

고급나노과학실험Ⅱ
Advanced Nano Science Laboratory Ⅱ

3

전선

고체물리Ⅰ
Solid State Physics I

3

전선

고체물리Ⅱ
Solid State Physics Ⅱ

3

전선

광학특론
Special Topics in Optical Science

3

전선

전자기학Ⅰ
Electromagnetism I

3

전선

전자기학Ⅱ
Electromagnetism Ⅱ

3

전선

전자빔 특론 Ⅰ
Special Topics in Electron Beam I

3

전선

전자빔 특론 Ⅱ
Special Topics in Electron Beam Ⅱ

3

전선

진공과학
Vacuum Science

3

전선

리소그라피 기술
Lithography Techniques

3

전선

물리학 특론I
Special Topics in Physics I

3

전선

물리학 특론II
Special Topics in Physics II

3

졸필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3

석, 박사

비고

2회

전공명

나노
과학

학위과정

박사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선

고급나노과학Ⅰ
Advanced Nano Science Laboratory I

3

전선

고급나노과학Ⅱ
Advanced Nano Science Laboratory Ⅱ

3

전선

고급나노과학 특론 I
Special Topics in Advanced Nano Science I

3

전선

고급나노과학 특론Ⅱ
Special Topics in Advanced Nano Science Ⅱ

3

전선

나노과학 이론 및 실험 I
Nano Science Theory and Experiments I

3

전선

나노과학 이론 및 실험Ⅱ
Nano Science Theory and Experiments Ⅱ

3

전선

리소그래피 특론
Special Topics in Lithography

3

전선

반도체 공정 I
Process of Semiconductor I

3

전선

반도체 공정Ⅱ
Process of Semiconductor Ⅱ

3

전선

진공과학 응용
Application of Vacuum Science

3

전선

응용광학 특론
Special Topics in Applied Optical Science

3

전선

전자광학 I
Electro-Optics I

3

전선

전자광학Ⅱ
Electro-Optics Ⅱ

3

전선

재료분석 I
Material Analysis I

3

전선

재료분석Ⅱ
Material Analysis Ⅱ

3

전선

나노물리세미나
Nano Physics Seminar

3

전선

ICT융합의료신호처리
ICT-Converged Medical Signal Processing

3

전선

지식재산과 기술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3

졸필

박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Doctor’s Degree

3

비고

2회

6. 교과목 개요 Course Descriptions
교과목명

고급나노과학실험ⅠAdvanced Nano Science Laboratory I

학점/시수

3/3

반도체 및 기초 나노 공정 기술에 관한 실험:Experiments of semiconductor and nano patterning process
1. 식각 공정 기술: 건식 및 습식 식각 공정 기술 Etching: dry and wet etching
2. 박막 증착 기술: 스퍼터 및 E-beam 공정 기술 Thin Film Deposition: Sputtering, E-beam
3. 나노 패터닝 기술
Nano Patterning
교과목명

고급나노과학실험II Advanced Nano Science Laboratory II

나노 공정 기술 응용 실험:Experiments of nano
1. 나노 패터닝 응용 기술: 나노 광결정
2. 나노 소재 응용 : 유연 전극
3. 응용 소자: 유기발광다이오드 및 유연전자소자
교과목명

고체물리I Electromagnetism I

학점/시수

3/3

patterning process application
Nano Pattening: Nano Photonic Crystal
Nano Material: Flexible Electrode
Application: OLED and Flexible Electronic Device
학점/시수

3/3

고체물리학은 고체의 전기적, 탄성적, 열적 성질을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현
재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물리학의 한 분야이다. 대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고체물리학 이론을 체계적으
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고체물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며 앞으로 고체물리학을 전공할 학생들
에게 그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게 한다. 학부 과정의 양자역학과 열 및 통계물리학이 선수과목으로 요구된다.
고체물리 I 에서는 고체의 구조, 역격자, 격자진동, 열적성질, 자유전자모형, band theory, Fermi surface
등을 포함하며, 고체물리 Ⅱ 에서는 반도체물리의 입문, 광학적 성질, 초전도 현상, 자기적성질, 수송현상,
불순물상태 등을 포함한다.
Electromagnetism is the study of effects of still charges electric science and moving charges
magnetism. Electromagnetism is not only very important to physicists,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and computer engineers, but also essential for understanding
atom-smashers, cathode-ray oscilloscopes, radars, satellite communications, TV reception,
remote sensors, radio astronomy, microwave devices, optical fabric communication, various
digital devices, computers, and internet. This course studies some of static electricity,
constant current, static magnetism, Maxwell equation, plane electromagnetic waves, theory
and application of transmission line, waveguide, cavity resonator, antenna, and radiating
system depending on the backgrounds and needs of the students in this course.
교과목명

고체물리Ⅱ ElectromagnetismⅡ

학점/시수

3/3

고체물리학은 고체의 전기적, 탄성적, 열적 성질을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현
재 가장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물리학의 한 분야이다. 대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고체물리학 이론을 체계적으
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고체물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며 앞으로 고체물리학을 전공할 학생들
에게 그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게 한다. 학부 과정의 양자역학과 열 및 통계물리학이 선수과목으로 요구된다.
고체물리 I 에서는 고체의 구조, 역격자, 격자진동, 열적성질, 자유전자모형, band theory, Fermi surface
등을 포함하며, 고체물리 Ⅱ 에서는 반도체물리의 입문, 광학적 성질, 초전도 현상, 자기적성질, 수송현상,
불순물상태 등을 포함한다.
Electromagnetism is the study of effects of still charges electric science and moving charges
magnetism. Electromagnetism is not only very important to physicists,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and computer engineers, but also essential for understanding
atom-smashers, cathode-ray oscilloscopes, radars, satellite communications, TV reception,
remote sensors, radio astronomy, microwave devices, optical fabric communication, various
digital devices, computers, and internet. This course studies some of static electricity,
constant current, static magnetism, Maxwell equation, plane electromagnetic waves, theory
and application of transmission line, waveguide, cavity resonator, antenna, and radiating
system depending on the backgrounds and needs of the students in this course.

교과목명

광학특론 Special Topics in Optical Science

학점/시수

3/3

이 강의에서는 우선 빛의 기본적인 성질과 반사, 굴절 및 분산에 대하여 기하광학적인 관점에서 배운다. 다
음으로 빛의 파동이론에 근거하여 빛의 편광, 중첩, 간섭, 및 회절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또한 레이저,
홀로그래피 및 양자광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In the early part of this lecture, the students learn the basic properties of the light including
reflection, refraction, and dispersion from the view point of the geometrical optics. Then the
phenomena of polarization, superposition,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of light are addressed
and analyzed based on the wave theory of light. The lecture also covers the preliminary
knowledge of laser, holography, and quantum optics.
교과목명

전자기학Ⅰ Electromagnetism I

학점/시수

3/3

전자기학은 간단히 말해서 정지해 있거나 전기학 운동하는 전하 자기학 의 효과에 관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전자기학은 물리학도나 전기 전자 공학도, 컴퓨터 공학자들에게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원자 분쇄
기, 음극선 오실로스코프, 레이더, 위성통신, TV 수신, 원격 센서, 라디오파 천문학, 마이크로웨이브 기기, 광
섬유 통신, 각종 디지털 기기,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본 강좌에서는 수강
학생들의 배경과 필요에 따라 정전기 현상, 정전류, 정자기 현상, Maxwell 방정식, 평면 전자기파, 전송선의
이론과 응용, waveguide, cavity resonator, antenna, radiating system 등을 취사선택하여 다룬다.
Electromagnetism is simply exploring the effects of charge magnetism in stationary or electrical
motion. Electromagnetics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to computer scientists, both physicists
and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and also indispensable to understand atomic crushers,
cathode ray oscilloscopes, radar, satellite communications, TV receivers, remote sensors, radio
wave astronomy, microwave devices, computers, the Internet and so on. This course eclectically
deals with electrostatic phenomenon, constant current, magnetostatic phenomenon, Maxwell's
equation, plane electromagnetic wave, theory and application of transmission line, waveguide,
cavity resonator, antenna, radiating system according to background and needs of students.
교과목명

전자기학 Ⅱ Electromagnetism Ⅱ

학점/시수

3/3

전자기학은 간단히 말해서 정지해 있거나 전기학 운동하는 전하 자기학 의 효과에 관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전자기학은 물리학도나 전기 전자 공학도, 컴퓨터 공학자들에게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원자 분쇄
기, 음극선 오실로스코프, 레이더, 위성통신, TV 수신, 원격 센서, 라디오파 천문학, 마이크로웨이브 기기, 광
섬유 통신, 각종 디지털 기기,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본 강좌에서는 수강
학생들의 배경과 필요에 따라 정전기 현상, 정전류, 정자기 현상, Maxwell 방정식, 평면 전자기파, 전송선의
이론과 응용, waveguide, cavity resonator, antenna, radiating system 등을 취사선택하여 다룬다.
Electromagnetism is simply exploring the effects of charge magnetism in stationary or electrical
motion. Electromagnetics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to computer scientists, both physicists
and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and also indispensable to understand atomic crushers,
cathode ray oscilloscopes, radar, satellite communications, TV receivers, remote sensors, radio
wave astronomy, microwave devices, computers, the Internet and so on. This course eclectically
deals with electrostatic phenomenon, constant current, magnetostatic phenomenon, Maxwell's
equation, plane electromagnetic wave, theory and application of transmission line, waveguide,
cavity resonator, antenna, radiating system according to background and needs of students.
교과목명

전자빔 특론ⅠSpecial Topics in Electron Beam I

학점/시수

3/3

전자광학 이론을 공부하고, 이를 이용한 전자빔 시스템에 대한 설계, 구조 및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전
자현미경 TEM, SEM 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강의를 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study the theory of electro-optics, and learn the design, structure and
properties of electron beam system using it. In particular, we give a systematic and concrete
lecture on TEM and SEM of electron microscope.

교과목명

전자빔 특론 Ⅱ Special Topics in Electron Beam Ⅱ

학점/시수

3/3

전자광학 이론을 공부하고, 이를 이용한 전자빔 시스템에 대한 설계, 구조 및 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특히 전
자현미경 TEM, SEM 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강의를 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study the theory of electro-optics, and learn the design, structure and
properties of electron beam system using it. In particular, we give a systematic and concrete
lecture on TEM and SEM of electron microscope.
교과목명

진공과학 Vacuum Science

학점/시수

3/3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청정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현
대산업과학기술에서 필수적인 진공과학에 대하여 학습하며, 이를 위하여 기체이론, 진공재료, 진공의 원리
와 실현방법, 각종 진공펌프의 구조 및 특성, 누설탐지 등의 주제에 관해 포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의 응용력을 배양한다.
As science and technology are highly developed, the need for a clean environment in various
fields is emerging. In this course, students are taught about vacuum science, which is essential in
modern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is purpose, comprehensive study is carried out
on topics such as gas theory, vacuum material, principles and realization of vacuum,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vacuum pumps to cultivate application ability in various fields.
교과목명

리소그라피 기술 Lithography Techniques

학점/시수

3/3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며 기초적인 리소그래피는 반도체 칩에 회로를 그려넣는 학문 분야를 총칭한
다. 리소그래피 기초이론과 특성에 대해 배우고, 전문 논문 등을 분석하여 학습한다.
Lithography for applying to integrated circuit fabrication is an important field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the lecture, the fundamental theory of lithography will be studied.
교과목명

물리학 특론I Special Topics in Physics I

학점/시수

3/3

물리적 개념을 공부하여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사고를 함양함. 구체적 내용으로는 역학, 열역학,
광학 등의 분야가 포함됨.
This course provides scientific thought and understanding of natural phenomenon in physics.
The special topics of this course are kinetics, thermodynamics, and optics.
교과목명

물리학 특론II Special Topics in Physics II

학점/시수

3/3

물리적 개념을 공부하여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사고를 함양함. 구체적 내용으로는 전자기학, 현대
물리학 등의 분야가 포함됨.
This course provides scientific thought and understanding of natural phenomenon in physics.
The special topics of this course are electro-magnetics and modern physics.
교과목명

석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Degree

학점/시수

3/3

석사논문의 작성 및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아래 실험과 연구를 병행한다.
Advanced theoretical and/or experimental research for the MS. D thesis will be perform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advisor.
교과목명

고급나노과학I Advanced Nano Science Laboratory I

학점/시수

3/3

나노 기술은 현대 전자 산업의 기초/기반 기술이 되고 있다. 본 강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기반의 나노
패터닝 공정 기술과 이를 활용한 전자 소자에 대해 다룬다. 나노 구조의 적용에 의한 전자 소자의 특성 변화
를 기초 이론부터 살펴보고, 적용 소자의 동작 원리, 특성 변화, 응용에 대해 폭넓게 이해한다. 또한 각각의
전자소자의 개발 역사 및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The nano-technology became the coner stone of modern electronic industry. In this course, the
nano patterning technology based on semiconductor/display process and its application of nano
structure would be discussed. From the fundamentals to the application, the mechanism and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device utilized by nano process technology would be widely
investigated. Also the development history and recent research results would be discussed.

교과목명

고급나노과학II Advanced Nano Science Laboratory II

학점/시수

3/3

본 강의는 고급나노과학I의 심화 과정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의 나노 소재/패터닝 응용 소자에 대해 다룬다.
디스플레이는 광소자로서, 나노 소재/구조 기반 기술이 활발히 연구 및 응용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본 강의
에서는 나노 응용 소자의 심화 연구로서, 나노 소재/패터닝 기술 기반의 유연전극 및 Photonic Structure
와 그 응용에 관하여 기초 이론부터 응용 전자 소자까지 살펴 본다.
The application of nano process technology for nano material/patterned electronic device in
display would be deeply investigated. In display, the nano material/structure technology is
one of the most widely investigated research area. For the in-detail study, the nano
material/patterning technology based flexible electrode, photonic structure and its application
would be fully discussed from the fundamentals.
교과목명

고급나노과학 특론I Special Topics in Advanced Nano Science I

학점/시수

3/3

“고급나노과학” 및 “고급나노과학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에 필요한 나노소재 공정 및 분석
장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젝트 기반 강의로 진행한다.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Advanced Nanoscience" and "Advanced Nanoscience
Laboratory", we will proceed with project-based lectures with the aim of presenting
necessary nano material processing and analysis equipment in the future.
교과목명

고급나노과학 특론II Special Topics in Advanced Nano Science II

학점/시수

3/3

“고급나노과학 특론I” 에서 제시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나노소재 공정 및 분석 장비를 평가하고 응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젝트 기반 강의로 진행한다.
Based on the results presented in "Special Topics in Advanced Nano Science I", we will
proceed with project-based lectures aimed at evaluating and applying nano-materials
processing and analysis equipment.
교과목명

나노과학 이론 및 실험ⅠNano Science Theory and Experiment I

학점/시수

3/3

광학 기초적인 이론적 설명 및 실험:
Basic theory and experiments of optics including farfield and nearfield
1. 원격장 광학 farfield optics : 빛의 간섭, 회절, 분해능, 빛의 이중성
Farfield optics : diffraction, interference, resolution limit, duality of light
2. 근접장 광학 nearfield optics : 근접장광의 생성과 이론적 배경, 분해능
Nearfield optics : background, creation method of evanescent field, resolution of the nearfield
optical microscope,
3. 나노 광학 실험: 나노거리 측정 방법, 나노 스케일에서의 dynamics
Distance control of sub-wavelength distance, Dynamics in nano-scale region
교과목명

나노과학 이론 및 실험Ⅱ Nano Science Theory and Experiments Ⅱ

학점/시수

3/3

광학 기초적인 이론적 설명 및 실험:
Basic theory and experiments of optics including farfield and nearfield
1. 원격장 광학 farfield optics : 빛의 간섭, 회절, 분해능, 빛의 이중성
Farfield optics : diffraction, interference, resolution limit, duality of light
2. 근접장 광학 nearfield optics : 근접장광의 생성과 이론적 배경, 분해능
Nearfield optics : background, creation method of evanescent field, resolution of the nearfield
optical microscope,
3. 나노 광학 실험: 나노거리 측정 방법, 나노 스케일에서의 dynamics
Distance control of sub-wavelength distance, Dynamics in nano-scale region

교과목명

리소그래피 특론 Special Topics in Lithography

학점/시수

3/3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며 기초적인 리소그래피는 반도체 칩에 회로를 그려넣는 학문 분야를 총칭한
다. 리소그래피 기초이론과 특성에 대해 배우고, 전문 논문 등을 분석하여 학습한다.
The most important and fundamental lithography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the field of
academics that draw circuits on semiconductor chips. Learn basic theory and characteristics
of lithography, and study through analysis of professional papers.
교과목명

반도체 공정I, II Process of Semiconductor I, II

학점/시수

3/3

현대 반도체 산업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소개하고, 그 이론적 배경과 실제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강의한다. 반도체 공정에 적용되는 반도체의 기본지식,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 및 활용 방법,
각종 공정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Various semiconductor processes which are used in modern semiconductor industry will be
introduced. The basics of semiconductor theories, properties and performance of the
equipments used in semiconductor processes, and the practical process technologies using
the equipments will be treated.
교과목명

진공과학 응용 Application of Vacuum Science

학점/시수

3/3

본 강의는 현대산업과학기술에서 필수적인 진공과학의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능
력을 배양하기 위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자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진공 장비의 구조 및 작동 조건
등의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application of vacuum science, which is essential in modern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To acquire the cultivate application ability in various fields,
comprehensive study is carried out on topics such as structure and operation condition of
various vacuum equipment using in the process of the semiconductors and display devices.
교과목명

응용광학 특론 Special Topics in Applied Optical Science

학점/시수

3/3

이 강의에서는 우선 빛의 기본적인 성질과 반사, 굴절 및 분산에 대하여 기하광학적인 관점에서 배운다. 다
음으로 빛의 파동이론에 근거하여 빛의 편광, 중첩, 간섭, 및 회절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또한 레이저,
홀로그래피 및 양자광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In this lecture, we first learn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light and the reflections,
refractions and dispersions from a geometrical-optical point of view. Next, we analyze and
understand the polarization, superposition,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phenomena of light
based on light wave theory. Also acquires basic knowledge about laser, holography and
quantum optics.
교과목명

전자광학Ⅰ Electro-OpticsⅠ

학점/시수

3/3

전자빔기술의 기초학문 분야인 전자광학의 기본원리와 응용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electro-optics, which is the
basic discipline of electron beam technology.
교과목명

전자광학Ⅱ Electro-OpticsⅡ

학점/시수

3/3

전자빔기술의 기초학문 분야인 전자광학의 기본원리와 응용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principles and applications of electro-optics, which is the
basic discipline of electron beam technology.

교과목명

재료분석I, II Material Analysis I, II

학점/시수

3/3

재료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기초가 되는 광학현미경, XRD, 전자현미경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현
미경을 이용한 시료 측정 및 분석 등에 대해 강의한다. 주제를 정하여 재료분석에 대한 문제점 제시 및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This course provides to understanding for optical microscope, XRD, and electron microscope,
for characterizing materials. Analysis of the samples using an optical microscope, XRD, and
electron microscopy are performed.
교과목명

나노물리세미나 Nano Physics Seminar

학점/시수

3/3

나노물리학은 나노 미터 크기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리 현상을 이해하고 물리적 성질을 관측함으로
써 이를 응용하고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 특정한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는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세미나를 진행한다.
A nano physics is a field of understanding and studying various physical phenomena
occurring in the nanometer size region and observing physical properties. A nano physics
seminar will be progressed on the results of in-depth research by selecting specific topics
for these fields.
교과목명

ICT융합의료신호처리 ICT-Converged Medical

학점/시수

3/3

ICT 융합의료 신호처리는 다양한 ICT 융합의료기술에 대한 소개와 관련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과목으로, ICT 융합의 원동력이 되는 나노과학, 바이오 의료공학 분야의 융복합적 응용 기술 등의 실제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it introduces that various ICT convergence technologies and aim for
understanding related underlying technologies. And we learn about application cases such as
nano-science and converged bio-medical engineering that drives ICT convergence
technology.
교과목명

지식재산과 기술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학점/시수

3/3

본 강의는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이해와 개요에 대해 학습하고, 특허 등록요건 및 출원절차,
지식재산권의 권리행사, IP 청구범위의 해석에 대한 실전적인 노하우를 습득한다. 그리고 선행기술로부터
아이디어 차별화와 연구방향을 도출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understanding and over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patent,
tradmark, design, etc), and to acquire the whole theoretical and practical know-how for the
patent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application procedure, exrci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pretation of IP claims. Then to acquire the skill of deriving ideas differentiation
and direction of research from prior art.
교과목명

박사논문연구 Research for the Doctor's Degree

학점/시수

3/3

박사논문의 작성 및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아래 실험과 연구를 병행한다.
Advanced theoretical and/or experimental research for the Ph. D thesis will be perform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advis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