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동실험실습관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정밀분석기기를 교내 대학원생, 학부생 및
관련 연구자에게 기본 원리 및 기기운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연구와 교육의 질을 향
상시키고자, 2022년 동계 온라인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합니다. 본 교육은 기초위주
로 구성된 교육이므로 세부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교육프로그램 안내
교육 내용

일정

교육 기기

시간

문의

1월 25일

핵자기공명분광기
FT-NMR

10:00~12:00

이용인 연구원
042)821-5267

주사전자현미경
SEM

14:00~16:00

백지영 / 7384

X선 회절분석기
XRD

10:00~12:00

이명희 / 5269

공초점현미경
Confocal Microscope

14:00~16:00

서은영 / 7371

HPLC/GC

10:00~12:00

이유리 / 7377

유도결합플라즈마
방출분광기/질량분석기
ICP-AES / ICP-MS

14:00~16:00

한정란 / 7374

(화)
기초 기기 이론 및
운용교육
Ⅰ. 기기분석의 원리

1월 26일

및 응용방법

(수)

Ⅱ. 기기운용 및
결과해석
1월 27일
(목)

1. 수강 신청 및 납부
§

교육 일시 : 2022년 1월 25일(화) ~ 27일(목)

§

수강 신청 및 납부 : 2022년 1월 4일(화) 09:00 ~ 1월 6일(목) 17:00 까지

§

신청 방법 : 『공동실험실습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접수문의 : 821-5267)
http://www.cnucrf.re.kr → 교육 및 세미나

§

수강비 : 2만원 (기기별 납부, 입금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별도 연락 필요)

§

입금(계좌이체만 가능) : 하나은행(660-910003-70005), 예금주 :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 카드결제 불가, 계산서 발급 불가 (영수증 출력 가능)

§

납부 문의 : 042-821-5274 (행정실 옥경미)
* 등록 후 납부기간이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 입금 후 환불 불가

2. 최종 수강자 확인
§

1월 10일(월) 11:00 이후 공실관 홈페이지 확인

3. 기타 사항
§

이번 동계 정기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 시작 전 전자메일로 교육 참가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

저작권의 문제로, 온라인 강의내용은 녹음 및 녹화 불가합니다.

§

자세한 교육내용 및 일정은 교육계획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은 공동실험실습관의 내부사정에 의해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수강 인원에 따
라 폐강 및 신청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은 기초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반드시 교육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 연구자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득이 각 교육과목 당 동일기관 및 실험실
에서 2명까지만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마감일 이후 추가 등록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