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제단위계(SI) 재정의 선도 차세대 측정표준 연구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국제단위계(SI) 재정의 선도 차세대 측정표준 연구책임자
연구
(중과제)

이형규

연구분야

초 재정의 대비 차세대 원자시계 개발

공동·위탁과제명

KRISS 원자시계 기준점의 절대 표고 및 불확도 결정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2022.03.01. ~ 2022.12.31.

연구비

40,000천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내 원자시계 기준점의 절대 표고 및 불확도 결정
◦ 연구과제의 필요성
- 시간 표준의 기준인 원자시계는 일반상대성이론에 의해 절대 표고 1
cm 마다 약 1×10-18의 주파수가 변하므로, KRISS 원자시계에 의한
세계협정시(UTC) 생성을 위해 정확한 절대 표고의 결정이 필요

- KRISS 원자시계의 원격 정밀 주파수 비교를 위해 정확한 절대 표고
연구과제 필요성,
의 결정이 필요
주요내용 및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요구사항
- 2018년 CGPM(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결의된 기준 중력포텐셜 W0 =
62 636 856.0 m2s-2로부터 KRISS 원자시계 기준점의 절대 표고 결정
- EGM2020, XGM2016 등의 지구 중력장 모델과 KRGG18 등의 국지 중
력장 모델, KRISS 주변 중력 측정 데이터를 사용한 절대 표고 결정
의 불확도 산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KRISS 원자시계의 세계협정시 생성 기여도 향상
◦ KRISS 원자시계의 주파수 국제 비교 불확도 감소
◦ KRISS 원자시계를 통한 절대 표고 국내 기준점 확보
◦ EGM2020, XGM2016 등의 지구 중력장 모델 적용 능력 보유
◦ KRGG18 등 국지 중력장 모델 적용 능력 보유
◦ KRISS 주변 중력 측정 데이터를 이용한 국지 중력장 계산 능력 보유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이원규
◦ 부서명/직급:물리표준본부/시간표준그룹/원자기반양자표준팀/책임연구원

2021년 11월 10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이 형 규

(인)

1-2. 물리 측정표준기술 고도화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연구책임자
(중과제)

물리 측정표준기술 고도화

권재용

연구분야

진공응용기술

공동·위탁과제명

배터리 음극물질 디자인을 위한 다기능성 oCVD 폴리머 박막기술 개발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2022.01.01. ~ 2023.12.31.

연구비

25,000천원 / 년

◦배터리 음극물질 디자인을 위한 다기능성 oCVD 폴리머 박막기술 개발
◦ 연구과제의 필요성
- 현재 리튬이온배터리는

크게 낮은 비용량(specific capacity)과 안정

성에 문제점이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물질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하이니켈 NCM을 사용하게 될 경우,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함.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다기능성 (Elastic, Conformal, Water repellent) oCVD 폴리머 박막코팅을 통
한 배터리 음극물질 효율 및 안전성 향상
-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배터리 기술 개발
◦ 불안정하고, 배터리 성능을 저해하는 cathode electrode interphases들의 생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을 방지/최소화하여 배터리의 cycle life 및 안정성 향상
◦ H2O 흡착 억제/최소화를 통해, 현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배터리 전극물
질보관 기술 개발 및 상용화
◦ 배터리 음극물질 코팅 기술의 원천기술 개발하여 전기자동차에 적용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oCVD 장비활용능력 보유 및 관련 연구 경력 10년 이상
◦ 리튬이온전지 및 일반적인 배터리 측정 기술/자격 보유
◦ 배터리 재료의 구조적, 전기적, 화학적 특성 분석 및 디자인 경험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송한욱
◦ 부서명/직급: 물리표준본부/역학표준그룹/
진공압력측정표준팀/책임연구원

2021년 11월 11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권 재 용 (인)

1-2. 물리 측정표준기술 고도화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2022년도 주요사업 공동 과제

주관과제명
(중과제)

연구책임자
(중과제)

1-2 물리 측정표준기술 고도화

연구분야

음향 딥러닝 신호처리

공동·위탁과제명

고해상도 음원 지도의 응용기술 개발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연구비

권재용

35,000천원 / 년

◦고해상도 음원 지도를 통한 응용기술 개발

연구과제
최종목표

- 상관음원 위치 및 형상 추적, 정보 교환 가능성 연구
- 평판 진동의 경계조건 파악 기술 개발
◦ 연구과제의 필요성
- 실제 현장에는 이론적인 점음원이 아닌 형상을 가진 음원이 많음
- 볼트 체결 여부 등 평판 진동의 경계조건을 비접촉식으로 알 수 있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다면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임.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상관음원의 위치 및 형상 추적을 위한 딥러닝 모델 개발
- 상관음원 형상 파악을 통한 정보 교환 가능성 연구
- 평판 진동의 경계조건을 음향으로 파악하는 딥러닝 모델 개발
◦ 고해상도 음원 지도의 활용 범위 확장
- 상관음원 위치 및 형상 추적을 통한 정확도 향상 및 산업계에서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활용도 증가
- 평판 진동의 볼트 체결 여부 등을 비접촉식으로 파악하여 제조공정
에서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딥러닝 모델 개발 및 최적화 능력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딥러닝 모델 설계
-

딥러닝 모델 학습 및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

딥러닝 계산용 서버 구축 및 활용

- 음향신호처리 경험
기타사항

◦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장지호
◦ 부서명/직급: 물리표준본부 음향신표준팀, 책임

2021년 11월 11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권 재 용

(인)

1-2. 물리 측정표준기술 고도화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연구책임자
(중과제)

물리 측정표준기술 고도화

권재용

연구분야

전자파 측정

공동·위탁과제명

머신러닝을 이용한 6G 안테나 원거리장 분석 효율화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2022.01.01. ~ 2023.12.31.

연구비

40,000천원 / 년

◦ 6G 안테나 원거리장 분석 효율화
- 머신러닝을 이용한 배열 안테나 원거리장 예측
- 머신러닝을 이용한 샘플링 포인트 최적화
◦ 연구과제의 필요성
- 6G 이동통신에 관한 국가 R&D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해당대
역 안테나의 정밀 측정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됨
- 6G 안테나의 경우, 파장의 물리적 크기 축소로 인해 반도체공정 과
정에서 함께 배열 안테나 형태로 제작되고 있는 추세임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종래의 방법으로는 측정의 정확성과 긴 측정시간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새로운 배열 안테나 측정기술이 요구됨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근거리장 학습 데이터 확보방안 제시
- 근거리장 진폭값 기반 원거리장 추정 알고리즘 개발
- 측정 또는 full EM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데이터 확보 및 검증결과 제시
- 최적 샘플링 포인트 학습 및 추정 알고리즘 개발
- 샘플링 포인트에 따른 정확도 제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 6G 이동통신 핵심 측정기술 확보 및 산업체 보급
- 개발 알고리즘 기반 측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스템 구축비용 절감
- 측정 정확도 및 측정속도 개선
◦ 배열 안테나 근거리장 측정 시스템 활용능력 보유
◦ 전자파 산란 해석 경험 보유
◦ 산출물 : 머신러닝 S/W 코드
- 코드형태 : C, 파이썬, 매트랩 등 개발 간 협의
◦ 성명: 조치현
◦ 부서명/직급: 전자파측정기반팀/책임

2021년 11월 11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권 재 용 (인)

2-1. 화확·방사선 측정표준 확립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주관과제명
(중과제)

[2-1] 화학·방사선 측정표준 확립

연구책임자
(중과제)

최기환

연구분야

NMR을 이용한 화학분석

공동·위탁과제명

유기물 순도분석을 위한 qNMR 측정법 개발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2022.01.01. ~ 2024.12.31.

연구비

30,000천원 / 년

◦고순도 유기화합물의 순도분석을 위한 qNMR 기법 개발
- 다차원 분석 및 1H 이외의 원자핵에 대한 NMR 측정법 연구
- 개발 기술의 실제시료 적용을 통한 유효성 검증
◦ 연구과제의 필요성
- KRISS에거 개발하는 CRM의 SI 소급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도분석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mass balance method로 적용하기 어려운 고순도
유기화합물이 존재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qNMR을 이용한 순도분석 수행 시 불순물의 영향을 최소화할 기법
개발 필요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다차원 NMR과 1H 이외의 원자핵에 대한 qNMR 기법 개발 및 고도
화
- 다양한 고순도 유기화합물에 적용하고 기존 방법과 비교를 통해 순
도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
◦ 고순도 유기화합물의 qNMR 순도분석으로 KRISS 측정결과의 소급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확보
◦ qNMR 순도분석법을 CRM 인증 대상성분 및 국제비교 대상성분의 순
도분석에 활용
◦ NMR에 대한 물리화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분석에 적용할 수 있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는 분석화학/물리화학 분야 교수
◦ 자체 또는 기관 내 NMR 기기 보유자로 KRISS 연구자의 공동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기타사항

◦ NMR 기기 공동활용 및 KRISS의 qNMR 측정에 대한 기술자문 필요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최기환
◦ 부서명/직급: 화학바이오본부, 유기측정기반팀/책임연구원

2021년 11월 05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최 기 환

(인)

2-2. 바이오·의료 융합 측정표준기술 개발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2021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주관과제명
(중과제)

연구책임자
(중과제)

바이오·의료 융합 측정표준기술 개발

연구분야

의료데이터 정밀측정 기술개발

공동·위탁과제명

지방량 기준물질 임상활용 최적화 연구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2022.03.01. ~ 2022.12.31.

연구비

임현균

20,000천원 / 년

◦지방량 기준물질의 임상적 활용을 위한 최적화 연구
◦ 연구과제의 필요성
-

MRI를

사용한 인체 내 지방비율 정량화는 최근에 간에서 관심이 큰

임상 주제로 떠오르고 있음. 선진화된 사회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
환

(NAFLD)

및 비만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간의 지방비율 정량화

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신약 개발 또한 활발하며 관련 임상시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장비별, 기관별 일치화가 되어 있지 않아 재현성이 부족하고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신뢰성이 낮아 영상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선행연구를 통해 지방비율 측정값에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물질을
개발하였으나, 임상적 활용도 향상을 위한 임상 테스트 및 수요기반
기능 개선을 통한 물질의 최적화 및 팬텀의 고도화가 요구됨.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지방비율 기준물질의 MRS 데이터 획득
- 다 기종 MRI 장비에서 지방비율 기준물질 데이터 획득
- 지방비율 기준물질 임상적 활용성을 위한 개선점 제안 및 고도화
- 의료측정팀과 주기적인 회의를 통한 임상 피드백 적용 효율 향상
◦ 기 개발된 기준물질/팬텀의 개선을 통한 임상적 활용성 증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개발된 기준물질의 임상적 수요에 맞게 최적화함으로써 향후 표준물
질로 등록 시 보급력 향상을 기대함.
◦ 의료영상 측정표준 개발을 위한 임상 전문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의료영상을 진단 및 치료에서 활용하는 대학병원급 임상기관 전문의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또는, 의료영상 지방량 기준물질/팬텀의 개발 또는 분석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 다 기종 MRI 장비 및 MRS 활용 네트워크 보유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조효민
◦ 부서명/직급: 안전측정연구소 의료측정팀/선임연구원

2021년 11월 10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임 현 균

(인)

2-2. 바이오·의료 융합 측정표준기술 개발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2022년도 주요사업 (공동) 과제
연구책임자
(중과제)

바이오·의료 융합 측정표준기술 개발

임현균

연구분야

의료데이터 정밀측정 기술개발

공동·위탁과제명

Long-term biosignal monitoring electronic patch device
장기간 생체신호 모니터링이 가능한 피부부착형 유연소자 개발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2022.03.01.. ~ 2023.12.31. (2년)

연구비

20,000천원 / 년

◦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패치 형태의 생체신호 측정소자 개발
◦피부부착형 웨어러블 생체신호(PPG, ECG 등) 모니터링 센서는 초경량
화, 다양한 응용처, 저비용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하여 여러 형태로의 연
구개발이 진행되어 옴.
◦하지만 센서와 사용자 피부 간 발생하는 땀 등으로 인한 부착 상태의
변화(온도/습도 등)로 발생하는 측정값의 불확실성, 소자의 내구성 저하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등의 문제 등으로 신뢰성 및 안정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이에 차세대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장기적(long-term) 모니터링이 가능한 피부부착형 센서 개발이 필요함.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생체신호(PPG, ECG 포함) 모니터링이 가능한
패치 형태의 생체신호 측정용 소자 개발
- 피부부착형 측정소자의 불확도 개선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연구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료측정팀과의 연구협력
◦ 장기 사용이 가능한 패치 형태의 생체신호 측정소자 개발을 통해 차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세대 웨어러블 생체신호 시스템의 측정불확도 개선 및 측정신뢰성 향상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료측정팀 주요사업으로의 확대발전을 위한 선
행연구로 활용
◦ 생체신호 측정표준 개발을 위한 전문가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반도체 장비활용능력 및 소자 제작 경험 다수 보유
◦ 생체신호 측정소자 개발 또는 관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조주형
◦ 부서명/직급: 안전측정연구소/선임연구원

2021년 11월 10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임 현 균

(인)

2-4. 미세먼지 국가 측정체계 신뢰성 기반구축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미세먼지 국가 측정체계 신뢰성 기반구축

연구분야
공동·위탁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중과제)

임용현

분석화학
미세먼지 유기성분 복합패턴 측정기술 개발
2022.01.01. ~ 2025.12.31
연구비
70,000천원 / 년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연차별 협약 진행)

연구과제
최종목표

◦미세먼지 중 다양한 유기성분의 복합패턴 측정 기술 개발
- 유기성분 복합패턴 측정기술의 표준연 개발 CRM 적용
- 유기성분 복합패턴의 균질성/안정성 평가
◦ 연구과제의 필요성
- 미세먼지 CRM에 포함된 다양한 유기성분의 인증값 제시 불가, 다중 유기성
분의 패턴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제공 필요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지난 3년간 연구를 통해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한 유기성분 복합패턴 측정기
술을 발전시켜 CRM 특성분석에 적용 가능성 검증 필요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표준연 개발 CRM에 대해 유기성분 복합패턴 분석 적용 및 균질성/안정성
평가
- 유기성분 복합패턴을 미세먼지 발생원 기여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지 가
능성 검증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복합 유기성분 패턴을 활용한 미세먼지 발생원 추적 활용 가능성 확인
◦ 미세먼지 발생원 기여도 정량적 평가 활용
◦ 기초연구를 위한 CRM 활용 확대
◦ 초고분해능 FTICR MS 및 복합 유기성분 패턴 분석 경험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초고분해능 FTICR MS 보유 및 10년 이상 운영 경험 필수
- Petrolomics 및 복합 유기성분 패턴인식 S/W 개발경험 필수
- 미세먼지 복합 유기성분 패턴 연구 수행 경험 필수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임용현
◦ 부서명/직급: 화학바이오표준본부 무기분석표준그룹/책임

2021년 10월 22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임 용 현 (인)

2-4. 미세먼지 국가 측정체계 신뢰성 기반구축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미세먼지 국가 측정체계 신뢰성 기반구축

연구분야
공동·위탁과제명

연구책임자
(중과제)

임용현

분석화학

k0-INAA법을 이용한 미세먼지 무기원소 분석 측정 시스템 확립
2022.01.01. ~ 2025.12.31

연구기간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연차별 협약 진행)

연구비

50,000천원 / 년

◦k0-INAA법을 이용한 미세먼지 무기원소 분석 측정 시스템 확립
연구과제
최종목표

- k0-based single comparator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k0-INAA)법의 하나로 원자로 적용 및 측정 시스템 구축
- 기 개발 CRM을 활용한 측정 기술 유효성 검증
- 표준연 CRM 중 무기성분에 관한 특성화 적용
◦ 연구과제의 필요성
- 지난 수년간 하나로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으나, 다종 무기원소 성분 분석 및 단일동위원소 성분의 측정
에 INAA 측정법의 상보적 활용이 절실. 하나로가 다시 본격 가동하
면서 연구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위탁연구 추진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미세먼지 CRM의 경우 일반적인 습식분석법 적용 시 산분해의 어려
움이 있으므로 용액화가 필요 없는 대체 분석법 필요

- k0-INAA법은 표준시료 준비 없이 40종 이상의 원소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무기성분에 관한 CRM 특성화 값 제공 가능
- 간섭원소에 관한 편향효과 검증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무기원소 분석을 위한 k0-INAA 측정 시스템 구축 및 유효성 검증
- 표준연 개발 미세먼지 CRM에 대해 무기성분 특성화 값 제공
◦ k0-INAA 측정시스템 활용 및 분석가능 기질/원소 확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무기성분의 미세먼지 발생원 추적 활용 가능
성 타진
◦ 30-40종 이상의 무기원소 성분 CRM 참고값 제공
◦ INAA법을 이용한 무기원소성분 분석 경험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연구용 원자로 활용 가능
- 감마선 검출 시스템에 관한 이해와 데이터 처리 능력
- 환경 유래 기질에 관한 무기원소 성분 분석 경험 필수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조하나
◦ 부서명/직급: 화학바이오표준본부 무기분석표준그룹/선임

2021년 10월 27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임 용 현 (인)

2-6. 기간시설 안전 측정기술 개발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연구책임자
(중과제)

[2-6] 기간시설 안전측정 기술 개발

임현균

연구분야

인프라 구조안전 모니터링 기술개발

공동·위탁과제명

구조물 응력측정을 위한 단면공진-응력 상호관계 온도영향 해석 연구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2022.01.01. ~ 2022.12.31.

연구비

50,000천원 / 년

◦구조물 응력측정을 위한 단면공진-응력 상호관계 온도영향 해석 연구
- 온도영향을 고려한 단면공진-응력 모델 해석 수립
- 단면공진기반 응력 측정 온도보정 모델 제시
◦ 연구과제의 필요성
- 구조안전모니터링팀 핵심 연구 목표인 구조물 응력 측정을 위해 음
향탄성효과에 기반한 응력 측정 방법을 제안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으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나, 현장 적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온도 영향의 보정이 필수적임
- 위탁과제를 통해 단면공진기반 응력측정 기법의 온도 보정 모델 확
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온도영향을 고려한 판구조물 단면공진-응력 모델 해석 수립
- 단면공진기반 응력 측정 온도보정 모델 제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대형 인프라 구조물의 하중지지 강구조물(형강빔, 레일)의 응력 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구조물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
- 강구조물 응력 측정 시스템 요소 기술로 활용

◦ 탄성구조물 구조/진동/파동 해석 전문가
◦ 음향탄성효과 해석 유경험자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조승현
◦ 부서명/직급: 안전측정연구소/책임연구원

20YY년 MM월 DD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임 현 균

(인)

3-1. 첨단측정장비 핵심기술 개발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주관과제명
(중과제)

연구책임자
(중과제)

[3-1] 첨단측정장비 핵심기술 개발

강 상 우

연구분야

반도체 측정장비기술 개발 분야

공동·위탁과제명

공정온도 모니터링용 온도센서 통신시스템 개발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연구비

50,000천원 / 년

◦열전특성 웨이퍼형 온도센서 측정시스템 개발
- 12인치 웨이퍼형 온도센서

연구과제
최종목표

- 65 채널, -20℃~60℃ 온도측정 범위
◦온도측정값 송신 가능한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
￮
￮
￮

열전소자 온도센서 소자 개발 및 성능고도화
열전특성 온도센서를 이용한 무선통신 시스템 성능안정화
-20℃~60℃의 온도 범위를 측정 가능한 보드설계
휴대성이 용이한 무선전력전송 시스템 설계
스마트폰과 연동 가능한 무선통신 프로그램 및 앱 설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외국 특정기업의 독점 공급에 따른 높은 가격의 웨이퍼형 온도센서
수입품을 대체가능함.
￮ CVD, etcher, ALD 등 주요 반도체 장비의 공정최적화에 활용가능함.
￮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인 첨단센서산업 발전에 기여함.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8인치 이상 웨이퍼형 센서 제조 공정시설을 보유한 기관
￮ 회로설계, 온도측정 시스템 보유, 스마트폰 앱 설계 능력 보유자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제 갈 원
◦ 부서명/직급: 첨단측정장비연구소/책임연구원

2021년 11월 01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강 상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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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첨단측정장비 핵심기술 개발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3-1] 첨단측정장비 핵심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중과제)

강 상 우

연구분야

반도체 측정장비기술 개발 분야

공동·위탁과제명

반도체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고성능 진동 센서 개발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2022.01.01. ~ 2022.12.31.

연구비

30,000천원 / 년

◦반도체 공정의 감시를 위한 나노재료 기반 고감도 진동 센서 개발
- 진동 민감도(Sensitivity) 350 mV/N 이상
- 내구성 500회 반복 평가 후 측정값 변화율 < 10%
◦ 연구과제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공정의 무인화로 인해 공정 감시를 위한
센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진동, 압력, 온도 등)
- 특히 반도체 공정의 경우 대형 설비 및 공조 시스템 가동 시에 진동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이 발생하며 특히 저주파(< 1,000 Hz) 진동의 경우 감지가 어렵고
공정 수율 저하 및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음.
- 측정 민감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다른
설비에 간섭을 주지 않는 진동 센서 제작이 요구됨.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Ferroelectric materials 중 저주파 영역대 감지가 가능한 소재 선정
- 전기방사 및 증착(Sputtering)을 통한 초소형 진동 감지 센서의 개발
◦ 반도체 공정의 주요 이슈인 정밀 제어 분야에 기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설비 노후화, 설비 이상 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진동,
소음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센서로의 활용
- 작업자 신체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의 활용
◦ 나노섬유의 제작 및 물리적 특성 측정 기술 보유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전기방사 장비(nanoNC社 Electrospinning system) 보유
- 표면 상태(SEM) 및 전기적 특성 측정 장비(Multimeter) 보유
◦ 진동 공급, 주파수 지정 및 출력 전압 측정 장비(Oscilloscope) 보유

기타사항

◦ 없음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제 갈 원
◦ 부서명/직급: 첨단측정장비연구소/책임연구원

2021년 11월 01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강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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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1. 첨단측정장비 핵심기술 개발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과제

주관과제명
(중과제)

3-1. 첨단측정장비 핵심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연구분야

첨단 대구경 광학측정장비 개발

공동·위탁과제명

고분해능 자외선 대물렌즈 광학설계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2022.01.01. ~ 2022.12.31.

강상우

(중과제)

연구비

30,000천원 / 년

◦ NA0.8 이상 고분해능 자외선 렌즈 최적화 설계 및 해석

◦ 본 연구과제는 고분해능 자외선 렌즈 모듈 설계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파장 193 nm의 자외선 파장 대역에서 고분해능이 가능하도록 높
은 집광능력 (NA0.8 이상)의 렌즈 설계 기술을 개발한다. 설계된 렌즈의
수차 및 잡광 최소화 연구, 민감도 분석을 통한 보상자 선정 연구, 조립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및 정렬 오차 요인 분석 연구 통해 렌즈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원천 기
술을 개발한다.
- NA0.8 이상 고분해능 자외선 렌즈의 광학 설계
- 고분해능 자외선 렌즈의 잡광 분석 및 최소화 연구
- 고분해능 자외선 렌즈의 민감도 분석 및 보상자 최적화 연구
- 고분해능 자외선 렌즈의 측정 결과 반영 조립 오차 분석 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반도체 검사장비용 핵심 부품인 자외선 렌즈의 광학 설계의 원천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광학설계 분야 연구능력 보유

기술 개발과 이를 이용한 검사장비의 소부장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 기하ㆍ파동광학 이론 및 결상광학계 설계 경험
◦

기타사항

-

담당자
(문의처)

◦ 성명: 김학용
◦ 부서명/직급: 첨단측정장비연구소, 우주광학팀 / 책임

2021년 11월 01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강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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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2. 양자 기반 핵심 측정기술 개발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2021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주관과제명
(중과제)

양자 기반 핵심 측정기술 개발

연구책임자
(중과제)

박희수

연구분야

초분극 나노입자 기반 의료영상 기술 개발

공동·위탁과제명

실리콘 나노입자를 이용한
향상된 초분극화 29Si 자기공명영상 조영제 개발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연구비

50,000천원 / 년

◦ 실리콘@실리카 나노입자의 초분극화 및 백그라운드프리 자기공명영
상 이미지 획득
연구과제
최종목표

- 실리콘@실리카 나노입자의 실리콘 나노입자 대비 수용상 분산성 향
상
- 실리콘@실리카 나노입자의 초분극화를 이용한 신호 증폭 효율 향상
- 초분극된 실리콘@실리카 나노입자를 이용한

29

Si 백그라운드 프리 자

기공명영상 이미지 획득
◦ 연구과제의 필요성
- 현재

29

Si 초분극화 자기공명영상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나노

입자는 물 분산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동물 자기공명영상 실험을
진행하는데 있어 제약이 큼
- 낮은 물 분산성은 주사바늘을 막히게 하며 주사 후에도 혈관을 막게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해 동물을 사망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분산성이 떨어지는 실리콘 나노입자는 다량의 생리식염수 사용이 강
제되고, 동물실험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며, 실험을 진행하더라도 실험
동물의 상태 이상 또는 폐사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실리카 코팅을 통한 실리콘 입자의 물 분산성 향상 및

29

Si 백그라운

드프리 자기공명영상 이미지 획득
◦ 실리콘 나노입자의 in vivo 활용성 및 신호 증폭 효율 증가
- 실리콘@실리카 나노입자의 향상된 물 분산성은 동물실험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됨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실리카 코팅으로 실리콘 나노입자의 물 분상성이 높아진다면, 라디칼
을 사용하는 초분극화 방식에서 라디칼 용액의 고른 분포로 실리카 코
팅을 하지 않은 입자 대비 초분극화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실리콘 나노입자를 이용한 DNP 연구의 bottleneck을 넘어 MRI 조영

참여제안자

제로서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초분극 장비 및 장비활용능력 보유
- 1 -

- 실리콘 나노입자를 이용한 초분극화 기술 보유
자격요건

- MRI 장비 및 장비활용능력 보유
- 실리콘@실리카 나노입자 제작 능력 보유
- 실험동물에서의 나노입자를 이용한 MRI조영제 연구 경험자
◦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심정현
◦ 부서명/직급: 양자자기이미징팀 / 책임연구원

2022년 11월 10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박 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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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2. 양자 기반 핵심 측정기술 개발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연구분야
공동·위탁과제명

2021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연구책임자
(중과제)
초분극 나노입자 기반 의료영상 기술 개발

양자 기반 핵심 측정기술 개발

박희수

실리카 나노입자 기반의 초분극 자기공명영상 프로브 개발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연구비

30,000천원 / 년

◦기능성 실리카 나노입자를 이용한 초분극 자기공명영상 프로브 개발
연구과제
최종목표

- 실리카 나노입자의 라이브러리 구축 (크기, 모양, 기공, Shell 두께,
선택적

29

Si isotope enrichment, 및 TEMPO 라디칼과의 선택적 반응, 등)

- In Vivo 연구에 활용 가능한 실리카 나노입자 합성법 개발 및 초분극
특성 최적화 연구 (신호증폭 및 T1 이완시간)
◦ 연구과제의 필요성
- 미래 바이오/의학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나노바이오 관련 연구들이
확대되고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Nanomedicine 기반의 질병 진단 및 치료에 활용 가능한 소재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주요 연구내용 (다기능성 실리카 나노입자의 초분극 특성 분석 연구)
- 선택적으로

29

Si isotope enrichments 된 실리카 나노입자 합성법 개발

- TEMPO 라디칼을 포함하고 있는 실리카 나노입자 합성 및 활용
- 감마선 조사에 따른 실리카 입자 내 라디칼 생성 연구 및 이를
이용한 초분극 현상 연구
- 입자의 크기, 비표면적, 및 형상 변화에 따른 초분극 특성 분석 연구
◦ 초분극 자기공명영상 프로브로서 최적화된 실리카 나노입자의 합성
기술 확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생체 신화적인 실리카 나노입자와 선택적 초분극 특성을 가지는
안정성이 우수한 나노조영제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음.
- 표적지향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서 암 조직만을 표적하여 치료할 수
있는 나노의약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초분극 핵자기공명 영상 및 분광학 분야의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다양한

연구경험을

확보한 전문가 (DNP 장비활용 경험 및 능력 보유)
◦선택적

29

Si isotope enrichments,

TEMPO 라디칼을 포함하고 있는

실리카 전구체 합성, 및 실리카 / 실리콘 나노입자의 합성기술을
확보한 전문가
◦
◦ 성명: 심정현
◦ 부서명/직급: 양자자기이미징팀 / 책임연구원

2022년 11월 10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박 희 수
- 3 -

(인)

3-3.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3-3-7. 스마트 모니터링을 위한 하이브리드 소재소자 측정기술개발1
연구책임자
(중과제)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송재용

연구분야
공동·위탁과제명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복합물성 측정기술 고도화를 위한 나노 열전소재 합성
2022.01.01. ~ 2022.12.31

연구비

40,000천원 / 년

◦ 복합물성 측정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나노열전소재 합성
- 나노스케일 복합물성(열-광-자기) 연구를 위한 소재 제공

◦ 연구과제의 필요성
- 복합물성 측정기술 고도화를 위해 구조 및 조성이 잘 정의된 소재 필요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마이크로소자 기반 측정에 적합한 고품질 나노소재 필요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마이크로소자 측정에 적합한 1차원 및 2차원 소재 제공
- 다중자극(열-광-자기)에 대해 물성 재현성이 있는 소재의 안정적 공급
◦ 재현성이 높은 고품질 나노구조 소재 합성 및 제공을 통해 복합물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측정기술 고도화에 활용
◦ 위탁과제 수행 기관의 연구인력과 인프라 활용으로 측정기술 고도화
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및 학연간 연구 시너지 기대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고품질 열전 나노소재 합성 기술 보유
- 저차원 소재(일차원 또는 이차원) 자체 합성기술(시스템) 보유
- 나노 열전소재 합성관련 학술논문 실적 (SCI급 3편 이상)

기타사항

해당 없음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신호선
◦ 부서명/직급: 스마트소자팀/책임

2021년 11월 22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송 재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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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3-3-7. 스마트 모니터링을 위한 하이브리드 소재소자 측정기술개발1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연구책임자
(중과제)

송재용

연구분야
공동·위탁과제명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두께방향 열전물성 측정기술 고도화를 위한 박막열전소재 합성
2022.01.01. ~ 2022.12.31

연구비

40,000천원 / 년

◦ 두께방향 열전물성 측정기술 고도화를 위한 박막 열전소재 합성
- 박막의 두께 및 물성제어가 가능한 고품질 열전박막 소재 제공
◦ 연구과제의 필요성
- 박막의 두께방향 열전물성 측정기술 고도화를 위한 열전박막 필요
- 두께방향 측정의 정밀도 판단을 위해 균질한 물성의 두께 제어된 높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은 이방성의 열전 박막 필요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두께 제어된 단일 소재 또는 복합소재 열전박막 제공
- 접촉식(SThM) 및 비접촉식(TDTR) 측정을 위한 두께 및 물성 제어된
다양한 열전박막 샘플 제공
◦ 재현성 있는 고품질 열전박막 소재 공급을 통해 두께방향 열전물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측정기술 고도화에 활용
◦ 위탁과제 수행 기관의 연구인력과 인프라 활용으로 측정기술 고도화
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및 학연간 연구 시너지 기대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박막 열전소재 합성기술 보유
- 고품질 단일 소재 또는 이종 소재 열전박막 합성기술 보유
- 박막 열전소재 합성관련 학술논문 실적 (SCI급 3편 이상)

기타사항

해당 없음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신호선
◦ 부서명/직급: 스마트소자팀/책임

2021년 11월 22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송 재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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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3-3-8. 스마트 모니터링을 위한 하이브리드 소재소자 측정기술개발2
연구책임자
(중과제)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송재용

연구분야
공동·위탁과제명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고성능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
2022.01.01. ~ 2022.12.31

연구비

40,000천원 / 년

◦ 전고체전지(All Solid State Battery, ASSB)용 고체전해질 소재 합성 및 분석
◦ 연구과제의 필요성
- 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 표준물질(RM) 및 측정표준 기술 개발을 위한
소재원천 연구 필요
- 열전환 전력저장 소자에 적용하기 위한 고성능 고체전해질 개발 필요
- 유기물 기반 전지의 성능 향상을 위해 고체전해질 도입 필요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고성능 고체전해질 개발과 위탁과제 수행기관의 연구장비 활용을 통한
효율적 연구 성과 도출 및 시너지 창출 기대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산화물 계열의 SSB용 고체전해질 합성 및 평가, 고체전해질 제공
:합성 및 합성 메커니즘(XRD), 표면특성(XPS) 및 이온전도도 특성
- 글래스 세라믹 계열의 SSB용 고체전해질 합성 및 평가, 고체전해질 제공
:합성 및 합성 메커니즘(XRD), 표면특성(XPS) 및 이온전도도 특성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다양한 조성의 고체전해질 소재를 합성하고 최적안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성과 조기 창출 및 수월성 확보
- 차세대전지 분야 측정표준 기술개발 및 표준물질(RM) 대외 서비스
기반 마련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산화물 기반 합성 기술, 장비 및 연구능력 보유
◦ 전기화학 특성 평가 기술, 장비 및 연구능력 보유
◦ 결정구조 및 표면 분석 기술 및 연구능력 보유

기타사항

해당 없음

담당자
(문의처)

◦ 성명: 박선화
◦ 부서명/직급: 스마트소자팀/선임

2021년 11월 25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송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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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3.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연구책임자
(중과제)

송재용

연구분야

초음파 투과기술

공동·위탁과제명

접촉조건에 따른 초음파 에너지 투과 모델 개발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2022.01.01. ~ 2022.12.31.

연구비

30,000천원 / 년

◦접촉조건에 따른 초음파 에너지 투과모델 개발
- 두 가지 매질의 contact에 대한 수치모델개발
- solid-solid contact에서의 진동에너지 투과율 예측모델 개발
◦ 연구과제의 필요성
- 두 가지 이상 재질의 접촉이 초음파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예측
- solid-solid 접촉조건에서, 초음파 에너지 투과의 이론적 모델 필요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연구과제의 목표
- 다양한 contact 조건에서 초음파 에너지 투과 해석 모델 구축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동적 거동상태에서 두 물체의 contact에 대한 수치모델개발
- 개발된 수치모델을 통해 solid-solid contact에서의 진동에너지 투과율
및 비선형성 계산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다양한 contact 조건을 갖는 소재 및 재료 내부 이미징에 활용
◦ 메타물질과 대상물의 접촉조건에 따른 에너지 투과율 예측에 활용
◦ solid material 간 접촉에 대한 모델링 및 관련연구능력
◦ contact에 의한 비선형성에 대한 모델링 및 관련연구능력
◦ COMSOL등 FEM 활용능력 보유

기타사항

해당 없음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최원재
◦ 부서명/직급: AI메타연구팀/책임

2021년 11월 22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송 재 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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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연구분야
공동·위탁과제명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연구책임자
(중과제)
나노소재 측정분석기술 개발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2D

송재용

물질/기판의 저전압 주사전자현미경 영상의 전산모사
2022.01.01

연구기간

연구비

~2022.12.31

30,000천원 / 년

◦ 저에너지 SEM 전자빔과 2D 물질/시료 간 상호작용의 몬테칼로 전산
연구과제
최종목표

모사 기술개발
- 가속전압: 0.3-3 kV
- 2D 물질: 그래핀, MoS2, MoSe2, WS2, WSe2
- 기판: Si, SiO2, Cu
◦ 연구과제의 필요성
- 기판위 2D 물질의 저전압 SEM 실험결과의 이해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2D 물질 내 결함의 효과 분석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2D 물질/벌크 기판 시스템의 단일산란/복수산란 융합 전산모사
- CASINO와의 비교 분석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전산모사 문서 및 매트랩 코드 표준연에 제공
◦ 2D 물질 및 물질-기판간 계면의 인시츄 저전압 SEM 측정결과 해석
- 0.3-30 keV SEM 시뮬레이터 개발에 활용
- 기계학습용 모사 데이터 생산에 활용
◦ SEM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경력 최소 5년 이상
- 고전압(10 kV ~ 30 kV) SEM 시뮬레이션 개발 경험
- 전자-원자간, 광-원자간 산란이론 능통
- 매트랩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및 코드 기반 논의 가능
◦ 본 연구소 연구팀과 긴밀한 연구협력 가능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 반기별 정기 연구미팅
- 연구과정중 필요시 수시 연구미팅
◦ 성명: 박병천
◦ 소재융합측정연구소 EM나노메트롤로지팀/책임연구원

2021년 11월 22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송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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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3.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연구책임자
(중과제)

송재용

연구분야

스마트 모니터링을 위한 하이브리드 소재·소자 측정기술 개발

공동·위탁과제명

적외선 광전 센서 구조 설계를 위한 검출 소자 측정 분석
2022.01.01. ~ 2022.12.31.

연구기간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연차별 협약 진행)

연구비

50,000천원 / 년

연구과제
최종목표

◦적외선 검출 소자의 전기적 특성 측정 및 분석
- 벌크 및 양자형 적외선 검출기의 주요 결함 분석을 위한 저온 C-V,
I-V,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측정/분석
- 적외선 검출기의 활성층 구조 설계 최적화를 위한 전하수명시간 측정/분석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연구과제의 필요성
- 고감도 단파장 적외선 검출기 개발을 위해 0.9~1.7㎛ 대역 InGaAs 기
반 III-V족 화합물 에피의 전기적 특성평가 기술이 필수적임
- 높은 양자효율의 적외선 검출기 에피 구조 설계 및 최적 성장 조건
도출을 위해 적외선 에피기판의 잔류불순물 농도, 이동도, 전하수명
시간 등 소재의 전기적 특성 정밀측정 기술 개발이 요구됨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In,Ga)(As,P) 물질계 기반 적외선 소자 특성평가를 위한 저온 C-V,
I-V, EIS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 고감도 단파장 적외선 검출기 개발에 필요한 전기적 특성평가 기술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SWIR 대역 고성능 광검출기 개발을 위해 에피기판 단위에서의 전기
적 특성평가 기술은 고품위 에피기판을 제작하고 소자 단위에서의
광흡수 효율 특성평가에 활용 가능함
◦ 에피기판 및 광전소자 제작 공정에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양
질의 적외선 소재 개발 및 소자 효율 향상에 기여함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III-V족 소재 기반 광전소자의 전기적 특성평가 기술 및 전문지식 보유자
◦ C-V, I-V, EIS, 전하수명시간 등 전기적 측정/분석 장비 활용이 가능한 기관
◦ 적외선 검출기의 최소 피치, 최소 암전류 측정 등이 가능한 가능한 기관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 해당 없음
◦ 성명: 김영호
◦ 부서명/직급: 소재융합측정연구소, IoT광센서팀/선임

2021년 11월 22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송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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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3.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첨단소재 측정플랫폼 기반 구축
연구책임자
(소과제명: 첨단극한소재 개발을 위한 융합측정
(중과제)
시스템 개발 – R-TEM 측정시스템 개발)

송재용

연구분야

극한측정기술 개발

공동·위탁과제명

제일원리 분자동역학을 이용한 미세조직 형성과정 연구

연구기간
연구과제
최종목표

2022.01.01. ~ 2022.12.31.

연구비

30,000천원 / 년

◦초고온/초고압 환경에서의 액체 및 고체의 동적 구조 및 물성 연구
- 초고온 내열소재의 열팽창 및 액체구조의 동적 구조와 free volume
- 비정질합금의 전자구조 및 동적 구조 연구
◦ 연구과제의 필요성
- 극한 환경에서 확보한 결과의 미시적 원인을 이해하기 위한 원자구
조와 전자구조의 상관관계를 연구함.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제일원리 분자동역학을 이용해 초고온 내열 소재 및 비정질 금속의
동적 구조변화를 연구함으로써, 초고온에서의 열팽창 및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 구조 및 열물성과 전자구조의 상관관계 제시
- 고온과 고압 등 극한환경에 적용될 정확한 이론 예측 방법 제시
◦ 측정 장비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이론적 방향 제시
- 문헌정보가 없는 극한 물성을 측정하는 장비의 개발은 체계적인 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증 방법이 필요
- 측정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
- 현상의 단계적/체계적 이해 제시, 예: 전자구조 > 원자구조/활동 > 점
도 등 실험 계측 가능한 물성으로 발현
◦ 극한 물성 연구 경력 보유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고온 및 고압에서의 제일원리계산 경험
- 구조 물성 이해를 위한 전자구조-원자국소구조 상관관계 연구 경험
◦ 상전이 이론/계산 연구 경력 보유
◦

기타사항

-

담당자
(문의처)

◦ 성명: 이근우
◦ 부서명/직급: 극한측정연구팀 /책임

2022년 11월 25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송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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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4-1. 첨단측정장비 핵심기술 개발

공동‧위탁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과제구분
주관과제명
(중과제)
연구분야
공동·위탁과제명
연구기간

2022년도 주요사업 (위탁) 과제
연구책임자
국가측정표준 서비스 및 중소기업 지원
(중과제)
측정인재 양성 교육훈련 서비스
측정학 온라인 학습과정 개발
2022.01.01.~2022.08.31. (8개월)
연구비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박연규

80,000천원 / 년

연차별 협약 진행)

연구과제
최종목표

◦국내외 측정공동체 대상 측정학 온라인 학습 과정 개발 운영
- 국내 고객용 측정학 온라인 학습 2과정
- 국외 고객용 측정학 온라인 학습 1과정

-

연구과제의 필요성
환경적 제약 없이 고객을 위한 상시 측정학 학습 기회 제공
측정학 핵심 지식 확산으로 KRISS 교육서비스 고객의 학습성과 향상
주요 내용 및 요구사항
국내 고객용 2개 과정 개발: 측정학 입문 (일반 시민용), 측정불확도
평가 (산업체 대상)
국외 고객용 1개 과정 개발: Hybrid Comparison
과정 홍보, 신청자 접수, 승인, 사전 안내 기능 포함
학습진도 모니터링, 성취도 평가, 수료증 발급,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고객 사후 관리, 주요 통계 유지 및 활용 기능 포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과정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지정 전문가 활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
-

측정학 온라인 자율학습을 통한 KRISS 인지도 및 측정학 지식 확산
과학기술인재양성 전문기관과 서비스 제휴를 통한 측정학 지식 확산
사전ž사후 자율학습을 통한 KRISS 교육서비스 고객의 학습성과 향상
인재양성 국제개발협력으로 KRISS와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개발도상국 표준기관의 교정측정역량에 대한 국제적 인정 획득 확대

참여제안자
자격요건

◦ 광범위한 분야의 과학기술인 대상 교육훈련 서비스를 위한 전문
역량 보유 (각종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설비, 전담부서 등)
◦ 다양한 과학기술 지식 e-러닝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경험 보유
◦ 교육과정 홍보, 접수, 승인, 사전안내, 사후 관리 역량 보유
◦ 진도 모니터링, 성취도 평가, 만족도 조사 분석, 사후 관리 역량 보유

연구과제 필요성,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기타사항
담당자
(문의처)

◦
◦
-

◦
◦ 성명: 김형하
◦ 부서명/직급: 성과확산부, GMA/책임연구원

2021년 11월 18일
중과제 연구책임자 : 박 연 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