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측정클럽
KRISS Measurement Club

측정클럽은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제품의 품질안전성 및 산업체의
측정 신뢰성 향상 목적으로 2004년도 산업측정 신뢰도 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하여 산업현장과 KRISS를
연결하는 측정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탄생되었다. 측정클럽은 측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측정관련 정보들을 교환하고 배포하는 열린 장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체의 측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클럽은 국내 최초의 측정관련 전문인들의 동호회로서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 다. 

측정클럽에서는 측정 관련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 현장에 초점을 둔 교정 및 시험 지침서를 제정하여 산업체에
보급함으로써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측정능력을 국내에 전파하는 첨병 역할과 산업 현장중심의 연구 및 보급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이를 위해 국내 및 국제 규격을 시기 적절히 제공하여 제품의 품질이 국제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며, 워크숍 등을
통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 다.

또한 측정클럽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측정에 관련한 문제로 각 산업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해왔다.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 및 워크숍 모임에서 제기되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에 앞장서 왔다.

외국의 측정클럽 관련 기관인 국 표준기관인 NPL과 일본 NMIJ, 미국 NCSLi와도 교류를 지속해왔고 더 심화된 관계 구축을 통하여
측정클럽 활동이 보다 넓게 확장되고 국제화 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간 과정의 협력을 진행해왔다. 

현재 활동 범위는 연 1-2회 수준의 개별 클럽 운 위원회 활동, 개별 클럽 워크숍 활동, 연 1회 종합워크숍 활동,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류 및 뉴스레터 활동이 있으며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비정기적 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자문, 전화상담, 실험실
방문, 전문가 연결, 전문 서류 검토 등의 실질적인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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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개자료는 2018년에 작성된 소개자료에 2019년도 자료를 일부 
   추가한 것입니다. 2020년 후의 자료는 COVID-19 의 여파로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관련자료가 없읍니다.
'  
   아울러 '측정클럽' 홈페이지는 현재 개편과정 중에 있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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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S 측정클럽 활동 현황 KRISS 측정클럽 종합워크숍

● 측정인 전문 커뮤니티 구축 및 측정분야 정보교류의 장 제공을 위해 2004년에 시작하 으며 현재 총 회원 수는
33,000 명임.

● 주요 역할 및 기능은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발굴 및 해결, 교정기관, 산업체에 필요한 측정기술 지원과 현장 측정

관련 문제점 해결 및 성공사례 발굴과 보급임.

● 2021년 5월 현재 온습도, 압력, 안테나, 경도, 표면분석, 중력 및 바이오, 연구장비  등 총 29개임

● 종합워크숍은 다양한 산업체 측정요구와 인적 교류의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전문가, 산업체 현장 및 교정기관에서

측정관련 실무자들이 모여서 기술 애로사항, 분야별 전문가 접촉, 신기술 및 신 측정 장비에 대한 소개 등 측정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포함시키고 평상시 접촉할 수 없었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질량관련량 길이/시간 온도/광도 전자기 환경/방사선 안전 재료물성 나노/바이오

질량 길이 온습도 전자파 가스분석 음향 경도 바이오

(나노안전)

4차 산업

IoT
측정센서

측정과학
빅데이터

힘 시간주파수 광도색채 전기자기 방사선 의료기측정 강도

압력 안테나 안전계측 X-선회절

유량 표면분석

진공

중력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3 2014 2015 2016 2017

클럽수 7 13 23 25 27 24 22 23 24 25 26

개별
클럽활동
(운 위/
워크숍)

개 최(회) 9 19 19 19 12 16 21 20 27 27

참석자(명) 250 298 766 924 498 746 769 589 636 667

발표수(건) 58 - 132 132 67 116 - 141 158 149

종합워크숍 통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참가자(명) 617 480 584 530 383 468 621 532 570 424 414 460 572

참가기관 수 - 180 213 222 130 162 247 178 160 125 157 216 150

발표
논문

KRISS
98

43 40 27 26 27 28 32 38 32 28 29 22

외부 37 47 47 36 30 41 34 36 42 38 38 48

개별클럽 모임
(종합 워크숍)

- 13 14 9 17 15 22 17 19 20 17 18 19

장비 전시회 15 10 10 14 15 12 11 13 17 14 11 13 12

※ 2010~2012년은 제도변경 기간으로 통계자료 없음. 2020 년 은 COVID-19로 인해 자료없음

▲ 가스분석 측정클럽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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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클럽

측정장비

연구장비

전략산업측정
장비 및 센서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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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워크숍 참여 기업 (예)

I 2007년 종합워크숍 참여기관 213개 기업 분석 I

엘지이노텍

포스코

두산중공업

에이치시티

가하시스템

삼성전기

파이맥스

한국전력연구원

두산인프라코어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케이엔알시스템

대윤계기산업

에이스웨이브텍

대 씨앤티

에스에프테크놀로지

케이에이치티

앤티티코리아

만진상사

진일퍼스텍 등

● 각 클럽에서는 연중 2회 이상의 운 위원회 개최, 1회 이상의 개별 클럽 워크숍 및 각종 비 정기 교류를 통하여

전문분야에서 산업체와의 관계를 긴 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체에 최신 기술 이전,  전문가 접촉 기회 창출,

애로기술 토의 및 회원간 친목 도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 경도클럽 워크숍

▶ 온습도, 압력클럽 활동의 일환인 신 장비 소개 및 기술교류

▶ 워크숍 후 클럽 별 친목 도모

교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제약, 화학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기계

반도체

가스

대학교

환경

의료

전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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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구성원간의 온라인을 통한 열린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산학연관 측정 관련 전문가를 종적으로 혹은 횡적으로

연결하는 신경망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2004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측정클럽 홈페이지(http://metclub.kriss.re.kr)를

개설하여 개설하 다. 클럽 홈페이지는 국내 유수의 인터넷 사이트와 같이 카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각 클럽의 자

율성을 최대한 보장하 고 자유로운 게시판 생성 기능을 제공하여 운 의 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회원에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및 전자메일 전송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최신 뉴스 및 공지사항을 전달

함으로써 클럽 회원은 공간적, 시간적으로 구애 받지 않고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래 표는 2008년 예)

● 클럽 구성원간의 온, 오프라인을 통한 교류의 장 제공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 기술동향,  기술규격 및 클럽 회원

소식을 위해 2009년 중반 부터 뉴스레터를 발행하기 시작하 다. 뉴스레터는 6,000 여 클럽 회원 뿐만 아니라

대덕넷 등에서 갖춘 일반 기업 3만 여명 까지 포함하여 클럽 소식이 전달되고 있다.

클럽 중분류 회원수 홈페이지
접속자수 자료제공 수 기술지원 수

(Q&A)

질량 관련량 4,425 93,493 429 24

길이/시간 1,466 28,875 113 22

온도/광도 2,713 65,065 226 15

전자기 2,223 37,637 201 0

환경/방사선 1,303 28,293 160 1

안전 1,710 42,502 247 -

재료물성 3,498 67,496 194 17

나노/바이오 674 64,107 1,160 -

합계 18,012 427,468 2,73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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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SS 측정클럽은 클럽 창립의 모태가 되는 국 NPL 측정클럽 및 한국의 측정클럽을 벤치 마킹하여 일본

나름대로의 측정클럽을 시작한 일본 NMIJ의 측정클럽, 미래 측정클럽을 고려하고 있는 중국 NIM 등과도 꾸준히

교류를 나누고 있으며 멕시코, 태국 등에서도 한국 측정클럽이 자체적으로 소개되는 등 국제 협력의 길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 측정클럽 활동 활성화로 산업현장으로의 기술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현장 애로사항의 파악 및 해결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계의 생산성 및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KRISS의 다양한 산학연 협력관계에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측정기술의 산업체 확산을 위한 최전방에서 현장

보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구 분 협력 내용

국 국립물리연구소

(NPL)

국 측정클럽과의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방문

KRISS/NPL 측정클럽간의 전문인력 교류 및 기술자료 교환에 합의

미국 표준기관국제학회

(NCSLi)
NCSLi에 참가하여 측정클럽 활동 현황 발표 및 협력체제 구축을 협의함

일본 계량표준총합센터

(NMIJ)
측정클럽을 벤치마킹하고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측정클럽 회원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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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1 (게시판을 활용한 기술지원)

압력 측정클럽 질문답변 게시판의 경우

● 시그마테크(수원시 소재)는 압력 트랜스미터 제작업체임.

2007년 1월 29일 압력에 따른 금속다이아프램의 크기와 두께 계산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김창명 이사)하 으며

당일 해당클럽 담당자의 답변으로 애로기술을 해결하 다. 2007 년 3 월 9일 임용상 대표이사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공정에 적용되고 있음.

주요 성공사례 2 (워크샵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술자문으로 해결)

표면분석 측정클럽의 워크숍의 경우

● 삼성전자는 2006년 9월 28일 - 29일 양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표면분석 워크샵에서 회사 문제를 제기하 음.

반도체 메모리 제작 중 캐패시터 공정에서 필요한 실리콘 위의 산화알루미늄 박막(1 nm 이하)의 표준물질이 없어서

공정 애로기술로 대두됨.  표면분석 팀에서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2007 년 1 월 1 일부터 6 개월간 기술자문을 실시

하 음.

주요 성공사례 3 (개별 워크숍 튜토리얼을 통한 현장 기술 이전)

온습도 측정클럽 개별 워크샵의 튜토리얼 경우

● 2006년 6월 8일 대전에서 개최된 제 5회 온습도 측정클럽 튜토리얼.

Hart Scientific에서 fused silica glass로 만들어진 삼중점 셀을 사용한 온도계 측정 실험을 시연하 으며 참석한

산업체 참여자(35명)들에게 실무적인 경험과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측정기술의 현장 적용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 음.

주요 성공사례 4 (꾸준한 클럽 활동을 통한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사업효과를 크게 진전시킴)

압력 측정클럽의 중소기업 지도

●“피디케이는 10명의 직원을 포함한 소규모 업체이나 한국

표준과학원의 우삼용 박사팀으로 부터 기술 이전을 통해

산업체에서 쓰이는 기준기급 분동식 압력계를 생산하고

있는 압력교정기 전문 판매사 이다. 시장 점유율은

약 50%에 달할 정도로 탄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 운 을 위해

설립된기술표준원의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2009년

압력분야국가교정기관으로인정받은것은이같은노력의

결실이다. 한무필 대표이사는 피디케이가 강소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자압력클럽의 활동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대덕넷에서 취재한 측정클럽

뉴스레터 기사)

주요 성공사례 5 (클럽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의 파급효과)

경도 측정클럽의 참여기업간 측정기술 순회비교를 통한 애로기술 해결 사례

● 클럽 회원들의 가장 큰 공통 관심 사항인 경도 측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경도 측정 비교

시험을 클럽 주관 하에 실시하 다. 이 결과 비교 시험에 참여한 회원 기업들의 측정 상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표준 측정 절차 및 교정 방법 등을 도입하 다. 교육 및 자문을 시행한 다음에 재 시험을

실시한 결과 경도 측정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 산업체에서요구되는경도분야측정신뢰성비교활동수행

■ 산업체의현장측정신뢰성향상으로제조능력향상

측정클럽 토의

A사 활용 현황 조사

브레이크 주물 부품
경도샘플링시험검사

LOT(800개)

월 200 LOT 처리
년 200만개
브레이크 패드
신뢰성 향상

A사 자체 평가
측정클럽활동과 신뢰도 사업 결과를 통하여 측정능력
수준 향상이 30%정도 이루어 졌음. 이것은 200만개
브레이크 패드의 신뢰성이 30% 증가 되었음을 뜻함.

2개 샘플
시험

기관정책 반 ·
신뢰도 사업 실시

경도 숙련도 시험 실시
(브리넬 및 비커스 압흔)

만도, 기아, 삼성교정,
포스코 등 30 업체 참여

▲ 클럽 활동을 통하여 PDK의 기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PDK가 압력클럽 회장 우삼용박사

에게 전하는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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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공사례 6 (클럽을 통한 애로기술 해결)

길이 측정클럽의 신축성 있는 제품 길이측정 애로기술 해결 사례

● 핸드폰용 사출물의 한 예. 화살표는 측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치수를 나타냄.

주요 성공사례 7 (클럽을 통한 공통 애로기술 해결)

안테나 측정클럽의 중소기업/대기업간 기술 의사소통 애로기술 해결 사례

● 전자파 측정클럽을 통해 KT 등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 중소

업체간 안테나 성능에 대한 異見 논란 및 해결방안 논의

● KRISS/전파기술원을 포함 에이스테크놀로지 등 단말기 제조업체 등

7개 기관이 참여하여 안테나 특성 상호비교 실시키로 합의

● 상호비교를 통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산출하고, 異見의 원인을 발견

하여 유통과정 불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주요 성공사례 8 (클럽을 통한 공통 정책 문제 해결)

온습도 측정클럽의 교정절차 관련 공통 애로기술 해결 사례

● 온도 조절형 챔버 및 오븐(50101) 및 항온 항습기(50208)에 대한 표준교정절차서 제정시 온도를 나타내는 시스템

(지시부 및 센서) 및 시스템의 성능과 관련된 항목들(온도 안정도, 온도구배 등)을 KOLAS 성적서 상에 표기할 수

있도록 표준교정절차서 제정 시 반 (측정클럽 토의 안을 반 )

애로사항 해결방안으로 추천한
저측정압 버니어 캘리퍼스

질
량
관
련
양

질량클럽

회장 : 정진완 간사 : 이성준
클럽 연락처 042-868-5815  lsjun@kriss.re.kr

질량· 도·부피분야의 측정/교정/시험에 관한 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에 관련된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 교류의 장임. 

질량· 도·부피분야의 교정기관, 측정기 제작 및 판매 업체의 소속 직원 혹은 정 측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모두 회원으로 환 함. 

세미나 및 워크샵의 토픽 : 불확도, OIML 규격, KOLAS 관심 사항, 회원사 계측기 개발, 상용 신계측기 소개,
KRISS 연구 소개 등

힘클럽

회장 : 박연규 간사 : 김민석
클럽 연락처 : 042-868-5242  minsk@kriss.re.kr

산학연간 전문가들에게 상호 의견 교환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교정기관 평가 및 운 과 관련된 많은 자료
들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고 있음. 

힘 측정 및 교정 관련 분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 하고 힘 측정 및 교정에 대한 관심분야의 문제점을 토론하기
위한 장임.

국내외 힘 관련 분야의 신기술 도입 및 보급과 측정능력의 최대화를 도모하고 관련업체 및 종사자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클럽으로 발전하기 위한 활동.

압력클럽

회장 : 우삼용 간사 : 최인묵
클럽 연락처 : 042-868-5117  mookin@kriss.re.kr

압력측정 및 교정 관련 분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열린 장

산업체/교정업체, 압력분야 종사자들간의 기술 및 정보공유 네트워크의 장

국내외 압력 관련 분야의 신기술 도입 및 보급과 측정능력의 최대화를 도모하고 관련업체 및 종사자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측정클럽으로 발전하기위한 활동

유량클럽

회장 : 전세종
클럽 연락처 : 042-868-5311  sjchun@kriss.re.kr

불확도, ISO 및 OIML 규격과 활동현황, KOLAS 관심사항, 기술개발 사례 및 현장에서 측정 문제점 분석 등
유량측정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활동

유량측정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의 모임(유연회)가 유량클럽의 전신이며 유연회의 기술세미나의 내용에 더하여
산업체에서 유량측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주제로 확장

진공클럽

간사 : 윤주
클럽 연락처 : 042-868-5624  jyun@kriss.re.kr

진공특성 평가 장치를 개발 구축하고여 진공부품과 공정에 대한 진공기술 data를 공급

진공부품 및 장비 국산화, 국산제품 신뢰성 제고, 검증부품 사용을 통한 장비 품질 향상, 독자적 장비 기술확보,
진공공정관리 그리고 생산품 품질관리에 기여. 

나
노
바
이
오

관
련
량

바이오 클럽

회장 : 김숙경 간사 : 이진환
클럽 연락처 042-868-5939  jinhwan.lee@kriss.re.kr

단백질 분석은 정량, 순도, 활성 측정은 물론 PTM(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의 일부인 당화 분석을 포함
하는 구조 분석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측정에는 LC-MS/MS, LC-ICP-MS, CE-MS, Immunoassay,
Microfluidics, Affinity separation, Gel-based detection 등의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단백질 측정클럽은 국내 단백질 측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단백질 측정 전문 커뮤니티
구축 및 단백질 측정분야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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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도

광
도

관
련
량

온습도 클럽

회장 : 김용규 간사 : 이상욱
클럽 연락처 042-868-5194  sangwook@kriss.re.kr

온습도 클럽은 온도 및 습도 종사자들 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 

온습도 측정능력의 향상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클럽 회원으로 참여 가능하며 각종 애로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온습도 관련 최신 측정 전문정보를 실시간으로 습득할 수 있음. 1년에 2번
정기적인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음.

광도색채 클럽

회장 : 이동훈 간사 : 박성종
클럽 연락처 : 042-868-5706  dh.lee@kriss.re.kr

광도 분야 정보교류의 장 제공

측색, 분광 측정 관련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정보 및 최신 정보 교류의 장 제공

길
이

시
간

관
련
량

길이 클럽

회장 : 서호성 간사 : 강주식
클럽 연락처 : 042-868-5103  cskang@kriss.re.kr

길이 및 관련량의 측정과 관련되는 산학연의 교정/시험 종사자들 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

국내 측정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측정표준 및 측정기술을 보급하여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통로 확보

시간주파수 클럽

회장 : 권택용 간사 : 이종구
클럽 연락처 : 042-868-5141  tykwon@kriss.re.kr

시간주파수 분야 정보교류의 장 제공

관련 분야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 제공

환
경

방
사
선

가스분석 클럽

회장 : 김진석 간사 : 이상일
클럽 연락처 : 042-868-5864  sleekriss.re.kr

대기환경 및 가스분석 분야의 측정능력의 향상을 위한 전문정보 및 기술교류

불확도, KOLAS 관심 사항, 측정법 개발 및 신 측정기기 소개 및 KRISS 연구 소개

방사선 클럽

회장 : 김정호 간사 : 김윤호
클럽 연락처 : 042-868-5788  jungho@kriss.re.kr

방사능 측정 및 관련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친목 도모

국내의 방사능 측정 능력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전
자
기

관
련
량

전자파 클럽

회장 : 김정환 간사 : 권재용
클럽 연락처 042-868-5774  jykwon@kriss.re.kr

RF 및 마이크로파, 리미터파 대역에서의 측정 관련 종사자들 간의 정보교류의 장 제공

국내에서의 측정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측정표준 및 측정기술을 보급하고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의견수렴의 통로로 기여

전기자기 클럽

회장 : 박포규 간사 : 강전홍
클럽 연락처 : 042-868-5152  jhkang@kriss.re.kr

전기 및 자기 정보교류의 장 제공

전기, 자기 측정 관련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정보 및 최신 정보 교류의 장 제공

안테나 클럽

회장 : 김정환 간사 : 강진섭
클럽 연락처 : 042-868-5173  jinskang@kriss.re.kr

안테나 관련 측정능력의 향상을 위해 측정 정보 제공 및 기술교류

애로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회원들의 애로사항 및 신규 측정방법에 대한 토론의 장
제공

안
전

관
련
량

음향 클럽

회장 : 정성수
클럽 연락처 042-868-5307  jss@kriss.re.kr

음향 클럽은 교정/시험 분야를 비롯하여 음향 전반에 걸쳐 현장에서의 측정 신뢰도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임임.

교정/시험업체, 학계, 산업체 등 음향분야 종사자들간의 기술, 정보공유 네트워크로 활용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방안과 향후 수요가 예측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강구

새로운 신기술의 소개, 각종 규격(ISO, IEC, KS)들에 대한 소개, 산업체 신제품 등 폭넓은 교류의 장을 마련

의료기 측정 클럽

회장 : 안봉 간사 : 도 일
클럽 연락처 : 042-868-5589  il.doh@kriss.re.kr

안전확보를 위한 의료기 분야 정보교류의 장 제공

관련 분야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 제공

안전계측 클럽

회장 : 최만용 간사 : 박정학
클럽 연락처 : 042-868-5651  parkjh@kriss.re.kr

안전계측 및 안전진단 관련 종사자들 간의 정보교류의 장 제공

환경, 산업시설물, 자동차, 건설 등의 안전에 필요한 계측기술과 진단기법들을 발전시켜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과
안전유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관련부분의 신기술 및 전문정보 획득과 여러 가지 애로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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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클럽

회장 : 탁내형
클럽 연락처 042-868-5327  nhtak@kriss.re.kr

최신 경도측정 기술 소개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 경도 분야 종사자들 간의 교류 확대

특히 경도를 포함한 재료물성 측정분야에서는 타 측정분야와 달리 시험방법에 따라서 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원인으로 인하여 측정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측정전문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원인분석을 위한 토론의 장 운

경도클럽에는 경도시험 및 교정, 경도표준 기준물 및 시험기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회원 여러분들의
애로점을 해결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강도클럽

회장 : 백운봉 간사 : 백승욱
클럽 연락처 : 042-868-5384  ubbaek@kriss.re.kr

강도클럽은 인장/압축/충격/파괴인성/크리프/크리프-피로 등 기계구조물의 설계 관련 기계적 물성 정보 교류

최신 기술과 국내외 규격 관련 기술 및 정보 교류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강도측정 분야 종사자들 간의 교류를 확대

X선 회절클럽

회장 : 김창수 간사 : 송승우
클럽 연락처 : 042-868-5323  kimcs@kriss.re.kr

국내의 많은 산업체, 연구소 및 대학에 보급되어 있는 X-선 회절기(XRD)는 신소재 개발, 출발원료 및 최종제품의
제품관리(QC)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X-선을 이용한 분석방법은 매우 다양하여, 신뢰성 있는 측정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XRD의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분석프로그램까지 모두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 및 기술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함.

X-선 회절기 사용자간의 측정 노하우(know-how) 및 측정기술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X-선 사용자간의
측정데이터의신뢰성을향상시키고, 더나아가분석결과의타당성에대한검토등, X 선회절전반에대한토론의장제공

표면분석클럽

회장 : 김경중 간사 : 김정원
클럽 연락처 : 042-868-5761  jeongwonk@kriss.re.kr

현재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XPS, AES, SIMS 등의 표면분석 관련 분야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표면분석의
실질적인 활용 분야의 문제점을 토론하기 위한 장 제공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top-down 시스템, 둘째 현장에서의 분야별 애로기술들을 도출하여 한국표준
과학연구원 및 국내 학계에 전달하는 bottom-up 시스템의 구축

현장에서의 애로기술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 분야와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현장으로
다시 피드백하여 산업현장의 표면분석 측정능력 선진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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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회장 : 박인용 간사 : 신채호
클럽 연락처 042-868-5519  inyong.park@kriss.re.kr

분석수요기업의 분석수요를 분석장비회사의 장비 개발에 연결시키기 위한 정보 교류의 장 제공

국내 수요에 따라 특화된 전자현미경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장비가 가능할 것임. 

하전입자 장비의 광학 및 핵심요소 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및 교육을 실시

기업, 학계, 연구기관 간의 공동관심사 중심의 네트워크

IoT 측정센서

회장 : 박세진 간사 : 홍승희
클럽 연락처 : 042-868-5450  sjpark@kriss.re.kr

IoT 측정센서 신뢰성 확보

측정과학
빅데이터

회장 : 김창근 간사 : 심세현
클럽 연락처 : 042-868-54535  cgkim@kriss.re.kr

측정과학 빅데이터 신뢰성 확보

계속 편집중임, 측정클럽 홈페이지는 현재 개편과정 중에 있읍니다. 조속히 현행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