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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첨단 연구 인프라 구축
•교육·연구·산학협력지원
•학·연·산 공동연구 지원
•첨단장비 운영 교육프로그램 실시
•세계적 수준의 분석 전문기관 및
네트워크 구축
•방사선 안전관리

INTRODUCTION
전통과 첨단의 조화를 통한 연구지원 선진화를 위해 2001년 출범한 성균관대학교
공동기기원은 연구, 교육, 산업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수준의 시험 분석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기기원은 연구시설 · 장비의 지속적 확보, 시험결과 검증 능력 확대,
국내 · 외 인 · 지정기관 확대 등 우수한 시험분석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기기원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자 에게 보다 최적화된 연구
환경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원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공동기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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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01. 08. 공동기기원 신설
2001. 08. 초대 원장(김영진 교수)
2002. 08. 제2대 원장(원동호 교수)
2002. 12.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표창(과학기술부)
2004. 02. 제3대 원장(박영태 교수)
2004. 12. 원자력 안전마크 획득(과학기술부)
2005. 02. 제4대 원장(정일섭 교수)
2006. 05. 악취검사기관지정(국립환경과학원)
2007. 02. 제5대 원장(이영관 교수)
2007. 03. 연구장비 클러스터 운영지원사업(중소기업청)
2007. 10. 	특허 등록(특허번호 제10-0765717호)

		 (개봉 방사성동위원소 통합관리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통합관리 방법)

2008. 02. 	특허 등록(특허번호 제10-0807522호)

		(분석기기 통합관리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분석기기 통합관리 방법)

2008. 04.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지정
2009. 02. 제6대 원장(이영관 교수)
2009. 02. 중소기업청 지정연구기관 선정
2011. 01. 석면조사기관 지정(고용노동부)
2011. 02. 제7대 원장(김현수 교수)
2012. 06.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갱신인정
		 (역학 및 화학분야 9개 규격)

2012. 09. 연구장비 전문 교육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2013. 01. 제8대 원장(김현수 교수)
2015. 01. 제9대 원장(유지범 교수)
2016. 06.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갱신인정
2017. 01. 제10대 원장(유지범 교수)

Cooperative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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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ORGANIZATION

공동기기원 운영위원회

공동기기원장

공동기기원행정실

통합정보시스템관리, 수수료 관리, KOLAS 관련 행정업무

기기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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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분석실

유기물의 화학조성분석, 성분분석, 구조분석, 미량 분석

무기분석실

무기화합물의 성분분석, 미량 분석

미세구조분석실

표면 미세구조 관찰·결정구조 분석, 재료내부구조
관찰·미세영역 화학분석, 원소분포 mapping

표면분석실

표면화학 조성분석, 표면구조의 분석, 다층박막 재료
분석, 단면 원소분포 분석, Depth-Profilling

물성분석실

재료의 물리적 특성 및 성질분석

석면분석실

공기 및 고형시료 석면분석

방사성동위원소실

방사선 안전관리

행정실
각 기기운영실의 행정 지원, 통합정보시스템관리, 수수료 관리, KOLAS 관련 행정업무, 연구과제 관리 업무

문의전화
•공동기기원 총괄(Tel. 031-299-6710)
•통합정보시스템관리, 행정업무 및 서무(Tel. 031-299-6711)
•수수료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Tel. 031-299-6717)

공동기기원 이용절차
회원가입
(고객)

연구장비
예약(고객)

연구장비예약
승인(관리자)

분석일시
확정 및 통보

분석료
청구

분석

분석료
결제

분석결과
확인(고객)

종합분석 서비스 실시 안내
•산업체 애로기술 해소 및 품질관리를 위한 첨단 연구장비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 진단 서비스 및 과제 도출
•첨단연구장비를 활용한 현장 중심 기술지도 및 애로기술 해소
애로기술
상담(고객)

전문가 상담
(관리기관)

현장진단
(관리자)

문제점토의
(관리자)

시험분석
(관리자)

결과해석
(관리자, 고객)

분석료결제
(고객)

보고서확인
(고객)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게 하여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지원대상
자체 연구개발 수행 중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규모
구

분

정부지원

기업부담금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70%(최대 5백만원 ~ 7천만 원)

30%(현금)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

60%(최대 5백만원 ~ 7천만 원)

40%(현금)

지원내용
자체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활용할 경우 장비 이용료 지원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 참조

참여 중소기업 사업 추진절차
신청, 접수
smtech

검토,승인
전문기관

바우처구매
smtech

장비예약 및
이용승인
smtech

결재신청

장비이용

(결제승인)

(주관기관)

중소기업

(관리기관)

이용료지급
전문기관
주관기관

Cooperative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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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Organic
Analysis Lab.
유기분석실
유기화합물의 화학적 구조는 그 물질의 고유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물질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분광학적 접근과 질량분석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기분석실은 핵자기 공명분광기외 다수의 분석장비를 바탕으로
유기화합물 화학적 구조 및 정성 정량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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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Analysis Lab.

|

Inorganic Analysis Lab.

|

Micro Structure Analysis Lab.

|

Surface Analysis Lab.

|

Physical Property Lab.

|

Asbestos Analysis Lab.

|

Radioisotope Lab.

● 문의전화 ●
총괄 / 책임 (Tel. 031-299-6712)
Invivo (Tel. 031-299-6720)
NMR (700, 500, 300 mHz), CLSM (Tel. 031-299-6748)
HPLC, LC-MS, UPLC-MS/MS, MALDI-TOF, GPC, GFC (Tel. 031-299-6744)
GC, GC-MS, GC-MS/MS, TD-GC/MS, P-GC/MSD (Tel. 031-299-6745)
FT-IR, Raman NIR, UV/VIS/NIR (Tel. 031-299-6743)
칼피셔 수분측정기 (Tel. 031-299-6741)

주요 분석 업무

•유기화합물 정성 및 정량 분석
•유기 분자의 화학적 구조 분석
•유기화합물 분자량 확인
•식품, 섬유, 화학산업 등 각정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향의 유발물질 정성 및 정량 분석
•원료 및 제품의 품질관리 분석법 개발

보유장비

•핵자기공명분광기(Cryo FT-NMR 700MHz, 500MHz, 300MHz)
•겔침투크로마토그래프(GPC)
•겔여과크로마토그래프(GFC)
•액체크로마그래프(HPLC)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I(LC/MS)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II(UPLC/MS/MS)
•매트릭스보조 시간비행형 질량분석기(MALDI-TOF/MS)
•가스크로마토그래프(GC 3set)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
•열탈착식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TD-GC/MS)
•가스크로마토그래프 탄뎀 질량분석기(GC-MS/MS)
•열분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P-GC/MS)
•적외선 분광기(FT-IR 2set)
•라만 분광기(FT-Raman, Dispersive Raman)
•근적외선 분광(FT-NIR)
•자외선-가시광선/근적외선 분광광도계(UV-VIS/NIR)
•칼피셔 수분측정기(KFT)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CLSM)
•소동물 생체 이미징시스템(Invivo Imaging System)

Cooperative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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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Inorganic
Analysis Lab.
무기분석실
무기화합물의 화학적 성분 분석은 그 물질의 고유 특성, 원소의 성분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물질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회절분석 및 분광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무기분석실은 다수의 분석장비를 바탕으로 무기화합물
회절분석 및 분광학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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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Analysis Lab.

|

Inorganic Analysis Lab.

|

Micro Structure Analysis Lab.

|

Surface Analysis Lab.

|

Physical Property Lab.

|

Asbestos Analysis Lab.

|

Radioisotope Lab.

● 문의전화 ●
총괄 / 책임 (Tel. 031-299-6712)
IC, CIC, XRF, EA (Tel. 031-299-6741)
ICP-MS, ICP-OES, AAS, Rheometer (Tel. 031-299-6746, 6751)

주요 분석 업무

•무기화합물의 정성 및 정량 분석
•화합물 조성 분석
•용액중의 이온 분석

보유장비

•X-선 형광분석기(XRF)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분석기(ICP-OES 2set)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2set)
•원자흡광광도계(AAS)
•초단파 산(Acid) 분해(Microwave)
•이온 크로마토그래프(IC)
•연소 이온 크로마토그래프(CIC)
•원소분석기(EA)

Cooperative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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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Micro Structure
Analysis Lab.
미세구조분석실
미세구조분석실은 짧은 파장의 전자선을 재료에 충돌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투과전자, 이차전자, 후방산란전자,
특성 X-선 등)를 이용하여 재료를 측정 및 분석하고 있다. 본 분석실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집속이온빔장치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분야에서부터 신소재, 화공, 고분자, 정보통신, 생명과학
분야 등의 μm 및 nm 영역에서 재료의 영상 분석, 결정구조분석, 화학적 조성 분석 및 미세 시료 가공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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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Analysis Lab.

|

Inorganic Analysis Lab.

|

Micro Structure Analysis Lab.

|

Surface Analysis Lab.

|

Physical Property Lab.

|

Asbestos Analysis Lab.

|

Radioisotope Lab.

● 문의전화 ●
총괄 / 책임 / Nano Indenter (Tel. 031-299-6733)
HR-TEM I (Tel. 031-299-6738)
HR-TEM II (Tel. 031-299-6735)
HR-TEM III (Tel. 031-299-6734)
FIB I (Tel. 031-299-6777)
FIB II (Tel. 031-299-6729)
FE-SEM I, IV (Tel. 031-299-6732/6776)
FE-SEM II (Tel. 031-299-6730)
FE-SEM III (Tel. 031-299-6737)

주요 분석 업무

•재료의
•재료의
•재료의
•재료의

보유장비

•구면수차보정 투과전자현미경
(HR-TEM III, Cs-corrected FE-TEM/STEM/EELS/EDS)
•분석 투과전자현미경(HR-TEM II, FE-TEM/EELS/STEM/EDS)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HR-TEM I, TEM/EDS/STEM)
•전계방사 주사전자현미경
(FE-SEM I, II, III, IV, FE-SEM/EDS/EBSD)
•주사전자현미경(SEM; EDS)
•집속이온빔(FIB I, II, FIB/FE-SEM/EDS/STEM/3D)
•이온빔밀링기(PIPS)
•고분해능 에칭-코팅기(PECS)
•초박편 미세절단기(Ultramicrotome)
•전해연마기(Jet Polisher)
•나노경도측정기(Nano Indenter)

미세구조
결정구조
화학성분
미세영역

분석
분석
분석
가공

Cooperative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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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Surface
Analysis Lab.
표면분석실
표면분석실은 다양한 표면분석장비를 활용하여 전자부품, 반도체 재료, 고분자필름 등의 시료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시료 표면에 존재하는 미량의 성분들을 검출하고 이온빔을 통해 시료 내부 깊이별로 각 성분의 농도와 수직분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날카로운 탐침을 이용하여 시료표면의 거친 정도를 산출하고 표면형상을 3차원 입체이미지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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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Analysis Lab.

|

Inorganic Analysis Lab.

|

Micro Structure Analysis Lab.

|

Surface Analysis Lab.

|

Physical Property Lab.

|

Asbestos Analysis Lab.

|

Radioisotope Lab.

● 문의전화 ●
총괄 / 책임 / TOF-SIMS, Profiler (Tel. 031-299-6764)
SC-XRD, HP-XRD, XRD (Tel. 031-299-6736)
AFM, XPS, UPS, AES, REELS (Tel. 031-299-6762)

주요 분석 업무

•표면 잔류 및 오염 성분 검출
•표면 성분 분포도(Mapping image) 출력
•표면 거칠기 산출 및 표면 형상 입체(3차원) 이미지 제공
•무기재료 정성 및 결정성 분석, 결정 면(Face)지수 확인
•일함수(Work function) 및 결합에너지(Binding energy) 산출
•시료 내부 깊이별 성분 분포(Depth profile) 측정

보유장비

•엑스선 광전자분광기(XPS, UPS, AES, REELS)
•이차이온 질량분석기(TOF-SIMS)
•고출력 X선 회절분석기(HP-XRD 2 set)
•일반형 X선 회절분석기(XRD 2 set)
•단결정 X-선 회절분석기(SC-XRD)
•원자힘 현미경(일반 AFM & Bio-AFM)
•표면 깊이측정기(Profiler)

Cooperative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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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Physical
Property Lab.
물성분석실
물성분석실은 온도변화에 따른 물질의 유전특성, 탄성/댐핑 특성 변화, 길이변화, 무게변화 및 엔탈피변화 등을 시간과
온도 그리고 주파수의 함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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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kyunkwan University

Organic Analysis Lab.

|

Inorganic Analysis Lab.

|

Micro Structure Analysis Lab.

|

Surface Analysis Lab.

|

Physical Property Lab.

|

Asbestos Analysis Lab.

|

Radioisotope Lab.

● 문의전화 ●
총괄 / 책임 (Tel. 031-299-6712)
TA (Tel. 031-299-6747)
Rheometer (Tel. 031-299-6746, 6751)
Thermal-conductivity / Diffusivity (Tel. 031-299-6748/6742)

주요 분석 업무

•온도에 따른 각종 재료의 무게변화 및 엔탈피 변화
•온도 및 주파수에 따른 탄성/댐핑 특성 변화
•가한 힘에 따른 열적인 팽창율 변화
•물질의 열 안정성, 경화반응, 결정성 관찰
•반도체 및 전기/전자 재료의 특성 분석
•재료 열전도도 측정

보유장비

•점탄성 분석기(DMA)
•기계적 변이 분석기(TMA)
•열량변화 분석기(DSC 2set)
•중량변화, 온도차 분석기(TG/DTA 2set)
•열전도도측정장치(Thermal-conductivity)
•열확산도측정장치(Thermal Diffusivity)
•레오미터(Rheometer)

Cooperative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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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Asbestos
Analysis Lab.
석면분석실
석면이란 섬유모양을 한 사문석의 한 종류 및 각섬석광물에 대한 일반적 총칭이고, 석면은 오랫동안 건축물 외
여러분야에서 사용되었던 재료였으나, 현재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재료로 밝혀져, 환경 및 인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들이 시행되고 있다. 석면 분석실에서는 공기 및 고형시료 중 석면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우수한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다. 공기 중 석면 분석은 공기 중의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인체·유해정도를
평가하며,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은 그 시료를 채취하여 석면의 종류와 농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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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kyunkwan University

Organic Analysis Lab.

|

Inorganic Analysis Lab.

|

Micro Structure Analysis Lab.

|

Surface Analysis Lab.

|

Physical Property Lab.

|

Asbestos Analysis Lab.

|

Radioisotope Lab.

● 문의전화 ●
총괄 / 책임 (Tel. 031-299-6712)
PCM, PLM, SM (Tel. 031-299-6746)

주요 분석 업무

•공기 중 석면 분석
•고형시료 중 석면 분석
•6대 석면 종류 및 구조 분석

보유장비

•위상차현미경(PCM)
•편광현미경(PLM)
•실체현미경(SM)
•아세톤 증기화장치(Acetone Vaporizer)
•전기로(Electric Furnace)
•전자저울(Balance)
•플라즈마 회화기(Plasma Asher)

Cooperative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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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Radioisotope Lab.
방사성동위원소실
약학, 생명공학, 임상연구 등에서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발생장치(RG)의 구매, 사용, 폐기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험시 발생할 수 있는 인체의 방사능 오염과 시설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제반 시설, 기구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방사선 사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사선안전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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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kyunkwan University

Organic Analysis Lab.

|

Inorganic Analysis Lab.

|

Micro Structure Analysis Lab.

|

Surface Analysis Lab.

|

Physical Property Lab.

|

Asbestos Analysis Lab.

|

Radioisotope Lab.

● 문의전화 ●
총괄 / 책임 (Tel. 031-299-6761)
RI (Tel. 031-299-6760)

주요 분석 업무

•방사성 동위원소 관리(구매, 저장, 분배 및 안정성 여부 점검 등)
•방사선 발생 장치 관리
•핵 원료 물질 관리
•방사선 작업 종사자 관리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사선 시설 관리
•방사선 관련 장비 운용
•방사선 관련 행정 업무
•방사선 안전관리 감독

보유장비

•액체섬광계수기(LSC)
•감마카운터(Gamma Counter)
•감마선 핵종분석기(HP(Ge) Gamma-ray Spectroscopy System)

Cooperative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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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특허증

•인증기관 : 기술표준원

•분석기기 : 통
 합관리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분석기 통합관리
•등록기관 : 특허청

원자력안전마크
•수여기관 : 과학기술부

석면조사기관 지정서
•지정기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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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kyunkwan University

교내 캠퍼스 안내도

제1종합연구동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정문
대강당
의학관
테니스장
환경플랜트
약학관
제1종합연구동
제2종합연구동
건축환경실험실
공학실습동

11 공학실습동
12 공학실습동
13 건축관리실
14 파워플랜트
15 생명공학실습동
16 생명공학실습동
17 제1공학관
18 제1공학관
19 제1공학관
20 제2공학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2공학관
제2공학관
제1과학관
제2과학관
기초학문관
생명공학관
생명공학관
복지회관
수성관(체육관)
학생회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체육관
기숙사 신관
기숙사 인관
기숙사 의관
기숙사 예관
기숙사 지관
게스트하우스
운용재
학군단
삼성학술정보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야구장
대운동장
농구장
축구장
제약기술관
반도체관
화학관
산학협력센터
서문
북서문

51 해오름길
52 공자로
53 북문
54 글로벌광장
55 킹고광장
56 N센터

찾아오시는 길

자가용
•과천-봉담간 고속화 국도(312)
방법1 - 월암IC(좌회전) → 성균관대역(우회전, 지하차도를 타지마세요~) → 성대
방법2 - 서수원IC(좌회전) → 성대사거리(좌회전) → 사거리(우회전) → 성대
•1번국도(경수산업도로) : 의왕IC → 지지대고개 → 발안, 성대방향(우회전) → 성균관대역 → 성대
•신갈-안산 고속도로(50) : 북수원IC → 지지대고개 → 발안, 성대방향(우회전) → 성균관대역 → 성대
•경부고속도로(1) : 신갈분기점(좌회전) → 신갈-안산 고속도로(안산방향으로 진입) → 북수원IC → 지지대고개 → 발안, 성대방향(우회전) → 성균관대역 → 성대

지하철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하차 후 도보로 5~10분 거리(4호선을 이용하시는 경우, 금정역에서 1호선 수원행 열차로 환승가능)

버 스
•셔틀버스 : 사
 당역 5번출구 홈플러스 앞(사당역 5번출구 남태령 방면 300m 직진),
(일산, 분당, 일산, 부천은 운행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시간표 http://www.skku.edu, 셔틀버스 배차관리 사무실 : 031-290-5466]
•일반버스 : 62-1, 82-2, 39

•시외버스 : 7790, 7800, 3003

Cooperative Center for Research Facili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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