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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나노융합기술원
현황 및 역량

나노융합기술원과 미래를 함께 하
세요.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을 24시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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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공정 특화기술
Process Technology
• 반도체 (Semiconductor) 전공정
• 멤스 (MEMS) 전공정
• 포토 (Photo) 공정 (Cr Mask 및 Reticle 제작, 4”, 6”, 8” Auto Process)
• 건식 식각 공정 (Metal, Insulator, Si Deep Etching)
• 습식 식각 공정 (KOH, TMAH, H3PO4, DHF, BOE)
• 박막 공정 [Metal, Insulator , High-K, Epitaxy]
• 확산 및 열처리 공정
• ALD 장비를 사용한 High-k 증착기술 (Al2O3, HfO2)
• UHV-CVD를 사용한 Epi 성장기술 (SiGe)
• HTA를 이용한 Activation Anneal (~2,000℃)
• SiC, GaN 전력소자 제작기술
• Si IGBT 제작기술
• MEMS Sensor 제작기술 (Micro-Cantilever, Micro-Grating, Bio Sensor 등)
• OLED 제작기술
• PSS (Patterned Sapphire Substrate) 제작기술

특성평가 특화기술
Characterization and Evaluation Technology
• 3D Atom Probe Microscope 장비를 활용한 분석
- LED 분석, APT-TEM 기법을 활용한 반도체 분석,
		 철강 및 비철강 3차원 토털 분석
•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 장비 및 EF(energy filtered)-TEM을 활용한 분석
- 나노사이즈의 core-shell 구조 분석,
		 나노입자의 표면 산화물 분석, 철강의 나노석출물 분석
• SIMS 장비를 활용한 분석
- LED 및 Solar Cell 분석
• Dual Beam FIB 장비를 활용한 시편제작 및 특성 분석
• SPM 장비를 활용한 표면 및 특성 분석
• SEM 장비를 활용한 나노구조 및 성분 분석
• MPMS 장비를 활용한 자성 분석
• UV/Vis Spectrophotometer 장비를 활용한 투과율 및 흡광도 분석
• 장비·재료 성능평가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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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2004년 8월 1일

≫ 설립비용

1,129억원(산업통상자원부 425억원, 지방자치단체 200억원, 민간기관 504억원)

≫ 사업내용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 연혁

2004. 07
2004. 08
2006. 08
2007. 05
2010. 01
2010. 03
2012. 02
2013. 09
2014. 08
2015. 04
2015. 10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사업(5년간) 주관기관 포항공과대학교 선정
나노기술집적센터 설립(136 개 산·학·연·관 컨소시엄 구성)
소자공정 및 특성평가 장비서비스 개시
종합개소식 개최
나노융합 기술사업화 추진(고효율 전력반도체 양산 개시)
나노융합상용화·플랫폼 활용사업(5년간) 시행
특성화고 대상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5년간) 시행
기관명 나노융합기술원으로 변경
설립 10주년

2개사와 신규 나노융합 기술사업화 추진
무한상상실 개소

Implantation
Room

C-1,000

21,289㎡
- 건물연면적 13,939㎡
		 (기존 12,827㎡에서 5층 창의교육공간, 6층 창의스튜디오 증축)
- 토지면적

- 클린룸면적 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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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eam
Litho. Room
C-1

Compound
Semiconductor
Room
C-100

R&D
지원

Thin Film
Room
C-100

C-1,000

Display
Room

≫ 건물시설

슈퍼 클린룸
2,372㎡ (718평)

MEMS Room

C-100, C-1,000

Photo
Room
C-10

Mass Production Room
of Power MOSFET
C-100

산업
화지
원

≫ 보유장비

총 164대 (반도체 /MEMS 121대, 디스플레이 16대, 특성평가 27대)

≫ 주요지원내용
⇢ 최첨단 시설 및 장비의 산·학·연 공동 활용 및 소자공정·특성평가 장비서비스 지원
⇢ 차세대 반도체 분야 단위·요소·일괄공정 기술 개발
⇢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OLED, 3D 프린팅 기술 개발
⇢ 나노원천·융합소재, 나노단위 3차원 입체분석 기술 개발
⇢ 연구개발·성능평가·특허분쟁해결 지원
⇢ 중소기업 대상 나노융합 기술사업화 지원
⇢ 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사업(특성화고교생·대학(원)생·재직자 대상)
⇢ 3D 프린팅 특화교육(특성화고교생·대학(원)생·일반인/직장인 대상)
⇢ 무한상상실 운영(실험·공방형, 아이디어클럽형, 스토리텔링형)
≫ 조직도

원 장

운영위원회

본부장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기획실

연구개발부

나노반도체소재실

이용자협의회

기술사업부

경영지원부

공정기술팀

행정팀

특성평가팀

특수시설팀

나노소재측정·분석실
나노소재기반기술실

부설 특화센터

국제원자·전자현미경센터

디스플레이소재·부품실
차세대나노소재·재료실

구미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팀

SPM표준화연구센터
특허기술지원센터

LED·태양전지기술센터
3D프린팅·인쇄전자연구센터
탄소공정·분석지원센터

MEMS·BIO센터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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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특성화고 대상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센터의 효과
적인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현장
직무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해 지역
산업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
다.

1. 추진배경
⇢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특성화고교생 위한 선취업·후진학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추진
⇢ 나노융합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나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산업인력(Technician, Operator)의 공급 애로사항을 해소
2. 연혁
⇢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축사 “특성화고 학생의 선취업, 후진학 정부차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공동 성명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350개 집중 육성”
⇢ 2011년 9월 산업통상지원부 지원 “특성화고 대상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추진

12월 특성화고 대상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다자간 MOU체결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 참여기업 및 나노융합기술원)
⇢ 2012년 2월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연수기관으로 선정(학사 연계)
⇢ 2012년 2월~2013년 1월 [시범사업 1년]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추진 (NST 1기~2기 수료)
⇢ 2013년 2월~2018년 1월 [본사업 5년]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추진 (NST 3기~12기 수료)
⇢ 2014년 7월 5층 창의교육공간 증축(창의교육실·전산실·국제회의실)
⇢ 2015년 9월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지정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센터 선정
⇢ 2015년 12월 산업통상지원부 산업전문인력양성 부문 우수 성과 선정(장관 표창)
3.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나노융합기술원에 구축된 나노인프라를(최첨단 장비, 시설 및 인력) 활용하여 특성화고 대상, 나노기술 분야에서
기업 맞춤형 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나노 중견·중소기업에 우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고교생 취업중심
교육에 필요한 기업·지자체·교육청(학교)과 협력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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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

경상북도교육청
참여고등학교

경상북도
포항시

채용
기업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연수기관,
인력양성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취업지원(사후관리)

연수생 선발,
연수과정 학사에 반영,
선취업ㆍ후진학 유도

인력양성프로그램 정착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맞춤형 직무프로그램ㆍ체험
학습교육 제공, 양성인력 채용

[산·학·관 협력 구축]

≫ 나. 사업기간 : 2012년 2월~2018년 1월 (상반기/하반기 교육 6개월)
≫ 다. 사업수행기관
⇢ 주관기관 :
⇢ 지원기관 :

,

,

,

⇢ 참여고교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포함 13개 고등학교(매년 변동)
⇢ 참여기관 :
⇢ 채용기업 : 메이플세미컨덕터㈜ 포함 20개 기업

문경공업고등학교

경북하이텍고등학교

상산전자고등학교
상주공업고등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흥해공업고등학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경주공업고등학교
신라공업고등학교
안강전자고등학교
금호공업고등학교
영천전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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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육인원 (매년 변동) : 총 70명 (상반기/하반기 연수생 35명)
≫ 마. 교육대상 : 경상북도권 특성화고교 3학년 학생
≫ 바. 사업내용
⇢ 기업 현장실무에서 활용(취업연계) 가능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과 측정·분석 장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나노융합기술을 교육시킴과 동시에 취업을 지원
⇢ 특성화고교 3학년 학사일정을 반영하여 상반기/하반기 6개월(700시간) 연수 중심으로 운영
≫ 사. 운영인력
⇢ 이론교육 : NINT 담임교사 4명, 석·박사급 연구원 28명
⇢ 실습교육 : NINT 석·박사급 연구원 20명, 산업계 전문가
⇢ 초청특강 : 기업/지자체/교육청 전문가, 참여 특성화고 교사 및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생

참여 특성화고 교사 및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생 활용

기업/지자체/교육청
전문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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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부

기술사업부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센터

구미기업지원센터

박사급 연구원(PM)
이론교육 담당(8명)

공정기술팀, 특성평가팀
이론/실습교육 담당(20명)

사업지원팀
교육운영 전담 및 취업지원(9명)

경북 구미, 대구 거점
취업지원(3명)

4. 교육운영
≫ 가. 교육생 지원 및 관리
⇢ 연수생 전용기숙사 제공
- 기숙형 인력양성(6개 나노인프라기관 중 유일)을 통해 경상북도권 연수생에게 최첨단 연수기회를 균등하게 제공
- 2인/1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TV, 침구류 등 지원
⇢ 포항공과대학교 캠퍼스 활용
-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및 실내·외 체육관(헬스장, 탁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라켓볼장/풋살장) 이용 가능
		 (대학생과 동등한 권한 부여)
⇢ 교육생지원금 제공
- 매월 식사 및 교통비 수준의 지원금 지급
⇢ 단체상해보험 가입
- 연수기간 신체 부상 및 사고 대비
⇢ 안전관리
- 팹출입 및 실험실 안전교육
- 전담사감을 통한 기숙사 점호(21:00), 외부 출입문(22:00~08:00) 통제 및 관리
- 본원 및 기숙사 내 응급약품, 체온계, 손소독제 및 마스크 구비
- 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참가
⇢ 연수생활수칙 준수 권고
- 상점 및 벌점 부여, 소속학교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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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육절차
⇢ 연수생 모집 및 선발 : 연수 지원자는 1차 참여 특성화고교 학교장 추천을 받아

2차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최종 선발 후 나노융합기술원에 결과 통보

●

참여고교 대상 연수생

평가 및 수료

교육훈련

모집 및 선발
●

이론교육
실습교육
- 기초과정 4개월

- 상반기 : 35명
- 하반기 : 35명

●

경상북도교육청

나노융합기술원

- 집중과정 2개월

●

70점(B등급)이상 수료
- 필기시험 2회
- 실습평가 2회
- 종합평가 1회

나노융합기술원

취업지원
●

연수생 수료자 대상
- 진로상담
- 취업지원

나노융합기술원

≫ 다. 주요 연수프로그램
⇢ 이론교육(6개월 집체교육, 교재 활용)
나노기술공통(기초용어, 물리/화학/전기/자기적/기계적 특성, 나노구조·소재·소자·OLED 공정이론,
측정분석 장비이론), 예비사회인 소양교육, 참여고교 및 외부기관 특강
⇢ 실습교육
- 기초실습(4개월 조별 교육)
10개 조(3~4명) 편성, 12개 교육트랙의(반도체-포토/에칭/확산/박막 공정, 디스플레이-OLED공정,
측정분석-FIB/SEM/AFM/APT/SIMS/Sample Prep./TEM) 기초과정에 대한 주차별 실습
- 집중실습(2개월 멘토링 교육)
연수생 적성 및 흥미를 고려, 13개 교육트랙별 멘토인 장비운용연구원과 멘티인 연수생간 1:2 매칭을 통해
맞춤형 심화과정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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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집중이론

2개월
기초실습

집중실습(멘토링)

포토

반도체/MEMS 기초이론

반도체 공정 연수 트랙

● 상반기 교육
700시간 이수

디스플레이 공정 연수 트랙

● 취업기간

에칭
반도체 단위 공정

반도체

박막
확산

디스플레이 & 에너지

6월부터

MEMS

재료과학과 공학 기초
디스플레이
재료의 종류와 응용

OLED

특성평가 분석 연수 트랙

FIB
SEM/SPM

분석 기초
팹출입교육

수요기업 취업

특성평가

TEM
안전교육

+

APT
SIMS
SAMPLE PREP

1멘토
(연구원)

● 하반기 교육
700시간 이수
2멘티
(교육생)

● 취업기간
11월부터

교양교육

R&D공정 장비
(반도체, OLED, MEMS)

산학협력교육

외부특강

특성평가장비
(형상, 구조, 성분, 저온, 소자)

세미나

반도체양산장비
(Power Device, SiC, GaN 등
나노반도체 기업지원)

• 선행공정 개발 교육

• 반도체 분석 교육

• 양산공정 개발 교육

• 신물질 개발 교육

• LED, 태양전지 분석 교육

• 시험생산 교육

• 신소자 개발 교육

• 철강 분석 교육

• 성능평가 교육

[실습교육용(35종) 나노장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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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별활동프로그램
⇢ 월별 연수발표회
이론·실습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조별 과제수행 결과 발표(PT) 및 피드백 공유, 창의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월별 우수연수생 선정 : 적극적인 연수생활로 모범을 보인 연수생을 선정, 긍정적인 동기 부여
⇢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 POSTECH 문화프로그램 : 강연, 연주회, 오페라공연, 레이저쇼 등 다양한 무대공연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 배양
-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 어플리케이션, 궁리실현공작소, 음식콘텐츠 프로그램 등 참여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류, 현장 멘토링으로 창작의 완성도 제고

⇢ 체육대회 : 포항공과대학교 체육시설을 활용, 풋살, 피구 등을 통해 심신단련 및 동기생 친목 도모
≫ 마.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교육
기업수요(취업연계)를 반영한 실습중심 직무교육프로그램(반도체, 태양전지 모듈 등 맞춤형 집중실습 진행) 기획·운영,
나노전문가 양성을 통해 현장 우수인력 수급 기여
⇢ 기업 설명회 및 견학
중소·중견·강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채용정보 제공 및 기업문화 이해도 향상
⇢ 취업/채용박람회 참가
현장면접을 통해 객관적인 실무역량 및 인성 진단기회 활용, 기업 정보 획득
⇢ 상시 진로상담
희망 진로분야 파악, 취업계획 및 전략 수립 활용
⇢ 이력서 및 모의면접 지도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및 채용일정에 따른 모의면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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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인·적성검사 지도
언어·수리·추리·지각·영어능력 문제풀이 지도를 통한 필기시험 합격 유도
≫ 바. 평가 및 수료
⇢ 평가
필기시험 2회(중간·기말시험), 실습평가 2회(기초·집중실습), 종합평가 1회(연수생활 태도, 기초용어시험 및 연수발표회 등)
•6개월 연수종합성적 통보 : 소속학교 생활기록부에 100% 반영(소속학교 학사 인증)
⇢ 수료 기준 : 연수종합성적 70점 이상(B등급) 충족
≫ 사. 교육홍보
⇢ 홍보책자 제작
특성화고 홍보책자 및 연간보고서 제작 및 배포
⇢ 홍보동영상 제작
상·하반기 6개월 연수과정 동영상 제작 및 상영
⇢ 월간 뉴스레터 제작
입학오리엔테이션부터 수료식까지 연수생활 내용 소개 및 이메일 발송
⇢ 홈페이지 홍보
본 원 홈페이지(nano.or.kr) 내 특성화고 대상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홍보
⇢ 언론매체 활용
전자신문, 지방신문, HCN 경북방송, TBC 뉴스 등

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생 (고졸인력) 채용 문의│사업지원팀

T.

054-279-0265 E. sjy9213@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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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가나노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양성과 직무능력향상 등
수요중심의 교육을 지역 산업계 및
학계에 제공하고, 나노기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
니다.

1. 사업개요
≫ 가. 추진배경
⇢ 미래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6개 나노인프라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나. 사업목적
⇢ 6개 지역 거점으로 조성된 우수 나노인프기관의 소자공정 및 측정분석분야 첨단장비 및 시설,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융합형 나노기술 전문(현장)인력 양성
⇢ 지역 산업계, 대학교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첨단 나노교육의 지역 균등화 실현,
지역 인재 육성 기여 및 지역 거점 활성화 추진
≫ 다. 사업내용
⇢ 이론교육을 담당하는 나노기술연구협의회와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6개 나노인프라기관의
교육 연계 운영을 통해 나노기술개발 전과정의 기반 구축 및 나노기술교육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 라. 사업기간
2014년 3월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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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업수행기관
⇢ 주관기관 :

⇢ 지원기관 :

이론교육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실습교육

KPEC

KITECH

NINT

NNFC

KANC

NPAC

전북

광주

포항

대전

수원

대구

커리큘럼
소자공정
측정분석

OLED
태양전지
분광학

분광학

[나노기술인력양성 교육협의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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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절차
교육운영 계획 수립
⇢ 2월~3월 중 실습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 교육협의체(7개 운영기관) 통해 이론·실습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계

교육생 모집(교육 2개월 전)
⇢ 본 원 홈페이지 교육 안내
⇢ 지역 소재 교육 수요기관 및 이용기관 대상 집중 홍보
⇢ 교육협의체 교육홍보문 신문 게재 및 이메일 발송

교육신청 접수
⇢ 이론교육 신청홈페이지 교육신청자 등록(실습교육 신청 포함)
⇢ 교육신청기간 내 정원마감까지 선착순 접수

교육 실시
⇢ 이론교육(담당기관) 실시 : 교육과정별 집체교육
⇢ 실습교육(담당기관) 실시 : ‘14년 9월 ~ ‘15년 1월 이론교육 이수자 대상 조별교육

교육 수료
⇢ 교육생 자가평가표 및 설문조사 작성
⇢ 실습교육 이수자 대상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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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과정
⇢ 나노소자공정 : 나노기술개발에 필수적인 1nm~100nm 범위의 나노소자 제작을 위한 공정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반도체 공정기술의(포토·에칭·박막·확산)전반적인 이해와 심화과정의 장비운용 실습
⇢ 나노측정분석 : 나노기술 기반인 나노스케일 구조를 해석하기 위해 6개 나노인프라 공통장비 4종(SEM, TEM,
FIB, SPM)과 나노융합기술원 특화장비 3종(3-Dimensional Atom Probe, Secondary
Ion Mass Spectrometry,Sample Preparation System) 장비를 활용하여 측정분석의 전반적인
이해와 심화과정의 장비운용 실습
⇢ OLED 공정&측정 :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인 OLED소자 제작을 위해 공정기술 장비를 활용한
		

OLED의 공정기술의 전반적인 이해와 심화과정의 장비운용 실습

⇢ 나노융합기술교육 : 나노소자 Full공정(40%), OLED 단위공정(10%), 측정분석(50%)을 융합·집중한 자체 특화교육 실습
교육명

교육
기간

교육
횟수

나노소자공정 이론교육

3일

1회

나노측정분석 이론교육

4일

1회

OLED 이론교육

1일

1회

9월

나노소자공정 실습교육

4일

1회

익년 1월

나노측정분석 실습교육

5일

1회

OLED 실습교육

3일

1회~2회

나노융합기술교육

4일

1회~2회

교육분야

이론교육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실습교육
(나노융합기술원)

나노기술 기반교육

나노기술 기반교육

특화교육

교육문의│사업지원팀

T. 054-279-0263

교육
인원

교육
시기
익년 1월

10명

10명

익년 1월

익년 1월

9월
20명

9~11월

E. kdh0927 @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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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북 3D 프린팅
특화교육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는 특화교육
을 통해 교육생의 접근성을 높이고
3D 프린팅 기술 저변확대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가. 추진배경
⇢ 3D 프린팅(3-Dimensional Printing)은 3D 스캔 또는 모델링한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
소재를 한 층씩 적층하여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로, 3D프린팅 산업기술 발전에 따라
전 산업분야로 확대됨으로써 체험환경 조성과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통한 실무형 교육 추진
≫ 나. 사업목적
⇢ 3D 프린터를 활용한 체험교육을 중심으로 창의성 개발, 3D 프린터 보급 및 확산
⇢ 3D 프린팅 이론·실습교육을 통한 기술 이해도 및 활용 능력 제고로 창의혁신인재 양성 및 취업·창업 유도
≫ 다. 사업내용
⇢ ‘찾아가는 3D 프린팅 특화교육’으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 2인 1장비, 3D 프린팅 이론·실습교육
- 장비 유형 및 소재별, 수준별 커리큘럼 맞춤형 교육
- 창의혁신 인재양성교육(실무 대처 가능한 전문인 능력개발 교육)
- OJT(On the Job Training) 환경 조성으로 실무 수행능력 향상
-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통합적 맞춤형교육
≫ 라. 사업기간 : 2015년 5월 ~2018년 4월

찾아가는 3D 프린팅 특화교육
특성화고교생

-이론실습교육 장소:특성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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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이론교육 장소:대학교
-실습교육 장소:나노융합기술원

일반인·직장인

-이론교육 장소:포항 평생학습원
-실습교육 장소:나노융합기술원

≫ 마. 사업수행기관
⇢ 지원기관 :

,

⇢ 주관기관 :

2. 교육대상
⇢ 특성화고교생, 대학(원)생, 일반인 및 직장인
3. 교육과정
≫ 가. 공통과정
⇢ 2D & 3D 설계에 대한 이해
제작 도면에 대한 기본 개념 숙지, 2D 작업 필요 요소와 3D 모델링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교육
⇢ 3D 모델링의 이해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캐릭터와 제품 형태 설계 및 제작 방법,
완성도 높은 모델링을 위해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교육
⇢ S/W를 활용한 디자인
Solidworks를 활용한 창의적인 3차원 설계와 렌더링을 활용한 제품
디자인 편집 및 제작을 위한 후공정 이해 교육
⇢ 3D 스캐너의 이해와 활용
3D 스캐너를 활용한 제품의 스캔 데이터 추출, 소프트웨어를 통해 추출한
모델링 데이터의 편집 응용 및 필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교육
⇢ 3D 프린터를 이용한 실습
3D 프린터를 활용한 교육생들의 체험학습 강화, 활용방안과 창업에
필요한 사례를 통해 3D 프린팅 산업에 대한 이해 제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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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춤형 과정
⇢ 특성화고고생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인원

22회

440명

교육횟수

교육인원

8회

120명

• 3D 모델링 제품 소개 및 특성 이해
… 오픈 프로그램 123D Design 3D 모델링

1일차

… CURA 프로그램을 통한 슬라이싱
… G-code의 이해
… STL파일 추출
• 3D 모델링과 2D 모델링의 차이
… 2D, 3D 모델링 제작 시 장단점
… 2D & 3D 모델링을 활용한 실무 사례

2일차

•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출력 실습
… 제작 도면에 대한 기본 개념 숙지
…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 출력

⇢ 일반인 및 재직자
교육기간

교육내용
• 3D 기초개념 이해 및 제품 모델링 학습
… 2D & 3D 기초개념 이해
… 3D 모델링에 대한 이해도 제고

6주

• 3D 프린팅 심화과정(중급)
… Solidworks를 활용한 고급 디자인, 디테일링 연습
•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출력 실습
… 제작 도면에 대한 기본 개념 숙지
…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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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횟수

교육인원

6회

120명

• 3D 기초개념 이해 및 제품 모델링 학습
1일차

• 3D 설계의 이해와 3D 모델링 (123D Design)
… 2D & 3D 설계에 대한 개념 이해
… 3D 모델링에 대한 이해도 제고
• 3D 모델링 제품 소개 및 특성 이해
… 오픈 프로그램 123D Design 3D 모델링
… CURA 프로그램을 통한 슬라이싱
… G-code의 이해
… STL파일 추출

2일차

• Solidworks를 활용한 전문가 과정
… 구면주기, 공차가공 등 고급 설계 학습
… 기계공학 및 설계를 응용한 3D 모델링

•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출력 실습
… 제작 도면에 대한 기본 개념 숙지
3일차

…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형출력
• S/W를 활용한 디자인과 3D 스캐너의 이해와 활용
… S/W를 활용한 디자인 제작
… 3D 프린팅을 위한 스캐너의 이해와 활용

교육문의│사업지원팀

T. 054-279-0263

E. kdh0927 @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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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 융 합 기 술 인 력 양 성

05
포항공과대학교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창의누리, 꿈과 상상이룸 프로젝트)

아이디어의 개발과 현실화를 목적
으로 시제품 제작 및 실험 참여를
통해 여러분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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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가. 추진배경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상상력·창의력 기반의 아이디어 창출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 미흡
⇢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는 창의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한 ‘국민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무한상상실 구축·운영 필요
≫ 나. 사업목적
⇢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창의적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실험과 시제품 제작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및 과학문화 활동 확산
⇢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삶 체험과 행복사회 기반 마련
⇢ 공방형 설비, 제작장비 및 공간이 필수 구비된 종합형 무한상상실로 창의ㆍ상상의 지역 거점역할수행
≫ 다. 사업내용
⇢ 무한상상실 거점셈터로서 아이디어의 도출, 확장 및 구현에 이르도록 실험 공방형, 스토리텔링형 및
아이디어 클럽형을 종합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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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공방형 무한상상실
아이디어 발굴

제작실험

멘토링

성과창출

• 공방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작 또는 실험

• 창의적인 제작, 실험

아이디어 모집

• 팀별 활동

• 시제품, 실험발표회

• 보안된 시제품 제작, 실험

• 전문가 평가, 멘토링

• 특허출원 등

• 엔지니어의 지도

- 스토리텔링형 무한상상실 운영
스토리텔링클럽조직

제작실험

• 스토리텔링 참여자 모집

• 독서 토론

• 일반인, 아마추어 작가 등

• 스토리텔링 교육 등

멘토링
• 협업, 공동창작
• 과학스토리, SF시놉시스,

미래시나리오 등 창작

성과창출
• 과학스토리도서 발간
• UCC제작 등

- 아이디어 클럽형 무한상상실 운영
아이디어 발굴

제작실험

과제지원

성과창출

• 아이디어 중간발표 및

•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 우수아이디어 선정

멘토링

• 팀별 아이디어 창출 활동

전문가 멘토링
• 사업화, 창업, 특허출원

• 아이디어 특허출원
• 아이디어 기반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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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업기간 (계속) : 2015년 7월 ~2018년 12월
≫ 마. 사업수행기관
⇢ 지원기관 :

⇢ 주관기관 :

≫ 참여기관 :
2. 참여대상
(초·중·고등학교, 대학(원)생, 일반인) 실험·제작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 하고자 하는 누구나

3. 세부 프로그램 내용(매년 변동)

≫ 가. 실험·공방형 무한상상실
⇢ 3D 프린팅 특화교육
		 3D 프로그램을 이용한 3D 모델링 및 출력실습을 통해 3D 프린팅 기술 이해도
		 제고 및 활용방안을 통한 취업 및 창업 유도
⇢ 자유창작 LAB
		 Arduino 기반으로 로봇 및 모션센서 등 작품 제작 및 Inverter를 활용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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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토리텔링형 무한상상실 운영
⇢ 음식문화콘텐츠 스토리 창작소
문학과 음식의 만남 스토리 창작 외 경북 지역의 다양한 음식 소재를 선정, 역사, 문화 및 지역민의 정서를
스토리텔링하고, 현대 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 홍보 및 관광산업과 연계
⇢ 빛과 그림자로 만나는 과학 에니메이션
빛에 대한 과학원리를 습득, 그림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창출,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창작교육으로 연계해 영상제작 및 상영
⇢ 창작노래극 제작소
지역 역사 및 문화와 연관된 소재 발굴해 창작 시나리오 작성, 극화 활동, 연출,
영상장비 촬영 및 편집, UCC 제작, 유투브 탑재 등 전 과정을 통해 창의융합적 결과 도출
⇢ 사진에세이 자서전
삶의 경험을 육성으로 녹음, 시나리오 작성 및 관련 사진을 편집하여 도서로 출판

≫ 다. 아이디어 클럽형 무한상상실 운영
⇢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DHA : Developing Human Creativity)
창의적 문제해결 TRIZ 이론을 통해 일반인의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 교육을 위한 집단 토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실험과정 진행
⇢ 궁리실현 공작소(Creative Problem Solving Garage)
다양한 사회문제를 인문사회, 예술 및 공학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지닌 해결책으로 궁리하는 워크샵,
지식 공유 및 문제를 해결하는 능등적 Design Thinking 과정을 통해 기획 역량 개발

참여문의│사업지원팀

T.

054-279-0266

E.

yoon4955@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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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Fusion Technology Human Resource Trai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