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UNE 20th (Wed.)
분과

재료 분과 (Materials Section)

분과

12:00-13:00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Hitachi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공교역에서는 제작사인
Hitachi High-Technologies Corporation 사와

13:00-13:10

준비하였습니다.
User’s Meeting은 사용자 분들과 제작사를

- 유임주 교수 (Im-Joo, Ryu), Korea Univ. ,
- Mr. Hiroshi Kato (HITACHI High-technologies ,Chairman)

축 사 (Greeting)

An advanced electron microscopy platform for practical application development in nanotechnology.
- Ph.D. Marek Malac (National Research Council Canada)

14:00-14:40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FIB-SEM ETHOS NX5000
- Mr. Tsuyoshi Onishi (Hithachi high-technologies)

14:40-15:20

Materials analysis by electron holography (전자선 홀로그래피에 의한 재료분석)
- 박현순 박사 (Hyun Soon, Park), Inha Univ.

15:20-15:40

휴 식 및 각 분과별 강의실 이동 (Break Time)

15:40-16:20

Basic theory and advanced application of EBSD
analysis (EBSD의 기초 이론과 고급 응용)

15:40-16:20

김동익 박사 (Dong-Ik, Kim) , KIST
16:20-17:00

17:00-17:40

Ultra Structural basis for processing of craniofacial
sensory information in the brain stem.
배용철교수 (Yong-Cheol, Bae), Kyeong-Buk Nati'l Univ.

Electron microscope observation of perovskite solar
cells
Introduction of Hitachi FE-S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미경씨를 부탁해 (현미경 업을 마치면서)

16:20-17:00

박창현 박사 (Chang-Hyun,Park) , Korea Univ.

Ph.D. Satoshi Uchida (The University of Tokyo)
17:00-17:40

3-D imaging of intracellular membrane organelles
Ph.D. Yasuo Uchiyama (Juntendo University))

Mr. Ryuichiro Tamochi (Hitachi high-technologies)

포함한 여러 협력 업체가 함께 하는
뜻 깊은 행사 입니다.

록 (Registeration)

13:10-14:00

함께 안내와 같이

2018 Hitachi User’s Meeting을

등

의생물 분과 (Bio & Life science Section)

17:40-18:20

Photo Contest 투표 및 장비 시연

18:30-20:30

간친회 (Reception and Photo Contest Awards

▶▶ JUNE 21st (Thu.)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2018 Hitachi User’s Meeting에 참석해

분과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9:10-10:00

10:00-10:40

(주)이공교역 대표이사
김 준 호 드림

재료 분과 (Materials Section)

분과

09:10-09:50

Development of an easy-to-use cryo-electron
microscope for simultaneous observation of SEM and
transmission images

Mr.Seiji Higuchi (Horiba Ltd.)

Mr. Ryuichiro Tamochi (Hitachi high-technologies)

Innovative AFM Solutions from Hitachi
-A correlative AFM-SEM and vacuum's advantage-

09:50-10:30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specimen procedure
using paraffin embedded tissue for diagnosis of
malignant mesothelioma

Application of spectroscopic analysis with electron
microscope.

Mr. Keita Tamura (Hitachi high-technologies)
10:40-11:20

의생물 분과 (Bio & Life science Section)

Application for SU5000 with Ion milling and EBSD
system
박태성부장 (Tae-Sung, Park ) , Hanbat , Univ.

12:00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 영호 박사 ( Young-Ho, Kim), Keimyeong Univ.
10:30-11:30

Introduction of latest electron microscope for life
science field
Ms. Mami Konomi (Hitachi high-technologies)

한국현미경 학회 등록/접수 시작

▶▶참가신청

▶▶찾아오시는 길

저희 홈페이지 (www.rigong.co.kr)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salesem@rigong.co.kr)
참가비 : 20,000원 / 1인 (카드결제 가능)
(접수당일 영수증 발급, 석식 포함, 숙박제외)
숙박 및 교통 : 개별적으로 예약 진행 부탁 드립니다.

롯데시티호텔 제주

▶▶진행 행사 안내
1. 전자현미경 우수사진 콘테스트
1) 응모요령 : 사진 (가능한 한 8x10inch) 1장과
사진설명을 A4용지에 기재, 행사
당일 지참하시어 등록하실 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기준 : Users meeting 참석자에 의해 사진의
기술성 및 예술성을 기준으로
투표하여 다 득표 출품작의 순서로
시상합니다.
3) 시상내역 : 대상 (상금 50만원)
금상 (상금 30만원)
우수상 (상금 20만원)
장려상 (상금 10만원)
참가상 (참가자 전원 기념품)
2. 사은 경품 추첨
3. 장비 시연회 (SEM & Ion milling system)
4. 특별강연 (Hitachi Thermal Analyzer)
- “열분석기의 Real-View 시스템 소개”

주소 : 제주도 제주시 도령로 83 롯데시티호텔
(http://www.lottehotel.com/city/jeju)

※ 차량 이동시 (제주 시내권)
- 제주 국제공항 5분
- 한라수목원 10분
- 동문 재래시장 15분
- 용두암 15분
- 중문 관광단지 40분
- 성산 일출봉 60분

2018

Hitachi
User’s
Meeting

※ 공항리무진 (소요시간 : 약 15분)
공항출발 5 Gate ⇒ 더호텔 ⇒ 그레이스호텔
(롯데시티 호텔 제주 방면) ⇒ 도보 1분

※ 버스 (소요시간 : 약 17분)
좌석버스 37번
(공항출발 5 Gate ⇒ 그레이스호텔 정류장 하차)

일 시 : 2018. 06. 20 (수) 12:00
~ 06. 21. (목) 12:00
장 소 : 제주 롯데시티호텔 4층
(Crystall Ballroom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