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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Group Responsibilities (as of February 10, 2018)

책임사항 담당자/전임자 해야할 일

Group coordinator (a.k.a. 房長) 김수형/김충렬

Analytical Balances 김도담/김수빈 기기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정기 보정; 주변 정리
Autoclave 김중환 기기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Chemicals 송성민/김홍식 시약 주문 및 결제; chemical inventory 관리; 데이터베

이스 사용자 교육
Chemical / Solvent Waste 김수형/김충렬 폐기물/폐액 관리 교육/감독; 폐액 처리/결제
Computer / Server 김홍식/강태원 그룹 서버/컴퓨터/프린터/네트워크 관리; 사용자 교육
Computer Software 김중환 소프트웨어 설치; 라이선스 관리 및 갱신
Desiccator 김중환/김도담 기기 관리; 사용자 교육; 로그북 정기 확인 및 시약 회수
Digital Camera (DSLR) 강석일 기기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Dry Ice 이현/김세용 드라이아이스 재고 파악; 주문 및 결제
Electrochemical Apparatus 강석일/김홍식 potentiostat/전극/소프트웨어관리; 로그북관리; 사용자

교육
Elemental Analysis 강석일/김세용 원소분석기 관리; 소모품 관리/주문/결제; 로그북 관리;

사용자 교육
Finance (miscellaneous) 김수형/김충렬 물값; 생일 케이크 소요 공금 관리
Fluorimeter 김홍식/강태원 기기/sample cell 관리; 로그북 관리; 사용자 교육
Fume Hood / Gas Lines 김충렬/김수빈 후드/가스라인 유지 보수 연락 (HIT 산업; 광동산업)
Gas (Regulators and Tanks) 이현호/김희찬 실험실가스 실린더소모량/재고량파악; 주문 및 결제; 실린더

교체
GC 박현창/박현창 기기 관리; 로그북 관리; 사용자 교육
Glovebox (GB) 김희찬/이현 기기 유지관리; 로그북 관리; 사용자 교육
Group Glassware + Supplies 김도담/강석일 초자류, 실험실 소모품, 문구류, 공구류 재고 파악; 주문 및

결제; 파손된 초자류 수리 의뢰
Group Library 김수형/김충렬 실험실 보유 참고도서/매뉴얼 관리; 매뉴얼 숙지 지도
Group Meeting 송성민/김도담 그룹 미팅 일정 관리; 장소 예약; 회의록 작성
HPLC / MS 이현호/박현창 기기 유지관리; 로그북 관리; 사용자 교육
Immersion Cooler 김홍식 기기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Lab / Office Cleanup 이현/김세용 주간(weekly) 실험실/공부방 정리/청소 감독; 분기당 실험

실/공부방 청소 계획; 오븐 정리
Oven / Furnace 이현호/강태원 기기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pHMeter 김희찬/이현 기기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Refrigerator / Air Conditioner 김충렬/김중환 냉장고/에어컨/히터/제습기 유지 관리; 필터 청소;
Dehumidifier 정기 defrost
Rotavap / Syringe Pump 김세용/김홍식 기기 유지관리; weekly cleanup; 사용자 교육
Safety 김충렬/김충렬 실험실 안전관리; 교육
Solvents 김수빈/김중환 용매 (NMR 용매 포함) 주문 및 결제
SPS 강태원/김수빈 기기 유지관리; 질소/진공 상태 확인; 로그북 관리; 용매 보충
Spartan / Gaussian 김홍식/박현창 라이선스 관리/업데이트; 사용자 교육
SCO2 / High-Pressure Reactor 김중환 기기 유지관리; 로그북 관리; 사용자 교육
Spin Coater 김중환 기기 유지관리; 로그북 관리; 사용자 교육
TGA / DSC 김세용/김중환 기기 유지관리; 로그북 관리; 사용자 교육
UV–vis spectrophotometer 김수빈/강석일 기기/sample cell 관리; 로그북 관리; 사용자 교육
Vacuum Pumps / Gauge / 강태원+이현a 기기 유지관리; 정기 오일 교환 감독
Vacuum Sensor (진공오븐 펌프 포함) 사용자 교육
X-Ray Crystallography / CSD 박현창+김수형/김수형 X-ray crystallography 교육; 기기 유지관리;
Microscope CSD 라이선스 관리/설치/정기 업데이트; 사용자 교육

a전임자: 김도담+김희찬+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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