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RS 몬테칼로 이론 및 실무 교육 안내문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소입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iTRS 몬테칼로 이론 및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1. 교육일시

2019년 09월 23일(월) ~ 27(금), 09:30–17:00

2. 교육장소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원(HIT) 205호

3. 교육주최

한양대학교 방사선안전신기술연구소(iTRS)

4. 교육인원

30명 이내

5. 교 육 비

일반 100만원 / 학생 80만원

6. 문

itrs.hyu@itrs.hanyang.ac.kr (이메일)

의

7. 신청 및 납부일

2019.09.10. 까지

8. 변경･취소･환불

2018.09.11. 까지

9. 등록마감

2018.09.10. 까지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 전자계산서 신청서 참조.

본 교육과정은 몬테칼로 방법론의 이해 증진을 통해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몬테칼
로 방법론 코드인 MCNP의 Cell Card, Surface Card, Data Card 등 입력문 작성 능력을
향상 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 교육과정에서는 MCNP를 이용한 중성자 임계해석, 방
사선차폐해석, 선량평가의 실무를 소개하여 MCNP의 실무 적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
다. 본 교육은 임계평가, 차폐해석, 선량평가, 계측기 설계 등 입자 수송해석이 필요한 연구
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1. 수강신청은 이메일(itrs.hyu@itrs.hanyang.ac.kr)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신청메일 도착 순
서로
신청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2. 수강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취소되며, 등록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수강비 납부 확인 후 교육책자를 교부합니다.
3. 교육신청방법
• 교육신청서→전자계산서 신청서(선발행 or 후발행)→가상계좌 입금(교육생 성명기입 필수)
4. 교육비 납부안내
• 수강비 납부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메일로 신청이후 2주 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교육비는 2019.08.30. 까지 납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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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는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납입하신 교육비용에 (영수)전자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회사･기관･대학교 등에서 결제시 입금전 전자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회사제출)
• 저희 연구소에서는 현장 카드 결제가 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입금가상계좌 : 신한은행 56207972920198 (예금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입금자 성명기입 : 송금을 담당하시는 분께 교육생 성명을 기입해달라고 말씀 주십시오.
5. 교육 환불·취소 및 변경
• 교육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이메일(itrs.hyu@itrs.hanyang.ac.kr) 및 유선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220-1791 / am10:30 ~ pm16:00)
• 교육 환불･취소 및 변경은 2019.09.10. 까지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선입금 후 교육을 취소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교육비를 환불 입금해드릴 회사통장
사본에 교육과정명, 입금일자, 입금한 교육비, 입금 담당자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을 취소하신 경우에 위와 같이 서류를 보내주시면, 서류를 접수 후 1주일 내에
회사통장으로 입금을 처리하여 드립니다.
6. 수료증 : 교육종료일 교부.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교육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TRS 사무국 전화문의
: ☎ 02-2220-1791 (시간: am10:30 ~ pm16: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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