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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십 년이 시작되는 2021년은IT (Information Technology) 및 반도체 산업에 커다란 변화의 원년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4차 산업 혁명의 시작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IT 제품의 다양화입니다. 5G 제품의 본격화,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t) 도입, 그리고 IoT(Internet of Things)와 자율 주행 자동차의 시작이 그것입니다. 다양한 IT 제품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반도체 디바이스의 폭발적 증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1970년부터 반도체
공정을 지배한 “무어의 법칙”의 한계 봉착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개발은 칩 공정을 선정하여 성능을 개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IT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발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에 새로운 성능 개선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패키지를 통한 개선이, 용이하면서도 유일한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본 (사)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는 매년 정기 학술대회, 학술지 발간 및 매월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관련 산업 전반에 기술 전파, 우수 연구 기술자 배출 등 지대한 기여를 하여 국내 유일의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관련
학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 및 개발 성과를 상호 교류하는 정기 학술대회를 4월 15일 aT센터(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6G와 인공지능(AI)과 관련된 패키징 기술 전반에 대해
연구된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학술 대회 후반부에는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후학 양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족적을 남기신 김영호 교수님과 오태성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기리는 특별 세션을
운영합니다. 더불어 차세대 연구원들의 포스터 세션도 함께 열릴 예정이며, 유수한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COVID-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분들을 함께 모시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자, 대면/
비대면 동시 개최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ICT 산업의 경향과 패키지 기술의 변화를 파악, 미래를
준비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장 강 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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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이재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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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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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재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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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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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교수

부산대학교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이철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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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컴

표면처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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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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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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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코코리아

정세영 대표

엔트리움

김구성 교수

강남대학교 전자패키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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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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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간

행사 및 발표

08:50-10:10 Session 1. Advanced Packaging

좌장: 민성욱(경기대학교)

08:50-09:10 연1) 차세대 Cu배선을 위한 ALD Ru-Mn 확산방지층/ 절연층 사이의 계면접착에너지에 관한 연구

손기락(안동대학교)

09:10-09:30 연2) 레이저 기반 접합 기술을 이용한 미니LED 동시 전사 접합

주지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09:30-09:50 연3) FEM을 통한 design factor가 BGA 솔더볼의 열 피로 수명에 미치는 영향성 비교

장정기(한국전자기술연구원)

09:50-10:10 초청1) 반도체용 전자파 차폐기술의 최신 개발 동향

주기수(엔트리움)

10:10-10:30

Coffee Break

10:30-10:40 개회사

강사윤 회장님

10:40-11:55 Session 2. Automotive Packaging Technology

좌장: 박아영(한국기계연구원)

10:40-11:05 초청2) EV용 전력반도체모듈 고신뢰성 접합 기술

윤정원(충북대학교)

11:05-11:30 초청3) 나노분산강화를 통한 자동차 전장용 솔더 향상 방안

백범규(경동엠텍)

11:30-11:55 초청4) 친환경 자동차용 파워모듈 패키징 기술 동향

홍경국(현대자동차)

11:55-13:20

중식

13:20-14:35 Session 3. 5G Semiconductor Packaging

좌장: 이태익(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20-13:45 초청5) 저유전/저손실 재료 및 5G RF모듈용 패키징 기판의 초박형화

박광호(LG이노텍)

13:45-14:10 초청6) Packaging Technology

김형준(퀄컴)

14:10-14:35 초청7) 밀리미터파 응용을 위한 웨이퍼레벨 패키지 기술

육종민(한국전자기술연구원)

14:35-14:55

Coffee Break

14:55-16:10 Session 4. 오태성/김영호 교수님 정년특별세션1

좌장: 김성동(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55-15:20 특1) Cu계 소재를 사용한 차세대 고속 소결접합 기술

이종현(서울과학기술대)

15:20-15:45 특2) 반도체 및 패키지 배선의 전기적 신뢰성 및 계면 신뢰성 향상기술

박영배(안동대학교)

15:45-16:10 특3) Advanced Metallizations for Incoming Semiconductor Packages

유봉영(한양대학교)

16: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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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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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간

행사 및 발표

발표자

16:30-17:45 Session 5 오태성/김영호 교수님 정년특별세션2

좌장: 손윤철(조선대학교)

16:30-16:55 특4) 반도체 패키지 및 자동차 전장 부품의 솔더 접합 기술

유세훈(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55-17:20 특5) 에폭시 솔더 페이스트를 이용한 LED 및 반도체 패키징 접합 기술

한호림(호전에이블)

17:20-17:45 특6) Advanced Package Technology for 2.5D and 3D Applications

강운병(삼성전자)

17:45-18:10

정년기념행사/ 시상식/ 폐회사

※ 모든 강연은 aT센터 그랜드홀 현장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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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1. 전자패키징 공정 및 소재 기술 - FOWLP, PLP, 3D패키지, SiP, 임베디드기판
[P1-1] 저온 구리 접합 적용을 위한 Ti 박막의 확산 거동 연구
박승민, 김윤호, 김사라은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1-2] Ag 나노 층을 이용한 구리 본딩 및 확산 연구
김윤호, 박승민, 김사라은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1-3]	Laser-Assisted Bonding (LAB) 및 이방성 솔더 페이스트(Anisotropic solder paste)를 적용한 실리콘 칩과
유연기판의 접합 공정 개발
계인석1,2, 엄용성1, 주지호1, 최광문1, 장기석1, 이찬미1, 오용준2, 최광성1 / 1한국전자통신연구원, 2한밭대학교
[P1-4] 에폭시 또는 로진 기반 산화막 제거기능 소재를 적용한 SnAgCu계 솔더 접합 특성 연구
	
장기석, 엄용성, 최광문, 김국만1, 이정수1, 주지호, 이찬미, 계인석, 윤호경, 유봉선1, 최광성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비엔에프코퍼레이션

[P1-5] 카르복실산으로 표면 처리된 Cu 플레이크의 가압 소결접합 특성
최우림, 이종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1-6] FOWLP 적용을 위한 N₂ 플라즈마 처리에 따른 PBO 절연층/Cu 재배선 사이의 정량적 계면접착에너지 평가 및 분석
김가희, 김도헌, 박영배 / 국립안동대학교
[P1-7] 3차원 직접 접합을 위한 Ar/N₂ 2단계 플라즈마 처리 조건에 따른 Cu-Cu접합 특성 평가
최성훈1, 김가희1, 박해성2,  김사라은경2, 박영배1 / 1국립안동대학교,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P1-8]	팬아웃패키지 재배선 적용을 위한 감광성 Polyimide 절연층/Cu 재배선 구조에서 고온/고습 조건이 계면접착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김도헌, 김가희, 박영배 / 국립안동대학교
[P1-9] 갈바닉 치환을 통한 Ag finish의 Cu 상 Ag 덴드라이트형 입자의 in situ 형성과 소결접합 특성
남궁도엽, 이종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1-10] Cu hybrid paste의 IPL 저온 소결 및 특성 분석
강동길, 민경득, 김경열, 정학산, 장준호, 하 은, 정승부 / 성균관대학교
[P1-11] 바이모달 Ag 코팅 Cu 입자 함유 페이스트를 사용한 소결접합부의 강도에 미치는 입자 크기의 효과
이윤주, 최은별, 이종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1-12] 전자 패키징용 솔더 플럭스 개발과 적용 페이스트의 신뢰성 평가
이호영, 박지선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P1-13]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의 방열필러에 따른 팬아웃 패키지의 뒤틀림 거동 및 방열특성
정학산, 하은, 민경득, 김경열, 정승부 /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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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P1-14]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에 첨가한 Fe-3.5wt.%Si-4wt.%Cr 파우더 함량에 따른 차폐능 특성
하은, 정학산, 김은진, 정승부 / 성균관대학교
[P1-15] 실리카 나노 복합소재의 기계적 물성 거동 분석
장서현1, 한유수1, 황도순2, 정주원2, 김영국1 / 1인하대학교, 2한국항공우주연구원
[P1-16] 레이저 공정 조건에 따른 Sn-57Bi-1Ag 솔더 접합부의 계면 특성
안병진1,2, 천경영1,2, 김자현1,2, 김정수1, 김민수1, 박영배2, 고용호1 /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국립안동대학교

[P1-17] CO₂ 레이저 표면 처리에 따른 금속/폴리이미드의 계면 접착 특성 평가
손준혁1,2, 유동열1,2, 김윤찬1,3, 김신일1, 변동진2, 방정환1 /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고려대학교,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1-18] 상변화 물질을 이용한 밀리미터파 대역 멀티 채널 스위치 개발
이청민, 김영준 / 가천대학교
[P1-19] 단면 분석을 통한 FR4 기판의 고온 열팽창 거동에 관한 연구
윤현철, 김준모, 김택수 / 한국과학기술원
[P1-20] Sn-3.0Ag-0.5Cu 솔더 접합부 전단 특성에 미치는 시험평가 온도의 영향
이동환1, 정민성1, 김정수2, 고용호2, 윤정원1 / 1충북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21] 레이저 솔더링과 리플로우 솔더링 접합부 특성 비교 연구
이동환1, 정민성1, 김정수2, 고용호2, 윤정원1 / 1충북대학교,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22] 고출력 파워 디바이스를 위한 WLCSP 솔루션
임재성, 김동현 / 하나마이크론
[P1-23] 열경화성 저 손실 소재를 이용한 PCB 구현
송재우1, 김선국2, 박세훈1 / 1한국전자기술연구원, 2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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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2. 마이크로 전자부품 - 센서, 반도체, 유전체, 유연소자 및 관련 기술
[P2-1] 저비용 스트레처블 탄소 흑연 복합제 전극 개발
남현진1,3, 남수용2, 박세훈3 /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2부경대학교, 3한국전자기술연구원
[P2-2] 원자층 증착법 기반 과산화 수소 및 질소를 이용하여 산소 결함을 패시베이션한 알루미나 박막의 특성 연구
김민재, Yue Wang, Chabungbam Akendra Singh, 이찬, 김동은, 김태희, 최하령, 김영훈, 이규연, 박형호 /
연세대학교
[P2-3] 원자층 증착법 기반 아연 산화물 박막의 패시베이션 연구
Yue Wang, 김민재, Chabungbam Akendra Singh, 김태희, 최하령, 김영훈, 이규연, 박형호 / 연세대학교
[P2-4] Trioxybenzene 가교결합으로 기공구조가 강화된 소수성의 실리카 에어로겔
치왕, 김태희, 최하령, 김영훈, 이규연, 박형호 / 연세대학교
[P2-5] 그래핀 산화물 첨가에 따른 SnO₂ 에어로겔의 나노기공 특성 변화
김태희, 최하령, 김영훈, 이규연, 박형호 / 연세대학교
[P2-6] MXene(Ti₃C₂)-Nylon/polyester fiber 복합체 기반의 압력 센서의 특성 평가
최수빈, 오정민, 김종웅 / 전북대학교
[P2-7] 단일 층 MXene 나노 시트와 ZnS:Cu/Poly(vinyl butyral) 복합체를 이용한 정전 용량형 광 검출기
임현수, 오정민, 김종웅 / 전북대학교
[P2-8] 은 나노와이어 기반의 투명전극 제작을 위한 새로운 패터닝 공법 개발
주윤희, 오정민, 김종웅 / 전북대학교
[P2-9] 전기 방사 공정으로 제작 된 고감도 신축성 정전 용량 압력 센서에 관한 연구
신유빈, 오정민, 김종웅 / 전북대학교
[P2-10]	Flexible non-enzymatic based biosensor: Morphology control of functional oxides to improve the
Glucose Detection
김동주1, 장규봉2, 민성욱1 / 1경기대학교, 2인하대학교
[P2-11] 파워디바이스 Die-attach의 공극률에 따른 은 소결 접합부 열전도도 특성
김용재, 현승균 / 인하대학교
[P2-12] 플렉시블 기판의 마이크로파 접합공정 및 기계적 특성평가
손민정1,2, 김민수1, 주병권2, 이태익1 /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고려대학교
[P2-13]	The Synthesis of spinel-type NiCo₂O₄ prepared by chemical bath method for electrochemical glucose
detection
김동주1, 장규봉2, 임성철3, 민성욱1 / 1경기대학교, 2인하대학교, 3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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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P2-14] 유연전자소자에서 고온/고습 환경이 구리 박막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현병구1, 이소연2, 김병준1 / 1안동대학교, 2금오공과대학교
[P2-15] 진공 마이크로 채널을 이용한 micro-LED 전자 소자 개발
김인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2-16] DC 스퍼터링 증착조건에 따른 비정질 탄소막의 특성변화 및 하드마스크 특성 연구
김웅기1, 김성태1, 이소연2, 주영창1 / 1서울대학교, 2금오공과대학교

3. Advanced Interconnect 및 Substrate 기술
[P3-1] 차세대 Ru 배선을 위한 확산방지층 두께에 따른 계면접착에너지 평가 및 분석
권우빈1, 손기락1, 김윤혜2, KotsugiYohei2, 김수현2, 박영배1 / 1국립안동대학교, 2영남대학교
[P3-2] 변형된 형상의 Cu 덴드라이트 입자를 사용한 대기 중 1분 이하의 초고속 소결접합 기술
최은별, 이종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3-3] 다양한 전류밀도에서 SAC305/Sn58Bi BGA 구조 솔더 접합부의 전기적마이그레이션 거동
장준호, 정학산, 민경득, 정승부 / 성균관대학교
[P3-4] ENEPIG 표면처리에서의 레이저 솔더링 접합특성 평가
민경득, 장준호, 강동길, 정승부 / 성균관대학교
[P3-5] 미세피치용 기판 표면처리 거칠기에 따른 플립칩 접합부의 NCA 무기필러 트랩 연구
전소연1, 이태영1,2, 김영호2, 유세훈1 /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한양대학교
[P3-6] 질화알루미늄 표면처리에 따른 Ag 소결부의 접합 특성 연구
	
김윤찬1, 2, 유동열1, 3, 손준혁1, 3, 김지성1, 4, 변재원2, 방정환1 /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서울과학기술대학교,
3

고려대학교, 4한국산업기술대학교

[P3-7] 미세피치 플립칩 접합용 Ni-free 표면처리와 SnAg pillar bump간 계면반응 연구
이태영1,2, 김민수1, 전소연1, 김정수1, 김영호2, 유세훈1 /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한양대학교
[P3-8] 초음파 인가 솔더링을 통한 고내열 접합부 형성 및 특성 평가
김경열, 하은, 민경득, 정학산, 정승부 / 성균관대학교
[P3-9] LED 패키지에서의 Eutectic Au-Sn Solder 본딩 특성 연구
이동훈 / 삼성전자, 김영호 / 한양대학교

(사)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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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4. 열적/ 기계적/ 전기적 전산 모사 기술
[P4-1] MIM Capacitor의 Si₃N₄ 절연막 두께에 따른 주파수 특성 연구
정청하, 김구성 / 강남대학교
[P4-2] MEMS 수직 프로브의 피로 수명 및 내구성 해석
르콴러, Vuong Duc Thinh, 좌성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4-3] 레이저를 이용한 유연 CoF 소자의 열분포 및 열변형
르콴러, Vuong Duc Thinh, 좌성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4-4] SMC를 이용한 FOPLP 몰딩 공정의 warpage 전산 모사
문채인, 김성동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4-5]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누프압입 시험의 소재에 따른 응력환산계수 결정
정민재, 김영천 / 국립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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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참석 안내
1. 포스터 발표(온라인 발표)
• 포스터 제출 및 발표
1) 발표 동영상 제출
- PPT 녹화 영상(5분 이내) 및 PDF 이미지를 학회 홈페이지(kmeps.or.kr)에 업로드
- 발표 동영상은 회의장 로비에서 모니터 2대에 나눠 연속 상영 예정
- 마감: 2021년 4월 7일(수) 자정
2) 홍보 동영상 제출
- 발표 동영상을 편집하여 1분 이내 동영상으로 제출(홈페이지 업로드)
- 홍보 동영상은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의장 내에서 상영
- 마감: 2021년 4월 7일(수) 자정
※ 포스터발표 시청 독려를 위해 처음 시행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3) 발표 동영상 온라인 시청
- URL: http://kmeps.or.kr/wp/2021a/post.asp
- 기간: 행사 전 약 일주일 전~행사 후 2~3일
- 시청 시간: 제한 없음
- 온/오프라인 참석자 모두 시청 가능
- 방법: 사전등록 계정으로 로그인 (현장 등록의 경우 ID, PW 현장에서 배포)
※ 행사 전 포스터발표 동영상을 보고, Q&A에 질문을 많이 남겨 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포스터 초록 제출 마감: 2021년 3월 31일(수) 자정
• 포스터 영상 제출 마감: 2021년 4월 7일(수) 자정
• 간친회 중 우수 포스터 시상 (*포스터 제출자 현장 참석 권장)
※ 발표 논문을 본 학회지에 투고하실 회원께서는 투고 논문 파일을 제출해 주세요. 발표 후 논문 심사를 통하여
본 학회의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지」(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지)에 게재됩니다. 많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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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Presentation
참석 안내
Poster
Session
2. 오프라인 참석 안내
• 등록 및 시청
1) 오프라인 참석 등록
- 학회 홈페이지(kmeps.or.kr)에서 사전 등록 시 오프라인 참석 선택
- 사전등록 마감: 2021년 3월 31일(수) 자정
2) 강연 및 포스터발표 시청
- 구두발표: 현장 시청 (이후 녹화 영상 및 발표 자료 제공 없음)
- 포스터발표: 전용 사이트(http://kmeps.or.kr/wp/2021a/post.asp)를 통해 행사 후 2~3일 이내 시청 가능
(사전등록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시청)
※ 휴식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회의장 내 프로젝터와 로비 모니터를 통해 홍보 동영상이 상영될 예정이오니
포스터발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 전 전용 사이트에 강연에 대한 질문 또는 포스터발표 동영상 Q&A에 질문을 많이 남겨 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온라인 참석 안내
• 등록 및 시청
1) 온라인 참석 등록
- 학회 홈페이지(kmeps.or.kr)에서 사전 등록 시 온라인 참석 선택
- 사전등록 마감: 2021년 3월 31일(수) 자정
2) 강연 및 포스터발표 온라인 시청
- URL: http://kmeps.or.kr/wp/2021a/post.asp
- 구두발표: 현장 강연을 줌을 통해 실시간 시청 (녹화영상 및 발표자료 제공 없음)
- 포스터발표: 사이트에서 포스터발표 메뉴를 통해 시청. 행사 후 2~3일내 시청
- 방법: 행사 전용 사이트에서 사전등록 계정으로 로그인 후 시청
※ 행사 전 온라인신청자에 한해 시청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 행사 전 전용 사이트에 강연에 대한 질문 또는 포스터발표 동영상 Q&A에 질문을 많이 남겨 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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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참석 안내
4. 등록비
• 사전등록: 3월 31일(수)까지
- 정회원: 120,000원 / 비회원: 150,000원 / 학생: 80,000 -> 50,000원
• 현장등록
- 정회원: 150,000원 / 비회원: 180,000원 / 학생: 100,000원 -> 70,000원

5. 결제
• 온라인 등록 및 카드결제 (kmeps.or.kr 사이트에서 등록 및 결제)
• 계좌입금: 신한은행 140-000-943266 (예금주 (사)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 성명, 소속, 연락처를 아래의 학회 E-mail 주소로 송부하시고 참가자 성함으로 입금
• 현장 카드 결제 가능 (사전등록 신청 후, 사전등록비로 카드 결제 가능)

[문의처]
• 김민진 간사
Tel: 02-538-0962 Fax: 02-538-0963
E-mail: kmeps@kmeps.or.kr | Website: kmeps.or.kr

(사)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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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안내
⊙ 학회장(aT센터 그랜드홀: 대회의실/501호) 오시는 길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 4번출구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하차 후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50m 직진하면 aT센터)

aT센터 주차장 진입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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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안내
• 주소: [0677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양재동 232 aT센터)
• 교통편
-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 4번출구
※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하차 후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50m 직진
- 버스: aT센터 또는 시민의숲·양재꽃시장 역에서 하차
- 주차장: 승용차 : 10분이내 무료/추가 10분당 700원 (1시간 : 4,200원)
• 학회장 위치: aT센터 그랜드홀 (대회의실 501호)

(사)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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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관 및 후원
⊙ 공동주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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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21년 정기학술대회 및 김영호, 오태성 교수님 정년기념 특별심포지엄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74(방배동), 4층
TEL: (02)538-0962 Fax: (02)538-0963
kmep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