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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존경하는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회원님들께,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하게 연말연시를 보내고 계신 회원 여러분들께 지난 8월말
제 3호에 이어 네 번째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송년사와 이임사를 함께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
니다.
지난 일 년을 돌이켜보면, 금년 1월 우리 학회의 주관으로 IEEE MEMS 2019가 서울로 유치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4월에는 제주 칼
호텔에서 제19회 한국 MEMS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처음으로 조직된 지역분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지역분회 심포지엄도 5월과 9월,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전남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MNS KOREA 2017전시회
와 심포지엄을 7월에 KINTEX 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금년 전시회에서는 KAIST, 연세대, 포스텍, 서강대, 한림대, 국민대,
성균관대등 7개 대학과 관련 업체 및 KIST 나노팹 등 20여개 기관이 전시에 참여하였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마이크로나노시스
템”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학회 회원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12월 1일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신기술포럼에서 신진연구자 4분 연구발표와 산학협동상 수상 기념
강연을 통해 우리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가 날로 발전하는 학회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회의 숙원 사업인 학술지 MNSL의 SCI 등재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등재 신청을 시작하여 2019년에는 반드시 등
재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논문을 투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 저는 올 한 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로 무사히 회장직을 마치고 새해 차기회장님께 막중한 임무를 넘기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치루어진 모든 학술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신 회원 여러분들은 물론, 재정적
으로 협찬해 주신 산업체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일 년간 학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수고해 주신 학회 임원진들과 사무국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도 차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넘치는 애
정과 열정으로 더욱 발전하는 학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본 소식지 제작을 위해 수고해 주신 홍보위원회 백창욱
위원장님, 이정철 간사님과 이정훈 간사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밝아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모든 회원님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사단법인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회장 성건용

· 발행인 : 성건용 · 편집인: 백창욱, 이정철, 이정훈, 김고운 · 발행처 : 사단법인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 기고: 성건용, 김정무, 박정열, 백창욱, 김종백, 이정훈, KIST Micro-Nano Fabrication Center, 김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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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회 위치

제6차 이사회 10/13(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8호

회원 수(2017.12. 13 홈페이지 가입 기준)
정회원

447 명

종신회원

10 명

준회원

573 명

연회비 안내
회원의 자격
회원종류

회원자격
마이크로/나노시스템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학사 학위를 취득 후 관련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 인자,
전문 학사 취득 후 관련 분야의 경력이 4년 이상 인자,

정회원

장소

학회사무실

12명

안건
① 직전 이사회 회의록 검토
② 회원 현황 및 회비납부 실적 현황 보고
③ 법인카드 발급 보고
* 위원회별 업무보고
④ 기획: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 보고 및 KMEMS 2018
운영방안 보고
⑤ 학술: MNS KOREA 2017 심포지엄 결과 보고
⑥ 홍보: 뉴스레터 4호 (2017년 12월 21일 발간) 발간 계획
⑦ 정보: 영문 홈피 및 페북 보고
회의내용
⑧ 회원: MNS 신기술포럼 프로그램(안) 보고
⑨ 포상: 신진연구자상 제정 및 기존 상금 조정(안) 검토
⑩ 산학: MNS KOREA 2017 전시회 결과 보고
⑪ 출판: MNSL 논문 게재 현황 및 SCIE 등재 계획안
⑫ 호남분회 : 제2회 지역분회 심포지엄 정산 및
종료 보고의결사항

고교 졸업 후 관련 분야의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토의 사항
① 포상 규정 개정   
② 차기 수석부회장 확정

마이크로/나노시스템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마이크로/나노시스템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는 개인으로서
준회원

정회원 자격에 미달인자, 마이크로/나노시스템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또는 대학(교) 재학생

제7차 이사회 11/10(금)

특별회원은 본 학회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특별회원

장소

법인, 단체, 산업체로 한다.
본 학회, 마이크로/나노시스템 관련 분야에 공헌이 지대하거
나 현저하며,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로서 이사회

명예회원

에서 중요성을 인정하여 추대한 자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다.

연회비 안내
구분

정회원

준회원

입회비

10,000원

10,000원

연회비

80,000원

40,000원

이사회 개최내역
제5차 이사회 9/8(금)
장소

참석

전남대학교

참석

9명

안건
① 직전 이사회 회의록 검토 (총무)
* 위원회별 업무보고
② 기획: 수석부회장 심포지엄선거 보고
③ 홍보: 뉴스레터 3호 발간
회의내용 ④ 정보: 홈페이지 영문페이지 수정
⑤ 포상: 신진연구자상 제정 및 학술상 선정기준(안) 검토
⑥ 호남분회 : 호남분회 : 제2회 지역분회
의결안건
① 2018 KMEMS 학술대회 조직위 별도구성여부

학회사무실

참석

12명

안건
① 직전 이사회 회의록 검토 (총무)
② 회원 현황 및 회비납부 실적 현황 보고 (재무)
③ 법인카드 발급 보고 (재무)
④ 12월 1일 정기 총회 자료 작성 일정 및 협조 사항 (사무국)
*위원회별 업무보고
⑤ 기획: KMEMS 2018 조직위원회 구성
및 20주년 특별프로그램 기획안 보고
⑤ 학술: MNS KOREA 2017 심포지엄 결과 보고
⑥ 홍보: 뉴스레터 4호 (2017년 12월 21일 발간)
회의내용
발간 진행사항 보고
⑦ 정보: 영문 홈피 및 페북 보고
⑧ 회원: MNS 신기술포럼 프로그램 최종안
⑨ 포상: 2017년도 포상자 추천안 상정
⑩ 산학: MNS KOREA 2017 전시회 결과 보고
⑪ 출판: MNSL 논문 투고 promotion안 보고
⑫ 국제: MEMS 2018(Belfast, Northern Ireland)
의결안건   
① 포상자 선정  
② MNSL 논문 투고 promotion안 확정

제5차 이사회 12/1(금)
장소
회의내용

한림대학교

참석

15명

안건
① 총회 자료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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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
신임 수석부회장 당선 소식
2018년도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수석부회장 선거
결과 고종수 교수 (부산대학교)가 당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본 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2017
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의 투표로 진행
되었습니다. 수석부회장 후보로는 부산대학교 고종
수 교수가 단독으로 입후보하였으며, 선거인단 52명 중 46명 투표, 찬성률

2017년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신기술포럼
및 정기총회 개최소식
2017년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신기술포럼과 정기총회가12월 1일 한
림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신기술 포럼에서는 4명의 신
진연구자와 2017년 본 학회 산학협동상을 수상하신 경희대학교 황교선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신기술포럼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았
습니다.

100%의 결과로 수석부회장 선출 규정 제 7조 3항 "입후보자가 1인인 경

시간

우에는 총 유표 투표 과반수의 신임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에 의거하

13:50~14:00 (10')

14:00~14:30 (30')

Embedded technologies for glucose
monitoring and diabetes treatment

허윤정 교수
(경희대 기계공학과)

14:30~15:00 (30')

Giant magnetoresistance-based
magnetic biosensor and its applications

이정록 교수
(이화여대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2010년 학회 설립 당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며 학회 설립과 발전에 이
바지하고 있는 고종수 교수는 학회 안에서 우리의 능력을 하나로 엮어 국
가의 미래 연구 및 산업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모색
하고 실천하며, 대내적으로는 학회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영문학술지의

15:00~15:15 (15')

호남남지역분회 심포지움 개최소식

휴식 (Break)
제2부좌장 : 이정철 교수 (서강대학교)

SCIE 조기진입을 위하여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호남지역분회 개최 소식

연사

제1부좌장 : 조일주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여 유효 투표 46표 중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어 10월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발표내용

개회사 : 성건용 학회장(한림대학교 융합신소재공학과)

15:15~15:45 (30')

High-performance resistive memory
devices using controllable formation of
신근영 교수
nanofilaments via tip-enhanced electric (한림대 융합신소재공학과)
fields

R&D Trend of Next-generation
한동욱 교수
15:45~16:15 (30') Rechargeable Battery Systems and Their
(한림대 융합신소재공학과)
Micro/Nano Electrode Materials
16:15~16:45 (30')

2017년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산학협동상 수상 기술 발표

황교선 교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16:45~16:55 (5')

폐회사: 임시형 위원장 (국민대학교 기계공학과)

17:00~18:00 (60')

2017년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정기총회

이어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올 한해 동안 수고해주신 성건용 회장의 인사
말,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학회상 시상식의 순으로 진행되었습
니다. 시상은 공로상, 학술상, 논문상, 신진연구자상, 산학협동상 등 총 5
올해 2017년부터 우리 학회에 4개 지역분회 (경인/강원/제주지역 분회,

개 부분에 수여되었습니다. 공로상은 제5대 학회장을 역임하신 연세대학

충청분회, 영남분회, 호남분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5월 12일에 처음

교 김용준 교수께서 수상하셨으며, 학술상은 연세대학교 김종백 교수, 논

으로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영남지역분회 주관, POSTECH과 DGIST

문상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우태 교수와 포스텍 박재성 교수께서 수상

의 후원으로 DGIST에서 심포지움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8

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된 신진연구자상은 전북대학교 김정무 교수께

일에는 호남지역분회 주관, 전남대학교 차세대센서연구개발센터의 후원으

서 수상하셨으며, 산학협동상은 경희대학교 황교선 교수와 기술이전 업체

로 전남대학교 광주 캠퍼스에서 제 2회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지역분회

인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에서 수상하셨습니다.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심포지엄이

시상식에 이어서 차년도 학회장인 이성호 수석부회장이 2018년도 임원

었지만 사전등록과 현장등록을 포함하여 총 33명이 등록하여 많은 회원들

진 인준 및 사업계획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2018년도 비젼

께서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4명의 호남지역 마이크로나노 관련 초

으로 "역동적인 학회"라는 모토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상세한 학회 운영방

청연사들께서 의용생체 응용을 위한 마이크로 로봇 (최은표 교수, 전남대

안을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18년도 예산 인준을 거쳐 총회가 마무

학교 기계공학부), 심장조직 구조체 이식을 위한 미세유체역학 (오종현 교

리되었습니다. 신기술 포럼과 총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드

수, 전북대학교 기계설계공학부), 미세 유체 소자를 이용한 혈액 유동학 연

립니다.

구 (강양준 교수, 조선대학교 기계공학과), 그리고 유연전자를 위한 은 나
노 와이어와 그래핀 기반의 투명 전극 (강현욱 교수, 전남대학교 기계공학
부) 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셨고,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의 장을 가질 수 있
었습니다. 지역분회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호남지역분회심포지움을 통하
여 회원들이 호남지역의 연구자분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임용 초기의 호남
지역 신진연구자들이 우리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
서 그 의의가 큽니다. 내년에도 지역분회 심포지엄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
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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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행사 안내
2018년 학회 주요일정 안내
이성호 차년도 학회장은 2018년도 주요 행사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8 차의
정기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년 중 가장 큰 행사인 KMEMS학술대회를 포함
하여 두 번의 지역분회 심포지엄과 MNS KOREA와 신기술 포럼 등이 계획되어 있
습니다.
일정

내용

1월 10일 (수)

신년회

2월 9일 (금)

1차 정기이사회

3월 9일 (금)

2차 정기이사회

4월 5일~4월 7일

제20회 한국MEMS학술대회

5월 25일 (금)

경인/강원/제주지역분회 심포지엄 및 3차 정기이사회

7월 11일 (수)

MNS KOREA 2018 및 4차 정기이사회

9월 14일 (금)

5차 정기이사회

10월 12일 (금)

충청지역분회 심포지엄 및 6차 정기이사회

11월 9일 (금

7차 정기이사회

12월 7일 (금)

8차 이사회 및 정기 총회, 2018 MNS 신기술포럼

제20회 한국 MEMS 학술대회
(KMEMS 2018) 안내
제20회 한국 MEMS 학술대회 (The 20th Korean MEMS Conference)가
2018.4.5(목) 부터 4.7(토)까지 2박 3일간 제주 KAL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
니다.
한국 MEMS 학술대회는 마이크로/나노기술과 관련된 이공학 전분야의 융복
합학문의 대표적인 학술대회로 2018년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20회 한국 MEMS 학술대회에서는 앞으로의 마이크로나노 기술의 발전 방향
에 대한 토의 및 여러 다양한 행사를 준비중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

| 학술대회 행사 일정

심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공장, 가상물리시스템(CPS: Cyber

학술발표

2018년 4월 5일(목) 오후 2시 ~ 7일(토) 정오

Physical System) 등에 있어서 MEMS 기술과 MEMS 제품은 핵심적인 역할

리셉션

2018년 4월 5일(목) 오후 6시

을 수행하고 국내·외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하는 융·복합 연구자 간의 소통의 장

학술대회 만찬

2018년 4월 6일(금) 오후 7시

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개최장소

기대됩니다.

학술대회 관련
문의처

1. Bio/Medical Micro/Nano Devices
2. Lab-on-a-Chip

제주 KAL 호텔 (http://www.kalhotel.co.kr/jeju/)
제 20 회 한국 MEMS 학술대회 사무국
(전자우편: master@micronanos.org, 전화: 02-749-6482)

| 논문 제출 안내

3. Micro/Nanoscale Physics/Fluidics

논문원고접수

2017년 12월 1일 (금) ~ 12월 31일 (일)

4. RF/Optical Micro/Nano Devices

논문심사결과
통보일

2018년 2월 9일(금)까지 홈페이지 (http://www.micronanos.org)에 공지
및 책임저자에게 이메일로 통보

양식 및 내용

A4용지 총2쪽 및 150자 초록 (아래 논문양식 참조)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춘 논문 형태의 2단 Extended Abstract로 제출
◦본문과 도표,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총 2쪽 양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반드시 참조.
◦논문을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제목, 성명, 소속을 국문으로 병기할 것.
◦DOC(또는 DOCX) 및 PDF 포맷의 2가지 형태를 제출.
◦중복/분할 논문은 탈락을 원칙으로 함.

5. Micro/Nano Energy Devices
6. Micro/Nano Sensors and Actuators
7. Flexible and Printed Devices
8. Materials and Fabrication Technologies
9. MEMS/NEMS Applications and Commercialization

| 온라인 사전등록
이번 학술대회는 위의 9개의 분야에 관련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2017년
12월 1일 (금) 부터 12월 31일 (일)까지 논문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회

※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 :
2018년 2월 12일(월) 09시 ~ 2018년 3월 28일(목) 24시

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논문 투고 및 학술대회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

※ 등록비 납부기간 : ~ 3월 28일(목) 24시

은 학회 홈페이지의 학술대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정보는 관리자의 입금확인 및 결제완료 전까지는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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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서비스역량 강화
◦지속적 장비 고도화

회원 현황

◦고객 지향형 기술서비스 및 기술개발 지원
◦수요자에 부응하는 다양한 공정 설계 및 공정상담 서비스 제공

우리 학회는 2013년 이후 꾸준한 회원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제19회를 맞

◦기술지원 및 공정상담을 통한 단위, 맞춤형 및 일괄공정서비스 지원

이한 KMEMS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회원 저변 확대 및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사용자 중심의 팹 장비 교육 및 이용 (일부 개방형 장비 도입)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KMEMS 학술대회의 유료 등록자 수는 개최 이래 최대였던 지난해
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지만, 올해에도 일반회원 중 46명, 박사과정 13명, 학생회원 99명등

| 신규 도입 장비 소개

총 158명이 학술대회 참석을 통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1일 현
재 홈페이지 가입을 기준으로 한 총 회원 수는 총 1040명이며, 일반회원 457명, 준회원(학
생회원)은 57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원사 동정
KIST Micro-Nano Fabrication Center
| 설립 배경 및 목적
▶ 1997년 12월: KIST내 Clean Room (Class 10, 100, 1000급의 150평) 및 관련
연구를 위한 부대시설을 갖춘, 연면적 2,013평,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청정연구동 완공
▶ 2000년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지능형마이크로시스템개발사업" 유치와
MEMS/NANO 연구에 필요한 공통 활용 장비를 연구 사업비에서 지원하여 10년간
단계적으로 일괄 공정이 가능한 시설 구축
▶ 2002년 3월: 마이크로나노팹센터 공정서비스 개시 및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 사업단
주도의 Fab 관리팀 구성을 통해 일괄/맞춤형 공정서비스가 가능한 Infra 구축
▶ 2010년 3월 프론티어사업 종료와 함께 관련 시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인프라로
서 관리 운영 되며 현재 산.학.연 연구진에게 개방되어 확보된 공정 기술을 신속 정확한
연구 지원 및 공정서비스 실시

| Micro/Nano Fabrication Center 현황
- 위 치 : KIST L6 청정연구동 내
- Clean Room : 150평 [Class 10 : 17평, Class 100 : 33평, Class 1000 : 100평]
- 구축 장비 : Deep Trench RIE, E-Beam Lithography, Multi Sputter, M-2000
laser, MA6, E-Beam Evaporator, PECVD , RIE , Oxford ICP 등 67점
- 장비 구축 비용 : 약 110억원
- Fab. 센터 운영 홈페이지 : www.micro-nano.re.kr

| 운영 목표
- Micro/Nano 분야 연구 개발을 위한 전용 인프라 구축으로 산학연 연구진과 공조하여
관련 공정 서비스 제공
- 사용자 중심의 Fabrication Center 운영 및 다양한 공정서비스 제공
- 사용자 요구에 맞는 단위공정 개발 및 일괄/맞춤형 공정서비스 제공
▶ One Stop Service Process

▶ 마이크로나노 팹 서비스
- 고객만족 팹서비스
◦신속 정확 및 안정된 공정서비스 제공
◦고품위 공정 기술 서비스 기반확립
◦이용자 중심의 개방형 팹운영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통한 Total Solution 제공
◦고객 불편사항 상담 및 대응
◦시설활용성, 접근용이성, 사용편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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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학술행사 안내
IEEE MEMS 2018 학술대회 안내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niaturized

MEMS분야의 대표적 국제학술대회인 제 31회 IEEE Micro Electro

Systems for Chemistry and Life Sciences (µTAS)는 1994년 네덜란드

Mechanical Systems (MEMS 2018) 학술대회(http://www.mems2018.

Enschede에서 시작되어 2년마다 개최되다가, 2000년부터는 유럽, 미국, 아시

org/)가 2018년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아/오세아니아 대륙을 번갈아가면서 1년마다 개최되었다. MicroTAS는 생명과

Belfast에서 개최 예정이다. 매년 700명 이상의 참여와 800편 이상의 투고에서

학 및 화학과 관련된 미소유체, 마이크로공정, 나노기술, 집적화, 재료 및 표면, 분

선별된 구두 및 포스터 발표가 진행 예정이며 발표 예정인 다양한 MEMS 영역은

석 및 합성, 검출 기술에 관련하여 매년 1000여명의 연구원이 모이는 최대 학회

아래와 같다.

이다.
2015년 아시아를 대표해 대한민국, 2016년 유럽을 대표해 아일랜드를 거
쳐, 올해는 2017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의 Savannah
International Trade &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1100여편의 투
고된 논문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600여편의 구두 발표 및 포스터 발표가 선정되
었으며, 올해는 기존의 논문 발표와 더불어 여러가지 새로운 이벤트들이 시행되었
다.
첫날, PDMS 기반의 미소유체 및 종이칩을 제안했던 Harvard 대학의 George
Whitesides 교수님이 plenary talk 대신에 인터뷰를 하면서 미소유체의 미래
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볼 시간을 가졌다. 그는 현재가 미소유체 기술 및 관련
분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직전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TV프로그램
을 흉내 낸 Shark tank competition을 최초로 개최하여, 창업이 가능한 기술에

◦Mechanical, thermal, and magnetic sensors and actuators,
and system
◦Opto-mechanical microdevices and microsystems
◦Fluidic microcomponents and microsystems
◦Microdevices for data storage
◦Microdevices for biomedical engineering
◦Micro chemical analysis systems
◦Microdevices and systems for wireless communication
◦Microdevices for power supply and energy harvesting
◦Nano-electro-mechanical devices and systems
◦Scientific microinstruments

대하여 엔젤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해당 기술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였다. 20년을 넘어서는 TAS의 역사를 볼 때, 학문적 성과를 상
업화로 연결하려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웠으며, 미국 뿐
만 아니라 다른 개최지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MicroTAS
와 관련된 Art competition과 Video competition도 매우 흥미 진진 했고, 특
히 video competition의 경우 Johns Hopkins 학생들이 랩을 통해 droplet
microfluidics 기술을 설명하는 재치 넘치는 영상으로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Portable microfluidic device 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경쟁 부문도 만들었으며,
여기서 서강대학교 박정열 교수 지도 학생인 이누리 학생이 2위를 차지하였다.
올해 MicroTAS는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띄었으며, Whitesides 교수님
의 전망처럼 health care 분야에서 MicroTAS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
여 관련 연구자들의 창업 및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길 바라며, 특히 한국이 이 학회
에 학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사업화 부분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
길 바란다.

APCOT 2018 학술대회 안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MEMS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제9회 AsiaPacific Conference on Transducers and Micro-Nano Technology
(APCOT 2018) 학술대회 (http://www.apcot2018.org) 가 2018년 6월 24
일부터 27일까지 홍콩의 HKUST(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개최된다. 2002년 중국 Xiamen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된
이래 아태평양 지역 도시들에서 격년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참가자 수는 300500명 규모이다. 온라인 초록 제출 마감은 2018년 1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다.
◦Theory, Design, Analysis, and Simulation
◦Material, Fabrication, and Packaging Technologies
◦Physical Sensors and Microsystems
◦Chemical Sensors and Microsystems
◦Bio/Biomedical Sensors and Microsystems
◦Medical Devices and Microsystems
◦Micro/Nano Fluidics
◦Actuators
◦RF MEMS/NEMS
◦Optical MEMS and Nano-Photonics
◦Energy and Power M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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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News Letters December. 2017
모시는글

공지사항

학회 소식

학회 행사 안내

학회 동정

학술대회 후기 및 국외 학술행사 안내

연구실 소개

연구실 소개
Nano Transducers Laboratory (NTL),
나노 기전시스템 연구실
| 연구 책임자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종백교수
| 웹사이트 : http://ntl.yonsei.ac.kr
| 이메일 : jongbaeg@gmail.com

본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나노 와이어 합성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합성된 나노 와이어
를 MEMS 플랫폼과 통합하면 초고성능 마이크로 가스센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수소와 같
은 폭발성 가스나 인체에 유해한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등의 가스는 산업현
장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및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감도, 저전력 가
스 센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실에서 제
작한 수소 센서는 집속이온빔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전극 사이에 제작된 공중부유형 텅스텐
나노 와이어를 기능화 처리하여 제작하였으며, 이 센서가 높은 민감도 및 수소 선택성을 지니
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Sensor and Actuators B: Chemical, IF: 5.401). 뿐만 아니라

| 연구분야 소개
나노 기전시스템 연구실 (Nano Transducers Lab.)은 MEMS/NEMS 기술을 기반으로 마
이크로/나노 단위에서 관찰되는 미시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초소형 에너지 변환 소자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나노 소
재는 큰 부피 대비 표면적 비율을 가질 뿐만 아니라 높은 표면 에너지 그리고 뛰어난 기계적,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소재의 우수한 특성들을 마이크로 스위치, 마이크
로 센서 등의 응용 소자에 적용하면 높은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초소형 소자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버려지는 에너지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형 소자
들을 구동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터에서부터 kW급 신개념 풍력 발전 시스템의 연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전력 생산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공정으로 나노 와이어가 집적된 단일 센서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일괄 공정법 (batch
process)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연한 소재를 활용하여 인체와 같은 굴곡진 표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연
센서 및 에너지 하베스터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Small (IF: 8.64)에 표지 논
문으로 게재된 광검출기의 경우, 식물체의 광합성 작용을 담당하는 porphyrin을 기능화 처
리한 CNT와 graphene 전극을 활용하여 투명할 뿐만 아니라 높은 신축성을 가지고 있습니
다. 이 센서는 기존 센서들에 비하여 무게와 부피가 매우 작고 투명 하기 때문에 이물감 없이
사람의 피부에 직접 부착 가능하여 헬스케어, 미용 분야 등에 실용적 소자로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 받고 있습니다.

Figure 3 Gas sensor & flexible photodetector with nanomaterials

| 연구 분야 활동 외 소개
Figure 1 Research topics in NTL

본 연구실은 매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하여 연구원들이 졸업생들에
게서 연구 외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있습니다. KAIST 3D MNSL (3D

본 연구진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독창적 공정 기술인 confined self-adjusted CNT

Micro-Nano Structures Lab.), Ritsumeikan 대학교 (Micro · Nano Mechatronics

(Carbon nanotube; 탄소 나노튜브) array 접촉 제작법을 다양한 MEMS/NEMS 소자에

Lab.) 등의 동일 분야 타 대학 연구실과의 교류회도 주기적/비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외부 연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CNT의 고유한 특성인 높은 화학적 안정성

구원들과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원들 간에도 1년에 두 번

과 뛰어난 기계적, 전기적 물성을 해치지 않고 원하는 길이의 CNT array를 서로 맞닿게 합성

정기적으로 갖는 회식과 취미활동 공유 및 비정기적인 워크샵을 통하여 친목을 다지고 있습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다양한 접촉 소자에 적용하면 물리적 접촉

니다.

특성과 전기적 특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정의 대표적인 활용처는 MEMS
스위치입니다. 기계적 스위치는 트랜지스터 기반 스위치에 비하여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장
점을 가지고 있으나 stiction, welding 및 wear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매우 제한적인 수명을
갖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진이 제작한 CNT-CNT 접촉 스위치는 기존 기
계적 스위치에 비하여 실접촉면적이 넓기 때문에 전류 전달 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내구
성 역시 103 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Advanced Materials (IF:
19.791) 에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CNT 구조의 건식 접착 특성과 고온 안정성을 활용한
신개념 실리콘 영구 변형 방법 및 latching mechanism을 개발하여, 본 연구진이 개발한 공
정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들은 각각
Advanced Materials와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IF: 7.504) 등에 게재되었

| 연구실원 소개 및 졸업생 진로
현재 연구실은 박사 후 과정 1명, 박사 과정 9명, 석사 과정 4명, 인턴 3명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크게 접촉 소자 팀, 가스 센서 팀, 에너지 하베스터 팀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외에도 연구실원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바이오, 에너지 기술과 같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박
사 7명, 석사 11명이 본 연구실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생들은 국내/외 대학교원 (영남대학교,
University of Utah 등) 및 해외 우수대학의 박사/박사 후 과정 (UC Berkeley, MIT 등) 그리
고 다양한 국가 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내외산업체 (삼성, Intel
등) 및 특허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연구실 홍보

습니다.

NTL 연구실은 전통적 기계기술의 이해 및 마이크로/나노 소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MEMS/NEMS 기초 기술에서부터 환경, 에너지 분야 등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응용기술까
지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마스크 얼라이너, 스퍼터,
전자빔 증착기, 고온 튜브 퍼니스, 와이어 본더 등의 공정 장비와 프로브 스테이션, 멀티미터,
전자현미경 등의 측정장비 및 쉐이커, 리니어 스테이지와 같은 구동기 등의 많은 장비를 언제
든 사용할 수 있어 심도 있는 연구활동이 가능합니다. 본 연구실은 국내 대학 및 연구소뿐만
아니라 Arizona State University, UC Berkeley 등과 같은 해외 대학들과도 활발히 공동연
구를 진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적 스위치, 변형센서 설계 및 제작 기술 등의 세계 최
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및 LG이노텍과 같
은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실제 상용화를 위한 다수의 연구들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Figure 2 Confined self-adjusting carbon nanotubes array

이를 통하여 연구원들이 실무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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