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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사개관 
1. 개최배경 및 목적
□ 개최 배경 및 목적
 ㅇ 마이크로･MEMS는 소형화 지능화가 요구되는 미래 첨단 산업의 혁

신을 위한 핵심기술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자동차, 로봇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 산업
으로 응용분야 확대를 통한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이와 관련 마이크로․MEMS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핵
심역량을 결집하고 이종산업간 교류ㆍ협력의 장을 마련코자 지난 2008
년부터 ‘마이크로나노시스템전시회’를 개최함 

      * ‘08~’11 MEMS기술연구조합, 나노조합 공동주관 / ‘13~’15 MEMS기술연구조합, 마
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나노조합 공동주관

     ** 행사는 전시회와 심포지움으로 구성하고 매년 7월 나노코리아와 합동으로 개최
  - 전시회는 마이크로나노시스템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기술, 장비, 

솔루션에 특화된 전문전시회로서 기술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를 극대
화하기 위해 기술적 연계성이 높은 나노분야와 협력을 통해 추진 

  - 심포지움은 마이크로나노시스템분야의 선행연구기술에 대한 확산과 
미래기술 트렌드를 조망하는 기회의 장으로 개최

 ㅇ 금년 9회째를 맞이하여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와 나노융합산업연구
조합이 공동주관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이크로나노시스템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행사로 지속 육성

<참고 : 나노코리아(나노융합대전)>

◆ 첨단 제조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과 응용제품 솔루션을 선보이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수요산업과 교류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 비즈니스 전
시회 * 산업부, 미래부 공동주최, ‘03년부터 금년 14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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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개최 실적
횟

수
일시/장소 규모 및 특이사항 위원장

1
‘08.8.27.~29 /

KINTEX

- 28개사 39부스

- 7,455명 관람(마이크로 306명)

- 3개국(한∙일∙독) 공동주관으로 개최

김태송 이사장

(MEMS조합)

2
2009.8.26.~28 /

KINTEX

- 43개사 61부스

- 6,947명 관람(마이크로 895명)

- 인쇄전자 특별관 조성

대회장 : 고병천

부사장(삼성전기),

위원장 : 김태송

이사장(MEMS조합)

3
2010.8.18.~20 /

KINTEX

- 57개사 78부스

- 8,389명 관람(마이크로 1,905명)

- 레이저가공기술 특별관 조성

김태송 이사장

(MEMS조합)

4
2011.8.16.~18 /

KINTEX

- 36개사 54부스

- 8,788명 관람(마이크로 1,215명)

- 대학공동관 조성

박효덕 이사장

(MEMS조합)

5
2012.8.16.~18 /

Coex

- 36개사 44부스

- 8,889명 관람(마이크로 1,083명)

- (사)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공동주관

박효덕 이사장

(MEMS조합)

6
2013.7.10.~12 /

Coex

- 30개사 38부스

- 10,243명 관람(마이크로 1,057명)

- 스마트센서 특별관 조성

박효덕 이사장

(MEMS조합),

부종욱회장(마이크

로나노시스템학회)

7
2014.7.2.~4 /

Coex

- 13개사 24부스

- 10,458명 관람(마이크로 813명)

박효덕 이사장

(MEMS조합),

부종욱회장(마이크

로나노시스템학회)

8
2015.7.1.~3 /

Coex

- 9개사 15부스

- 10,624명 관람(마이크로 1,182명)

박효덕 이사장

(MEMS조합),

이승기회장(마이크

로나노시스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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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개요

□ 행 사 명 : MNS KOREA 2016

  ㅇ 국  문 : 제9회 국제 마이크로나노시스템 전시회 및 심포지움

  ㅇ 영  문 : The 9th International MicroNanoSystems Exhibition & Symposium
□ 일시/장소

  ㅇ 전시회 : 2016.7.13.(수)~15(금) / 킨텍스 제2전시장 7, 8홀

  ㅇ 심포지움 : 2016.7.13(수) 13:30~17:10, 컨퍼런스룸 403호

□ 추진조직 

  ㅇ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 나노코리아 주최기관 공유
  ㅇ 주 관 : (사)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ㅇ 후 원 :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한국센서학회, 한국정밀공학회

  ㅇ MNS KOREA 2016 운영위원회 (18명)

구  분 명  단 소  속

1 대회장 김용준 학회장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2 운영위원장
(공동)

부종욱 사장 센플러스

3 한상록 전무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4
자문위원단

고병천 박사 (전 삼성전기 CTO)

5 김태송 박사 KIST

6 운영위원회

담당간사

김병규 교수 항공대학교

7 이성호 박사 생산기술연구원

8

운영위원회

강지윤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9 김성재 교수 서울대학교

10 김재필 부사장 기가레인

11 김종백 교수 연세대학교

12 김준원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13 박우태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4 성건용 교수 한림대학교

15 양원식 사장 EVG 

16 오환원 사장 우원테크놀러지

17 윤준보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18 임시형 교수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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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경과

주요내용

u 기획 회의 및 운영위원회 3회 개최
u K-MEMS학술대회 방문

□ 주요내용

일  자 내  용 비  고

’15

11.10 MNS KOREA 사후간담회 개최 15년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 수립

12.11 전시회 조기신청(A) 마감 4개사 5부스

’16

3.11 MNS KOREA 기획회의 개최 향후 개최 방향 논의

4.7~9 한국MEMS학술대회 (제주칼호텔) 참가기업 20개사 부스방문 및 행사자료 
배포(300부)

4.20 MNS KOREA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출품기업(관) 유치방안 및 심포지
움 추진방안 논의

4.29 MNS KOREA 전시회 참가신청 마감 5개사 7부스

5.17 MNS KOREA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전시회 잔여부스 유치방안 및 심포
지움 추친방안 논의

5.19 전시회 참가업체 사전설명회 전시회 현장 준비 안내 등

6.1 전시출품기간 연장에 따른 최종 마감 15개사 20부스
7.13~

15 MNS KOREA 2016 전시회 킨텍스 8홀
- 15개사 20부스

7.13 MNS KOREA 2016 심포지엄 컨퍼런스룸 401
- 6명발표, 85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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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배치도

* 서울대학교 김성재 교수님 연구실 : 나노 분야 출품(나노응용시스템 연구센터와 동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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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최결과

1. 총평

 □ 마이크로나노시스템분야의 산업화 촉진 및 연구성과 교류의 장인 

『MNS KOREA 2016, 제9회 마이크로나노시스템 전시회 및 심포

지움』이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됨

 □ 전시회는 마이크로나노시스템을 비롯하여 나노, 레이저, 첨단세라

믹 등 총 6개 신기술 분야가 합동개최하였으며, 3일간 25개국 

8,356명이 참석하여 최신 정보교류 및 비즈니스가 진행됨

  ㅇ 마이크로나노시스템 분야는 총 15개사 20부스가 참가하여 전체 출품 

규모의 3.5%, 직접관람객은 930명으로 전체규모의 11.1%를 차지함 

* 마이크로나노시스템분야의 출품 및 관람규모는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였

으나 2016년에 출품 규모 증가

 □ 심포지움은 “Wearable HealthCare MicroNano System”을 주제

로 행사 1일차인 7월 13일에 진행되어 국내외 MEMS 시장에 관

한 동향과 최신연구성과를 공유함

  ㅇ 발표는 Wearable HealthCare에 대한 사업 동향과 HealthCare에 적용

되고 있는 MEMS기술에 대해 총 6명이 진행

  ㅇ 등록은 유료로 85명이 등록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35% 증가한 수치

 □ MNS KOREA 전시회 규모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최근 5

년간 감소추세를 보여 규모확대를 위한 노력과 전략이 필요



- 7 -

2. 전시회

1) 개 요

 □ 행 사 명 : MNS KOREA 2016

   ㅇ 국 문 : 제9회 국제 마이크로나노시스템 전시회 및 심포지움

   ㅇ 영 문 : The 9th International MicroNanoSystems Exhibition & 

Symposium

 □ 기간/장소 : 2016. 7. 13(수)~15(금), 3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 7, 8홀

 □ 운영시간 : 10:00~17:00 (15일은 10:00~16:00)

 □ 참 가 비 

(단위 : 만원, VAT별도)

- 회원대상 :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회원 소속기업, 2015년 또는 2014년 전시회 출품기업(관)
- 운영위원 추천기관은 추가 10% 할인 적용

 □ 전시규모

   ㅇ 출품기관 : 15개사 20부스

   ㅇ 관 람 객 : 25개국 8,356명 참석(동시개최행사 포함) 

   ㅇ 분야별 출품현황

구 분 기업명 출품분야 규 모

기

업

소자/
시스템

고려오트론(주) 멤스 스캐너 1부스
(주)메디코넥스 IoT 웨어러블디바이스 1부스
(주)센플러스 LED Module 1부스

측정/분석

한국이브이그룹 유한회사 마스크 얼라이너 1부스
나우 레이저패터닝장비 1부스
(주)우원테크놀러지 멤스관련 장비 2부스
기가레인 반도체제조장비 2부스

연구소·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마이크로나노팹센터 멤스/나노 프로세스 파운드리 서비스 1부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 성과 홍보 4부스

대학 연구실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성과 홍보 1부스
연세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연구 성과 홍보 1부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성과 홍보 1부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성과 홍보 1부스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성과 홍보 1부스
서울대학교 연구 성과 홍보 1부스

합계 15개사 20부스

구분 기존금액 할인금액
비고

부스형태(1부스기준) 기본 독립 기본 독립

기업
일반참가 270 220 243 198

운영위원추천시 
10%할인

회원참가 240 200 216 180
추가10%할인

연구소, 공공기관 240 200 216 180
대학 연구실 240 200 168 140 30%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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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분석

1. 전시회
 

가. 출품기관

□ 전시개최실적 ('10~'16년)

  ㅇ 금년 총 14개 기업(관)이 출품

구   분
2010

(제3회)

2011

(제4회)

2012

(제5회)

2013

(제6회)

2014

(제7회)

2015

(제8회)

2016

(제9회)

증감율

(전년대비)

참가규모
36개사 36개사 36개사 30개사 13개사 9개사 14개사 56% ↑

50부스 54부스 44부스 38부스 24부스 15부스 19부스 27% ↑

□ 당해연도 개최실적(14개사 중 11개사 설문응답)

  ㅇ 주요 출품 분야로는 분석 및 측정기기가 40%, 연구소 및 기관이 

26%, 대학연구실이 26%, 마이크로 소자 및 시스템이 20% 순으로 구성

구   분
분석 및 

측정기기

연구소 및 

기관
대학연구실

마이크로 소자 

및 시스템

참가규모
4개사 

6부스

2개 기관 

5부스

5개 대학 

5부스
3개사 3부스

(%/Booth) 32% 26% 26% 16%

 

  ㅇ 전시참가 목적으로는 제품(기술)소개 및 홍보가 76.9%, 제품판매, 기

술거래, 기타 7.7% 순으로 나타남.

참가목적

내  용 인원 비율

제품(기술)소개 및 홍보 10 76.9%
제품 판매 1 7.7%
기술 거래 1 7.7%
투자 유치 0 0%

기타 1 7.7%
 합  계 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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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참가업체의 전시회 참가결과에 대해 36.4%가 매우 만족, 36.4%가 만족하

고 있으며, 유효방문객으로는 11~50명이 일반적(90%)으로 나타남.

만족도

내  용 인원 비율

매우 만족 4 36.4%
만족 4 36.4%
보통 3 27.2%

불만족 - 0%
매우 불만족 - 0%

 합  계 13 100%

유효방문객수

내  용 인원 비율

10명 이하 1 10%
11~50명 9 90%

51명~100명 0 0%
101명 이상 0 0%

 합  계 13 100%

  ㅇ 주최자 행사운영 평가

   - 행사운영 및 관람객 유치 활동 등 평균 만족이상을 표시함 

구분 행사운영 관람객
유치활동

전시준비
설명회 현장지원 불편사항 

해결 부대행사 전시장
공간조성 운영평가

매우만

족
3 2 3 2 1 1 2 2

27.3% 18.2% 27.3% 18.2% 9.1% 9.1% 18.2% 18.2%

만족
7 5 7 7 7 6 8 7

63.6% 45.4% 63.6% 63.6% 63.6% 54.5% 72.7% 63.6%

보통
1 3 1 2 3 4 0 2

9.1% 27.3% 9.1% 18.2% 27.3% 36.4% 0.0% 18.2%

불만족
0 1 0 0 0 0 1 0

0.0% 9.1% 0.0% 0.0% 0.0% 0.0% 9.1% 0.0%

계
11 11 11 11 11 11 11 1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ㅇ 전시회 재참가여부 

   - 차기전시회 참가 여부에 대해 8개(72.7%) 기관이 재참가 의사 표명.

     * 미정 및 무응답인 경우는 설문작성자가 결정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재참가 의사 표명 기업 중 참가 예상규모를 질의한 결과

     * MNS KOREA에 75%(6개) 참가예정

     ** 6개사 :나우, (주)센플러스, (주)우원테크놀러지, 연세대학교 기술지주(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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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람객

□ 3일간 25개국에서 총 8,356명이 관람. 

 ㅇ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MNS KOREA는 930명이 관심을 보였으며 

작년대비 21% 감소함.

구   분
2010

(제3회)

2011

(제4회)

2012

(제5회)

2013

(제6회)

2014

(제7회)

2015

(제8회)

2016

(제9회)
증감율

전체관람객

(마이크로)

8,689명 8,788명 8,889명 10,243명 10,458명 10,624명 8,356명 21% ↓

1,905명 1,209명 1,083명 1,057명 813명 1,182명 930명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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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간결정권자 29.9%, 최종결정권자는 19.1%로, 관람객의 49% 이상이 중간결정

권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구매결정권한

인원 비율

최종결정권자 173 19.1%
중간결정권자 272 29.9%

구매의뢰 190 21%
권한없음 273 30%
 합  계 908 100%

 ㅇ 관람목적은 신제품 및 기술정보 수집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

관람 14.8%, 업계동향 파악 12.5%, 제품/기술 구매 10.8% 순으로 나타남.

관람 목적

인원 비율
신제품/기술정보수집 73 41.5%

일반관람 26 14.8%
업계동향파악 22 12.5%

제품/기술 구매 19 10.8%
신규거래선 확보 13 7.4%

구매조사 12 6.8%
협력/투자 및 제휴업체물색 7 4%

기존거래선 방문 4 2.2%
 합  계 176 100%

 ㅇ 관람객의 45.9%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이 20%순으로 나타

남.

회사분류

인원 비율
제조업 423 45.9%

연구기관 184 20%
무역업 69 7.5%

도매/소매업 47 5.1%
정부/공공기관 44 4.8%
금융/투자기관 11 1.2%

언론/출판기관 5 0.5%
기타 138 15%

 합  계 92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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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람객의 대부분은 기술전시회 특성상 연구개발 분야가 55.3%로 가장 

많고 이어 마케팅/영업 15.3%, 구매/자재 15.3%순으로 나타남.

업무분류

인원 비율
연구개발 511 55.3%

마케팅/영업 141 15.3%
구매/자재 141 15.3%
경영관리 72 7.8%
광고홍보 15 1.6%

생산 10 1.1%
총무/관리 4 0.4%

기타 30 3.2%
 합  계 924 100%

ㅇ 전시회 인지경로는 타겟 관람객 대상의 홍보활동이었던 초청장 29.2%, 

전시회 홈페이지 18.6% 등으로 나타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29.2%, 신문 2.8% 등으로 나타남.

인지경로

인원 비율
인터넷 336 29.2%
초청장 270 23.4%

전시회 홈페이지 214 18.6%
유관기관/단체 47 4.1%

KINTEX 홈페이지 37 3.2%
거래업체 35 3%

신문 32 2.8%
브로슈어 30 2.6%

방송 7 0.6%
전화안내 3 0.3%

기타 140 12.2%
 합  계 1,15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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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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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포지움

 1) 개최성과 요약

  ㅇ 심포지움은 “Wearable HealthCare MicroNano System”을 주제로 전

시 1일차인 7월 13일에 진행

  ㅇ 각 분야 전문가 6명이 발표를 진행하였고 유로등록임에도 불구하고 

85명이 강연에 참가함

 2) 행사 개요

  ㅇ 행사명 : MNS KOREA 2016 심포지움

  ㅇ 주  제 : Wearable HealthCare MicroNano System

  ㅇ 일  시 : 2016년 7월 13일(수) 13:30~17:10

  ㅇ 장  소 : KINTEX 제2전시장 4층 컨퍼런스룸 403호 

  ㅇ 주  관 : (사)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ㅇ 등록비 (유료)

 3) 주요내용

  ㅇ 프로그램 (6명 연사 초청강연 /발표시간 : 각30분)

구분
회원 비회원

일반 학생 일반 학생
온라인 사전등록 4만원 3만원 5만원 4만원
현장등록 5만원 4만원 6만원 5만원

시 간 발표내용 연 사

좌 장 : 김병규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13:30~13:40 (10′) ㅇ 개회사 : 김용준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 학회장)

13:40~14:10 (30′)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개발 동향
김승환 박사

(ETRI 바이오의료IT연구부)

14:10~14:40 (30′) Wearable Technology와 스마트 의류
이주현 교수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14:40~15:10 (30′) 전자직물기반 스마트섬유제품
김주용 교수
(숭실대학교

유기신소재ㆍ파이버공학과)

15:10~15:30 (20′) 휴식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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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전체 참석자수는 총 85명으로 그 중 기관⦁기업 종사자 15명(18%), 대학

에서 70명(82%)이 참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함.

* 참석자 수(전년대비 35% 증가) : ’14년(56명) → ’15년(63명) → ’16년(85명)

 ㅇ 사전등록 70명중 10명은 미참석 하였음. 

 

 4) 시사점 

  ㅇ 최근 이슈인 “Wearable Health Care MicroNano System”과 관련 

산·학분야 전문가를 섭외하는 등 프로그램 구성이 우수

  - 하지만 학계 중심의 연사섭외 및 연구·기술개발 위주로 발표되어 관

련분야 산업화 현황에 정보는 다소 부족

  ㅇ 참관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tool을 활용한 결과 금년 관람객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85명으로 조사됨

  - 차년도 홍보시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와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공동

으로 진행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 유치가 필요

 5) 참석자 명단 (총 85명/ 사전등록 60명, 현장등록 25명)
구분 소속 성명 직급 부서

기관

(15)

생산기술연구원 진경찬 　수석연구원 　생산시스템그룹

생산기술연구원 황병준 　연구원 미래융합연구그룹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안진우 주임연구원 제품개발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문진희 선임 연구원 제품개발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하철 주임연구원 제품개발부

전자부품연구원 박준식 수석연구원 스마트센서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지윤 책임연구원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연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태송 　책임연구원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연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원배 　　Post Doc 　

한국기계연구원 강은옥 　박사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김수옥 　Post Doc 　

한국기계연구원 류지형 　　Post Doc 　

좌 장 : 임시형 교수 (국민대학교)

15:30~16:00 (30′) Wearable Device and Health Care
김태평 대표
(메디코넥스)

16:00-16:30 (30′)
Photo-patternable Cellulose

Nanofiber-Epoxy Composites for
Transparent and Stretchable Electronics

박장웅 교수
(UNIST 신소재공학부)

16:30-17:00 (30′)
모바일 헬스 경험과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기대
이재호 교수

(서울아산병원응급의학과)

17:00~17:10 (10′) ㅇ 폐회사: 부종욱 박사 (MNS Korea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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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성명 직급 부서

한국기계연구원 안준형 　　Post Doc 　

한국산업기술평원 한명훈 　상임감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성호 소장 창의엔지니어링센터

기업

(2)

RAYENLE 이제혁 책임

센플러스 부종욱 대표

대학

(68)

광운대학교 심준섭 　교수 　

광운대학교 윤효상 석사과정 전자공학과

국민대학교 나경환 석사 기계설계학과

국민대학교 이장현 연구원 기계설계학과

국민대학교 이준석 학생 기계설계학과

국민대학교 임시형 교수 기계시스템공학부

금오공대 이승환 연구위원　 　

서강대학교 나찬훈 석사 전자공학과,  마이크로나노연구실

서강대학교 맹보희 　 기계공학　

서강대학교 박지욱 석사과정 전자공학과

서강대학교 왕총 　석박통합 기계공학과　

서강대학교 이누리 석사　 기계공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GUYEN 

THANH QUA
　 의공학바이오소재협동과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Tran Le Giang
Master 

Candidate
의공학바이오소재협동과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동환 학생 미세의료기기연구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우태 조교수 기계자동차공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재천 학부생 미세의료기기연구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지원 연구생 기계공학과

서울대학교 김성재 　교수 전기정보공학부　

서울대학교 김옥주 Ph.D candidate 전기공학과

서울대학교 김진현 대학원생 전기·정보공학부

서울대학교 배원규 　 기계항공공학부　

서울대학교 신교명 석사과정 메카트로닉스연구실

서울대학교 오동윤 박사과정 전기공학부

서울대학교 윤용 박사과정 메카트로닉스  연구실

서울대학교 이대원 박사과정 바이오엔지니어링

서울대학교 이동혁 박사과정 기계과

서울대학교 이충원 박사과정 공과대학  바이오엔지니어링

서울대학교 조성규 대학원생 전기정보공학부

서울대학교 최한솔 　석사과정 　전기공학부

숭실대학교 소진영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강동현 박사과정 기계공학과

연세대학교 강윤성 석사과정 기계공학과

연세대학교 김경태 박사과정 기계공학과  마이크로시스템 연구실

연세대학교 김민기 석박사통합과정 기계공학과  마이크로시스템 연구실

연세대학교 김용준 교수 기계공학과

연세대학교 김홍래 박사과정 기계공학과  마이크로 시스템 연구실

연세대학교 안혜빈 　 　

연세대학교 오용근 통합과정 기계공학과  나노기전시스템 연구실

연세대학교 오주연 　 　

연세대학교 정한일 석박사통합과정 기계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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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사진

구분 소속 성명 직급 부서
연세대학교 조병화 대학원생 기계공학
연세대학교 조은환 박사과정 나노기전시스템연구실
연세대학교 표순재 석박사통합과정 기계공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강성윤 학부생 전자공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김경은 석사 전자공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이다영 학부생 전자공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주선아 박사과정 전자공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지창현 부교수 전자공학과
이화여자대학교 황정연 학부생 전자공학과

전남대학교 김동수 　석사 　
전남대학교 이동원 　교수 기계공학부　

포항공과대학교 이상현 석박사통합과정 기계공학과
포항공과대학교 최인호 박사과정 기계공학과

한국항공대학교 김병규 교수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한국항공대학교 이동규 박사과정 항공우주및기계공학과

한국항공대학교 황국하 연구원 기계공학과
한국항공대학교 황보현 석사과정 항공우주및  기계공학과

한림대학교 김경희 학부연구생 융합신소재공학과
한림대학교 김지은 학생 융합신소재공학과
한림대학교 박민 조교수 융합신소재공학과
한림대학교 성건용 교수 융합신소재공학과
한림대학교 송현정 대학원생 융합신소재공학과
한림대학교 신혜선 석사과정 융합신소재공학과
한림대학교 임호영 석사학위 바이오나노메딜컬디바이스
한림대학교 장문규 　부교수 융합신소재공학과　
한림대학교 전혜미 학생 융합신소재공학과
한림대학교 황신애 석사 나노  메디컬 디바이스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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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홍보자료

1. 브로슈어

표지 내지1

내지2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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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제작물

 � 초대권

 � 홍보 포스터

표지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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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회 & 심포지움 사전등록 안내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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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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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움 현수막 및 배너 

현수막

배너



- 26 -

� 심포지움 안내집

표지 내지1 내지2 내지3

내지4 내지5 내지6 내지7

내지8 내지9 내지10 뒷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