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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학교 (마이크로조이닝 연구실)
Micro-Joining Lab., University of Seoul

서울특별시 동 문구 농동 90

Tel: 02-2210-2981 Fax : 02-2215-5863

www.home.uos.ac.kr/~micro

마이크로조이닝 연구실 구성원 도 법을 이용하여 형성된 솔더 범  

 1. 연구실 소개
  

  서울시립 학교 마이크로 조이닝 연구실 (지도 교수 

정재필)은 자산업  미래 첨단 어셈블리 기술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1996년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마이크로 조이닝은 수 mm 이하의 미세한 합부를 일

컫는 것으로, 특히 자산업에서의 부품 조립이나 반도

체 벨에서의 미세 합 등에 많이 용되며, 고도의 

정 화와 창조 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그간, 마이크로 솔더링을 

비롯하여, 와이어 본딩, 마이크로조이닝  패키징 재

료  로세스, 신뢰성과 련된 연구를 수행해 왔습

니다. 

  연구실 구성원은 2명의 박사과정과 4명의 석사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장비로는 리 로우 머신, 

미세 단  인장 시험기, 젖음성 테스트기, 열충격 시

험기, 라즈마 장비, 진공로, 유도로, 이 , 미세 

항용 기 등 미세 합 련 각종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외 으로는 캐나다, 국, 일본의  학들과 

마이크로 조이닝 분야에서 학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연구 심 분야는 새로운 솔더, 패키징 재료 

의 개발, 솔더링 로세스의 개발, 마이크로 합부의 

신뢰성 평가, 온 마이크로 합 기술의 연구, 3차원 

등 고집 도를 갖는 모듈과 시스템을 한 패키징 기술

의 연구 등이 있습니다.

2. 연구분야 소개

(1) 무연 솔더  패키징 재료 개발

  Sn-Pb 솔더를 체할 무연솔더 합 을 기업과 공동

으로 개발하여, 자산업 분야에서 솔더 페이스트, 와

이어 등의 형태로 용되고 있습니다. TLP(transient 

liquid phase) 합 원리를 응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솔더링이 가능한 무연 솔더링 기술  기 , 도  리드 

와이어를 한 무연솔더 합 의 개발, 본딩 와이어의 

개발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2) 솔더링  미세 합 로세스 개발

  솔더링부에서 럭스 잔류물이 유발하는 부식이나 빛

의 산란 등 해로운 향을 제거하기 해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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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리스 솔더링 로세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를 

들면 Ar-H2 라즈마 솔더링, N2 분 기에서 실리콘 

 유리 기 의 럭스리스 솔더링, 기타 마이크로 합 

로세스 개발, 도 과 린 법으로 웨이퍼 에 범

를 형성 하는 연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

은 립 칩이나 자기기 등에 용될 수 있습니다.

 

라즈마를 이용한 럭스리스 솔더 범  형성

(3) 미세 합부의 신뢰성 평가
 

 자동차 산업에 용되는 자제품의 솔더링 표 안의 

마련, 자산업의 무연 솔더링 양산을 한 신뢰성 기

술, PCB 기 의 벤딩시험과 해석, 솔더링부의 단  

인장시험에 한 새로운 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 습

니다. 최근에는 3차원 층실장과 SIP(system in 

package)에도 많은 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

습니다. 보다 상세한 연구 내용들은 연구실 홈 페이지

(www.home.uos.ac.kr/~micro)에 소개되어 있으며, 

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지도와 력을 부탁드립니다.

 3차원 층실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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