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광원연구회 워크숍

▶ 일 시 : 2015년 08월 13일 ~ 14일

▶ 장 소 : 한림대학교 생명과학관 강당

(생명과학관 4층 8433호)

▣ 주관기관 :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광원연구회

▣ 후원기관 :  

초대의 말

청명한 8월 청정지역인 강원도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2015년도 광원연구회 워크

숍을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LED는 150lm/W의 광효율로 제품화되어 에너지절약과 환경친화에 앞장

서고 있고, 가격 또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OLED라는 용어는 다

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조명용 광원이라고 합니다. OLED는 그 특성이 매우 우

수하여 Display를 비롯하여 Lighting 기술에서도 응용과 활용도가 기대되는 사항으

로서 OLED 등기구 설계 및 광학특성 기술, 융⋅ 복합 형상기술, 제품의 응용기술, 부

품 소재기술 등 신소재를 활용한 조명 융합기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LED·OLED 조명산업은 이러한 신기술과 신소재를 활용한 통신과 제어기

술(ICT), 융·복합 시스템 조명기술로 창조·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파급

효과는 농수산·항공산업, 국방산업, 의료산업, 자동차/수송산업 등 산업전반에 크

게 증대·파급되어 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워크숍에서는 “융합조명산업을 위한 SSL(Solid State

Lighting) 기술 및 전망”의 주제로 LED 광원과 색채심리, UVC LED 기술 및 개발

동향, All-inorganic Nanocrystals for display application, Hospitality Lighting

을 위한 미래연구방향, QD Light Extraction Film for OLED Lighting, 무선 LED 시

스템 조명 등의 발표로 이를 응용,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관련자들에게 활용되기

를 바라면서, 기업의 기술역량을 한층 더 강화되고 국내 LED·OLED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층 더 도약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로 발표하여 주신 전문가분들과 후원해 주

신 기관장님 그리고 본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광원연구회 준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5. 08. 13

광원연구회 회장 황명근
준비 위원회 일동

<준비 위원회> 

·회장 : 황명근(한국조명연구원)
·간사 : 고재현(한림대), 김영우(한국광기술원), 유재형(한국조명연구원)
·위원 : 고영욱(지엘비전), 김성인(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김용원(루미마이크로), 문옥견(EXPOnU), 문정민(LG디스플레이),
박성림(광전자정밀), 박노준(주)올릭스, 백종협(한국광기술원),
조명 및 에너지 분야에 활용을 위한 양자점 소재 기술 이붕주(남서울대학교)



Session 1.  LED 광원 신기술 (좌장 : 고재현 교수)

13:10~13:50 LED 광원과 색채심리 – 곽준섭 교수, 순천대학교

13:50~14:30 UVC LED 기술 및 개발동향 – 박중서 박사, 소프트에피

14:30~15:10 조명 및 에너지 분야에 활용을 위한 양자점 소재 기술 – 박종남 교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15:10~15:30 Coffee break

Session 2.  신광원 융·복합 기술 (좌장 : 곽준섭 교수)

15:30~16:10 Hospitality Lighting을 위한 미래연구방향 – 박노준 연구소장, 올릭스

16:10~16:50 QD Light Extraction Film for OLED Lighting – 고영욱 센터장,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16:50~17:30 무선 LED 시스템 조명 – 김용 대표, 오로라디자인랩

18:00~19:30 만찬

13:00 ~13:10 
·등 록
·개회사 한국조명연구원, 황명근 회장

Session 3.  신기술 발전방향 패널 토론 (좌장 : 고재현 교수)

09:30~11:00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조명을 위한 선도 전략 도출 – 황명근 회장 외 10명 패널 / 산학연관 참여

11:00~12:00 한림대학교 디스플레이 연구실 방문 견학

< 1일차 >

< 2일차 >



문

의

처

1. 한림대학교
고재현 교수 : 033-248-2056 , hwangko@hallym.ac.kr

조봉진 조교: 010-5147-3228, jbj1228@naver.com

2.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김가영 과장: 02-563-7962, kids1@k-ids.or.kr

[등록 안내] 찾아오시는 길 : 한림대학교 생명과학관

버

스

1.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지하철 2호선 강변역 앞, 춘천행 첫차는 6시에 있으며, 배
차간격은 10분 ~ 15분입니다.) 에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2. 인천공항(김포공항 경유)에서도 춘천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3. 춘천시외버스터미널 <-> 한림대 3.8km

4. 한림대 경유 시내버스 (64-2번, 정류소 : 한림대 시의회)

주소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 사전등록 : 학회 홈페이지 http://k-ids.or.kr/의 학술행사>학회연구회
행사>2015년 광원연구회 워크숍>상세내용보기>사전등록
및 확인(왼쪽)에서 신청

▪ 사전등록기간 : ~ 2015년 8월 12일(화)

▪ 사전 등록비 : 일반 5만원 (비회원 11만원) 
학생 3만원 (비회원 55,000원) 

▪ 현장 등록비 : 일반 7만원 (비회원 13만원)
학생 5만원 (비회원 75,000원) 

▪ 등 록 문 의 : 김가영 차장
전화 02-563-7962,  E-mail: kids1@k-ids.or.kr

전

철

1. 상봉역에서 경춘선 전철을 타고 종착역인 춘천역(한림대) 에서 내리시면 됩니
다. 소요시간은 춘천역(한림대)까지 급행은 63분, 일반은 79분 소요되며 셔틀버스
(학기중 운행)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시면 됩니다.

2. ITX 경춘선 이용시 (청량리 -> 춘천, 용산 -> 춘천, 배차시간 1시간)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좌석 예약 가능

3. 춘천역 <-> 한림대 2.5km 

4. 한림대 경유 시내버스 시간표(정류소 : 한림대, 시의회 / 버스번호 : 12번)

자
가
용

1. 경춘고속도로(서울(강동구 하일동) 강일IC -> 춘천) 이용시 40분

2. 경춘국도타고 3km -> 도농삼거리에서금곡, 마석, 춘천방향으로 좌회전후 1
시간 30분정도 -> 춘천

캠퍼스 약도

생명과학관
4층 843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