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DS Display School 

과목 설명
디스플레이 광학 

(13:00-16:00)

◆ 주관 : (사)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Korean Information Display Society)

◆ 후원 : (주) LG디스플레이, (주) 삼성디스플레이

◆ 개요 :      국내의 산업계와 다양한 대학에서 근무하는 디스플레이 관련 최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디스플레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 내용 강의를 

진행합니다. KIDS가 주관하는 본 여름학교에서는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초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합니다. 본 강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해 맞추어져 있지만, 일반인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기초
디스플레이공학의 입문 기초 교과목으로써, 최신 산업화 동향, 색체의 기본, 광학 기초와 
액정 기초 및 동작원리, 유기 발광 다이오드의 기초, 소재 그리고 동작원리등을 포함한 디
스플레이 표시부 주제들이 먼저 다뤄지고, 비정질/다결정질 실리콘 반도체, 산화물 반도
체 그리고 플렉서블 응용등을 위한 박막 트랜지스터 기초/응용과 소재/공정등의 백플레인 
기술이 소개된다. 또한, 이를 위한 구동 및 회로 기초도 포함하여 디스플레이 전반적인 기
초 개론을 제공하고, 타 과목 (Backplane, 구동 및 회로, Frontplane, 광학)의 선수과목으로 
역할이 구성되어 있다.

디스플레이 Backplane
LCD 및 OLED 디스플레이 backplane 소자인 TFT 소자 물리와 동작 원리를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a-Si, poly-Si, oxide 및 organic TFT 공정/소자 특성에 대한 심층적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Flexible & Stretchable 기술, 다양한 분석기법 및 보상 회로 기술도 소개될 
예정이다.

디스플레이 구동 및 회로
디스플레이 구동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 액정, OLED, TFT에 대한 기본적인 물리를 먼저 강
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TFT-LCD 구동 기술 및 구동 회로, AMOLED 구동 기술 및 구동 회로, 
TFT 회로 설계, 패널 설계 등을 다룬다. 이후, 보다 심화된 주제인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기술, 화질 알고리즘, 터치 센싱 기술들에 대해 소개한다.

디스플레이 Frontplane
LCD 및 OLED의 화소를 구성하는 소재 및 소자 기초, 제조 공정에 대해 다룬다. LCD/
컬러필터, 광학필름과 module 등 구조와 소자 제조 공정에 대한 기초 이론과 최신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투명전극/박막형성 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OLED소재로는 
발광소재, 양자점 소재, 전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대면적, 고해상도, 고효율 OLED 
소자의 구조 및 제조 공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향후 OLED분야에서 차세대 기술로 
주목 받는 프린팅 공정과 플렉서블 OLED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플레이 광학
기하광학과 파동광학을 통해 전자기파의 특성, 편광, 굴절, 회절, 간섭 등의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공부한 후, LCD, 백라이트, OLED, LED, 3D 등의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분야의 광학적 
내용을 공부한다. 또한 디스플레이의 광학적평가와 색채표준, 광학 설계의 기초 등에 대한 
내용도 공부하게 된다.

　 일자 강의 내용 담당 강사 

1 7/17(월) 기하광학
박성찬 교수 

(단국대)

2 7/18(화) 파동광학
조재흥 교수 

(한남대)

3 7/19(수) OLED 광효율 향상 기술
윤종근 연구위원 

(LGD)

4 7/20(목) 3D 광학
이병호 교수 

(서울대)

5 7/21(금) LCD 광학
윤태훈 교수 

(부산대)

6 7/24(월) 
광시야각 구현 LC mode 및  

광학보상 기술
김학린 교수 

(경북대)

7 7/25(화) 중간고사

8 7/31(월) LCD Backlight
양병춘 수석 

(SDC)

9 8/1(화) OLED 소자 광학 구조 이해
김건식 수석 

(SDC)

10 8/2(수) 디스플레이 색채표준
김창순 교수 
(이화여대)

11 8/3(목) BLU 기술
문정민 수석 

(LGD)

12 8/4(금) LED 광학 기술
김재범 연구소장 

(옵트론텍)

13 8/7(월) 디스플레이 광학특성평가
김일호 사장 
(엘엠에스)

14 8/8(화) 기말고사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사무국

E-mail: kids2@k-ids.or.kr    Tel: 02-563-7912   Fax: 02-556-3396  

Homepage: http://www.k-ids.or.kr

지하철 이용시

2호선 : 건대입구역 2번 출구

7호선 :   건대입구역 4번 출구 /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

버스 이용시

건대역 : 240, 721, 2222, 2223, 2224

건국대학교병원(청담대교 방향) : 240, 

721, 2222, 3220, 4212

건국대학교 앞 : 2223, 2224, 3220

건대앞 : 302, 3216

교통편 안내

◆ 교육커리큘럼 : 총 5과목 = 강의별 3시간/일 → 총 14강

과 목 명 대 표 강 사 시 간 과목설명 정원

디스플레이 기초(오전) 
디스플레이 기초(오후)

윤수영 연구소장(LGD),  
이승배 마스터(SDC) 외 12명

09:00-12:00
13:00-16:00 

디스플레이 입문, 기초 
오전150명
오후150명 

디스플레이 Backplane 장   진 교수(경희대) 외 11명 09:00-12:00 TFT 동작원리, 제조법 등 85명

디스플레이 구동 및 회로 권오경 교수(한양대) 외 11명 09:00-12:00 구동 회로, TFT 회로 등 70명

디스플레이 Frontplane 한창욱 연구위원(LGD) 외 11명 13:00-16:00 LCD, OLED 제조 공정 등 85명

디스플레이 광학 이병호 교수(서울대) 외 11명 13:00-16:00 LCD, OLED, 3D 광학 등 70명

※ 디스플레이 오전반과 오후반은 동일한 내용을 강의합니다.

◆ 교육일정 : 2017년 7월 17일(월) ~ 25일(화), 7월 31일(월) ~ 8월 8일(화) (총 14일)
◆ 프로그램

- 과목별 총 42시간의 교육과정 
-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강의 
-   E-copy 수료증 발급(과목 별 상위 30% 성적우수자의 수료증에는 ‘교육성적: A’ 가 

함께 표기됨)
- 교육 기간 중 자습실 제공  

◆ 모집대상 :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일반
◆ 등록기간

1. 사전등록 :   http://www.k-ids.or.kr > 학술행사 > 학회행사 > 행사명 > 상세내용보기
1차 : 2017. 6. 19(월) ~ 6. 30(금) ※ 1차 등록 기간 내에 결제해야 등록 완료됨 
2차 :   2017. 7. 3(월) ~ 7. 9(일) ※ 정원 미달 과목만 2차 등록 가능, 등록 당일 

결제해야 등록 완료됨
◆ 사전등록비

1.   학생 : ① KIDS 회원 : 30만원 ② KIDS 비회원 : 40만원
2. 일반 :   ① KIDS 회원 : 40만원 ② KIDS 비회원 : 50만원 

③ 단체등록(8인) : 200만원
3. 선택 강의 수강 (일반만 해당) :   ① KIDS 회원 : 1강의당 5만원    

② KIDS 비회원 : 1강의당 7만원

※   개인정보이용동의 후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에 성적우수자 명단을 
제공합니다.

※ 무결석 학생 수강생은 교육 완료 후 교재비 및 시설사용료 10만원 제외 후 환불
※ 1과목 등록비이며, 교재비 포함(선택 강의 수강 제외)
※ 학회 법인 회원사 소속 개인은 KIDS 학생회원가(30만원)에 등록됨
※   선택 강의 수강은 과목 구별없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며, 교재는 선택 

강의에 한하여 프린트물로 제공함
※   과목 : 총 5개(기초, Backplane, 구동 및 회로, Frontplane, 광학)로 구성된 분야를 

과목으로 명칭함
※ 강의 : 각 과목 아래 총 14강으로 구성된 세부 강의들을 명칭함

[학회 회원가입] 

http://www.k-ids.or.kr : 입, 연회비 학생회원 25,000원, 정회원 60,000원

★   제1~7회 교육의 성적우수자 107명이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하였습니다.

★ 과목별 수석에게는 상장 및 소정의 상품을 수여합니다.

★   디스플레이 전시회(2017.10.18(수) : 서울 COEX Hall D(3F))를 무료로 참관할 
수 있습니다.

★   IMID 2017 tutorial(2017.8.28(월) : 부산 BEXCO)를 무료로 참관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통비를 제공합니다.

2017. 7. 17 - 8. 8  건국대학교

제8회 

KIDS Display School



디스플레이 기초 
(오전 : 09:00-12:00, 오후 : 13:00-16:00)

디스플레이 Backplane 
(09:00-12:00)

디스플레이 구동 및 회로 
(09:00-12:00)

디스플레이 Frontplane 
(13:00-16:00)

 일자 강의 내용 
담당 강사 

(오전) 
담당 강사 

(오후) 

1 7/17(월) 디스플레이 개론 
윤수영 연구소장 

(LGD)
박원서 수석 

(LGD)

2 7/18(화) 
박막 트랜지스터의  

기본 원리
김성기 연구위원 

(LGD)
김성기 연구위원 

(LGD)

3 7/19(수) 
기초광학개론  
(파동 및 기하)

최윤석 교수 
(한밭대)

최윤석 교수 
(한밭대)

4 7/20(목) 
액정 기초 및 액정모드의 

동작원리
유창재 교수 

(한양대)
유창재 교수 

한양대)

5 7/21(금) OLED 재료 및 소자 
양중환 연구위원

(LGD)
양중환 연구위원 

(LGD)

6 7/24(월) 
Si 기반 TFT 소재,  
공정과 소자개론 

김현재 교수 
(연세대)

김현재 교수 
(연세대)

7 7/25(화) 중간고사

8 7/31(월) 
디스플레이 기초 회로 

이해 
최병덕 교수 

(한양대)
최병덕 교수 

(한양대)

9 8/1(화) 
투명 및 Flexible Display 

기술 개론
김규영 수석 

(SDC)
김규영 수석 

(SDC)

10 8/2(수) 
Oxide TFT Technology 

and Process
임준형 수석 

(SDC)
임준형 수석 

(SDC)

11 8/3(목) 
디스플레이 색 및  

색채 개론
박승옥 교수 

(대진대)
박승옥 교수 

(대진대)

12 8/4(금) 디스플레이 구동의 이해
홍희정 수석 

(LGD)
홍희정 수석 

(LGD)

13 8/7(월) 
미래 디스플레이 산업과 

기술 개론
이승배 마스터 

(SDC)
최병화 수석 

(SDC)

14 8/8(화) 기말고사

　 일자 강의 내용 담당 강사 

1 7/17(월) 반도체 물성 및 소자 기초 
권장연 교수 

(연세대)

2 7/18(화) TFT 기본 구동 원리
배병성 교수 

(호서대)

3 7/19(수) TFT 공정 및 제조 
남승희 수석 

(LGD)

4 7/20(목) Amorphous Si TFT 개론
장진 교수 
(경희대)

5 7/21(금) LTPS TFT 기초 및 결정화 공정 
전재홍 교수 

(항공대)

6 7/24(월) LTPS TFT 구조 및 공정 (OLED vs LCD) 
이용수 수석 

(SDC)

7 7/25(화) 중간고사

8 7/31(월) Oxide TFT 개론
배종욱 수석 

(LGD)

9 8/1(화) Oxide TFT in Displays
박준석 수석 

(SDC)

10 8/2(수) Organic TFT 개론
노용영 교수 

(동국대)

11 8/3(목) 
Flexible & Stretchable Display 를 위한 

Backplane 기술
홍문표 교수 

(고려대)

12 8/4(금) TFT를 위한 분석기법
박진성 교수 

(한양대)

13 8/7(월) 회로내장 및 보상회로
박기찬 교수 

(건국대)

14 8/8(화) 기말고사

 일자 강의 내용 담당 강사 

1 7/17(월) 반도체 물리 및 소자
최종선 교수 

(홍익대)

2 7/18(화) OLED 기초
권장혁 교수 

(경희대)

3 7/19(수) 액정 및 LCD 기초
송장근 교수 
(성균관대)

4 7/20(목) TFT-LCD 구동기술
이승우 교수 

(경희대)  

5 7/21(금) TFT-LCD Data Driver용 회로 설계   
남형식 교수 

(경희대)

6 7/24(월) 박막트랜지스터의 원리 및 응용
박진성 교수 

(한양대)

7 7/25(화) 중간고사

8 7/31(월) LCD OLED 패널 설계
채종철 수석 

(SDC)

9 8/1(화) Touch Sensing 기술 및 회로
권오경 교수 

(한양대)

10 8/2(수)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남희 수석 

(SDC)

11 8/3(목) AMOLED 보상 및 구동회로
남우진 수석 

(LGD)

12 8/4(금) TFT 패널 내장 회로
박기찬 교수 

(건국대)

13 8/7(월) LCD/OLED 화질 알고리즘 기술
오의열 연구위원 

(LGD)

14 8/8(화) 기말고사

　 일자 강의 내용 담당 강사 

1 7/17(월) Liquid Crystal Materials
강신웅 교수 

(전북대)

2 7/18(화) LCD 및 Color Filter 공정
김욱성 교수 
(포항공대)

3 7/19(수)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소재 
박서규 부장 

(켐코)

4 7/20(목) LCD TV 및 모듈 기술 
양성훈 수석 

(SDC)

5 7/21(금) 
디스플레이용 박막 및 투명 전극  

형성 공정
김한기 교수 

(경희대)

6 7/24(월) OLED 재료 (형광, 인광, TADF) 
이준엽 교수 
(성균관대)

7 7/25(화) 중간고사

8 7/31(월) OLED용 전극, 계면, 에너지레벨
이연진 교수 

(연세대)

9 8/1(화) OLED 소자 및 Color Patterning 
진병두 교수 

(단국대)

10 8/2(수) OLED 조명 및 광효율기술 
조두희 박사 

(ETRI)

11 8/3(목) 
디스플레이용 양자점(Quantum Dot) 

재료 및 QLED 소자
곽정훈 교수 
(서울시립대)

12 8/4(금) Mobile AMOLED 및 봉지기술 
송승용 수석 

(SDC)

13 8/7(월) 대면적 AMOLED 기술현황과 미래 
한창욱 연구위원 

(LGD)

14 8/8(화) 기말고사

※ 디스플레이 기초 오전반과 오후반은 동일한 내용을 강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