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9회 AMD 토론회

 일시: 2017년 7월 21일 (금) ~ 22일 (토)

 장소: 부산 해운대, 호텔 일루아 Conference room

 주최: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AMD연구회

*AMD : active matrix device

초대의 글

제 9회 AMD 토론회를 진행 합니다.

그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 2009. 08. 13 TFT - Silicon or Oxide?

2회: 2010. 08. 27 TFT stability I

3회: 2011. 04. 29 TFT stability II

4회: 2011. 11. 25 TFT stability III

5회: 2012. 09. 21 차세대 고이동도 TFT

6회: 2015. 05. 15 TFT 응용

7회: 2015. 12. 29 TFT 응용

8회: 2016. 08. 22 TFT 기반 센서

이번 AMD 토론회에서도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자 합니다.

-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AMD 연구회



Program 등록안내

• 참가비 : 당일 현장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후, 카드결제 또는 현금결제.

* 숙박 및 식사비 포함

- 숙박시 : 일반: 320,000원 (회원: 250,000원, 법인 회원사 임직원: 270,000원) 

- 비숙박시 : 일반: 220,000원 (회원: 150,000원, 법인 회원사 임직원: 170,000원)

•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 방법

디스플레이학회 홈페이지(www.k-ids.or.kr)의 학술행사 > 학회연구회행사 > 제9회

AMD토론회 > 상세내용보기 > 사전등록 및 확인에서 신청하고 카드결제를 진행합니

다.

- 계좌이체 시에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씨티은행 186-00200-251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AMD연구회

* 비회원 등록자는 행사 후 KIDS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입회비와 2017년의 연회비

를 납부처리 해 드립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정보디스플레이 학회 사무실 : 02-563-7962

찾아오시는 길

7월 21일 (금요일) 해운대 호텔 일루아 Conference room

15:00 - 15:30 - 등록

PM 03:30~04:30

Metal-oxide semiconductor device for 
multi-purpose wearable electronics

이가원 교수 (충남대학교)

PM 04:30~05:30

Core Interconnection and User Targeted 
Reliability Techniques for Stretchable 

Displays and FHE Devices

김용진 박사 (한국기계연구원)

PM 05:30~06:30
플렉서블/스트레쳐블 기판기술

김상일 교수 (고려대학교)

PM 06:30~09:00
저녁 및 와인 세미나

최광수 부사장 (JMK)

AM 10:00 ~ 11:00

Stretchable Optoelectronic Materials for Wearable 
Devices and Displays

박장웅 교수 (UNIST)

AM 11:00 ~ 12:00
Molecule-Based Flexible and Stretchable Sensors

오준학 교수 (POSTECH)

PM 12:00 ~  1:00 점심 식사 및 운영 논의

7월 22일 (토요일) 해운대 호텔 일루아 Conference room

07:00 - 09:00 - 아침 식사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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