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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이 름 소 속 제목(영문/한글)

P-1 박원기 KAIST
Supramolecular nano-architecturing with organic ambipolar 
semiconductor via nanoconfinement 
나노공간제어를 이용한 유기 양극성 반도체 기반 초분자 나노 건축

P-2 신민정 KAIST
Directed Self-Assembly of Topological Defects of Smectic Liquid 
Crystal Using Soft Lithographic Method
소프트 임프린팅 기법을 통한 스멕틱 액정 결함구조의 조절

P-3 한문종 KAIST
Charge carr ier  mobi l i ty  vs .  b irefr ingence:  Highly  or ient 
supramolecular organic semiconductors
전하 이동도와 복굴절의 비교: 고배향 초분자 유기반도체

P-4 박순모 KAIST

Fabrication of alignment layer using lyotropic chromonic liquid 
crystals in a capillary and orientation control of a thermotropic liquid 
crystal
모세관 내 유방성 크로모닉 액정 물질을 이용한 배향 박막 제작과 열방성 
액정 물질의 배향 조절

P-5 유혜선 전북대 High transparent and high contrast ratio optically isotropic liquid 
crystal

P-6 서아람 KAIST

Dynamic control of smectic defect structures derived from 
disclination line defects via in-plane electric field
수평 전기장을 통한 디스클리네이션 선 결함으로부터 파생된 스멕틱 
결함 구조의 동적 제어

P-7 전병규 부산대
Control of Transmittance and Haze Using a Dye-doped Liquid Crystal 
Phase Grating Device
염료가 혼합된 액정 위상 격자 소자를 이용한 투과율과 Haze의 제어

P-8 오승원 부산대 Optically- and thermally-switchable liquid crystal cell
빛과 온도로 스위칭 가능한 액정 셀

P-9 윤형호 부산대 Surface Aligned Main-Chain Liquid Crystalline Elastomers: Tailored 
Properties by the Choice of Amine Chain Extenders

P-10 허재원 부산대
Realization of low opaque-state specular transmittance using an ion-
doped liquid crystal cell
이온이 혼합된 액정 셀을 이용한 낮은 차광 투과율 구현

P-11 이준서 성균관대
Quantum Dot Behavior near the boundary between nematic and 
isotropic domain
네마틱과 등방상 사이 경계에서의 퀀텀닷 거동

P-12 김상혁 부산대
Initially-opaque light shutter using chiral-nematic liquid crystal with 
vertical anchoring
수직 배향된 카이랄 네마틱 액정을 이용한 초기 차광 액정 광셔터

P-13 전지수 인하대

3-Dimensional Micropatterning of Semiconducting Polymers via 
Capillary Force Assisted Evaporative Self-Assembly
모세관 힘을 통한 증발성 자가 조립현상을 에 의한 반도체성 고분자의 
3차원 마이크로패터닝

P-14 이보미 성균관대 Analysis of dielectric constant for dielectrophoresis in anisotropic medium
비등방성 매질내 유전영동에 대한 유전율 시뮬레이션

P-15 조영서 부산대 Inverse Super-Twisted-Nematic LC Cell for Control of Transmittance
Inverse STN 액정 셀을 이용한 투과도 가변

P-16 이희수 성균관대
Fabrication of nematic liquid crystal cell to generate optical vortex 
array
광학 볼텍스의 격자형 배열 형성을 위한 네마틱 액정 셀 제작

P-17 지성민 부산대
Calculation of optimum dye concentrations for transmittance control 
of a liquid crystal cell
액정 셀의 투과도 가변을 위한 이색성 염료의 최적 혼합 비율 계산

P-18 T.Kumar 전북대 Flexoelectric Effects in Pi Liquid Crystal Cell

P-19 S.Pagidi 전북대 Pitch length dependent tunable diffractor with OILC

분 류 이 름 소 속 제목(영문/한글)

P-20 오은체 전북대 Fabrication of Coatable Polarizer by Smectic Phase Guest-Host System 
for Flexible Display Applications

P-21 Y. Ye 전북대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smectic reactive mesogen for “guest-
host” system polarizer

P-22 김홍민 전북대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novel chiral dopants based on Schiff’s 
Base

P-23 정진영 전북대 UV polarization dependence of retardation of single-layer negative 
dispersion film

P-24 배재현 경희대 Monodomain-like polymer-stabilized blue phase II with red, green, and 
blue reflective colors

P-25 유병훈 부산대 Dye-doped PSLC light shutter fabricated by using thermoplastic polymer

P-26 우종하 한양대 Stereoscopic 3D Display using orthogonally Polarized Emission

P-27 고명옥 충남대
Fast measurement of the dynamic pitch variation of the cholesteric 
liquid crystal
콜레스테릭 액정의 동적 피치 변화 측정

P-28 김현종 서울대 Relations between average transition time and negative capacitance of OLED
OLED의 평균 천이 시간과 음의 커패시턴스에 관계 분석

P-29 이도연 성균관대 Demultiplexing multiple optical vortices with a complex mask

P-30 양민용 KAIST
The nature of Helical Nano-crystallite phase in nanometer-scaled 
confined geometry
한정된 나노 규모 공간의 나선 나노-미결정 상에 대한 연구

P-31 김은진 호서대 Transparent flexible display based on hybrid type black PDLC attached 
cholesteric LCD

P-32 양희상 호서대 Hybrid type PDLC as a light shutter

P-33 V.Kumar 전북대 In-situ Control of Pretilt Angle in Vertically Aligned Nematic LCs using 
Azo-Dye Additive and Linearly Polarized Light

P-34 V.Baliyan 전북대 Electrically Switchable Smart Window Applications Based on Cholesteric 
Liquid Crystals

P-35 A.Nasrollahi 전북대 Homogenous Alignment of Nematic Liquid Crystals Induced by In Situ 
Polarized Visible Light

P-36 유성미 KRICT 

One-pot surface modified and crosslinked poly(ethylene-alt-maleic 
anhydride) gate insulator for the low-voltage operation of DNTT thin-film 
transistors
저전압 유기 박막 트랜지스터용 poly(ethylene-alt-maleic anhydride) 게이트 
절연체 표면 개질 연구

P-37 김태형 동아대 Vertical orientation of liquid crystal on tocopherol-modified polystyrene 
films

P-38 주창하 동아대 Liquid crystal orientation on capsaicin substituted polystyrene films

P-39 오희묵 동국대

UV Light Screen Using Cholesteric Liquid Crystal Micro Capsule on 
Basis of Selective Reflection
콜레스테릭 액정 캡슐의 선택적 반사 특성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 개발에 
관한 연구

P-40 서현진 KRICT Robust Photonic Microparticles Comprised of Cholesteric Liquid 
Crystals for Anti-Forgery Materials

P-41 김초롱 금오공대 Synthesis and characteristic of light emitting mesogens with a thiophene 
linkage

P-42 유현아 금오공대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liquid crystalline light emitting 
compounds base on fluorene unit

P-43 이지현 금오공대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light emitting mesogenic copolymers 
with benzothiadiazole moiety

P-44 현다솜 금오공대 Synthesis and property of copolymers with metallo-mesogen based on 
iridium(Ⅲ)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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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Introduction

시 간 분 류 발표저자(소속) 제 목

12:30 ~ 13:00 등 록

13:00 ~ 13:05 개회사 (김종현, 액정연구회 회장)

13:05 ~ 13:10 안   내 (윤동기, 액정연구회 간사)

Special Session : LC meets Electronics (좌장: 가재원, KRICT)

13:10 ~ 13:40 I-1 노용영(동국대학교)
H i g h  p e r f o r m a n c e  p o l y m e r 
transistors by controlling charge 
carrier density

13:40 ~ 14:10 I-2 김윤호(KRICT)
L i q u i d  c r y s t a l l i n e  o r g a n i c 
semiconductors for high-performance 
organic transistors

14:10 ~ 14:40 I-3 윤동기(KAIST)
Orientation of conducting LCs and its 
electrical property 

14:40 ~ 14:55 Coffee Break

Session I : Novel Phenomena (좌장: 김윤호, KRICT)

14:55 ~ 15:25 I-4 송장근(성균관대학교)
Photonic crystal device using 2D 
nano colloid liquid crystals 

15:25 ~ 15:40 O-1 김종윤(전북대학교)
Increase of flexoelectric anisotropy in 
calamitic ferroelectric liquid crystal-
doped nematic liquid crystal

15:40 ~ 15:55 O-2 이준서(성균관대학교)
Formation of quantum dot cluster 
array using boundary movement of 
nematic-isotropic boundary

15:55 ~ 16:10 O-3 이준용(충남대학교)
O r i e n t a t i o n  c o n t r o l  o f  b l a c k 
phosphorus flakes in nematic liquid 
crystal

16:10 ~ 16:25 Coffee Break

Special Tutorial(I) (좌장: 송장근, 성균관대학교)

16:25 ~ 17:55 유창재(한양대학교) 디스플레이광학-심화과정(I)

Poster Session (좌장: 김진수, KRICT)

17:55 ~ 19:00 P 박원기(KAIST)등 44편 포스터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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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분 류 발표저자(소속) 제 목

Special Tutorial(II) (좌장: 최윤석, 한밭대학교)

09:00 ~ 10:30 유창재(한양대학교) 디스플레이광학-심화과정(II)

10:30 ~ 10:45 Coffee Break

Session II : Cholesteric LC (좌장: 윤동기, KAIST)

10:45 ~ 11:15 I-5 박수영(경북대학교) Smart molecular-spring photonic 
droplet and shell

11:15 ~ 11:30 O-4 김병천(경희대학교)

Helical twisting power of achiral 
bent-core molecules doped in a 
cholesteric liquid crystal: Effect of 
terminal chain length of the achiral 
bent-core molecules

11:30 ~ 11:45 O-5 최태훈(부산대학교) Liquid crystal phase grating device 
for fast control of haze value

11:45 ~ 12:50 점심식사(콘도동 2층 한식당 동백)

Session III : LC Nanostructure (좌장: 전철규, 호서대학교)

12:50 ~ 13:20 I-6 정광운(전북대학교) Hierarchical nanostructures from 
functional reactive mesogens

13:20 ~ 13:35 O-6 유라(KAIST)
Control of heliconical structure of twist 
bend nematic liquid crystal phase via 
nanoconfinement

13:35 ~ 13:50 O-7 김병곤(경북대학교)

Fast switching optically isotropic 
liquid crystal nano-droplets with 
improved depolarization and Kerr 
effect

13:50 ~ 14:05 O-8 최연규(부산대학교) Fast turn-off time behavior in VA 
mode with 2-D confinement

14:05 ~ 14:20 Coffee Break

시 간 분 류 발표저자(소속) 제 목

Session IV : LC Optics (좌장: 정광운, 전북대학교)

14:20 ~ 14:50 I-7 이지훈(전북대학교) 디스플레이용 역파장분산 보상필름

14:50 ~ 15:05 O-9 이동명(한양대학교)
Optical analysis of circularly polarized 
emission in birefringent conjugate 
polymer

15:05 ~ 15:20 O-10 유희정(전북대학교)

D e p e n d e n c e  o f  i n - p l a n e 
birefringence and Nz coefficient 
of polystyrene film on stretching 
conditions

15:20 ~ 15:35 O-11 Rui He(전북대학교)

Polyimide-free homogeneous 
p h o t o a l i g n m e n t  i n d u c e d  b y 
po lymer izab le  l iqu id  crys ta l 
containing cinnamate moiety

15:35 ~ 15:50 Coffee Break

Session V : Emerging Technology (좌장: 이지훈, 전북대학교)

15:50 ~ 16:05 O-12 이보미(성균관대학교) Bi-directional dielectrophoresis in 
anisotropic liquid crystal

16:05 ~ 16:20 O-13 하태욱(KRICT)

Metal-oxide assisted surface 
t reatment  o f  po ly imide  gate 
insulator for high-performance 
organic thin-film transistors

16:20 ~ 16:35 O-14 김재광(인하대학교)
M o l e c u l a r l y  e n g i n e e r e d 
p h o t o m o t i l i t y  o f  u n t e t h e r e d 
monolithic soft robots

16:35 ~ 16:50 O-15 윤원진(전북대학교)

Polymer-stabil ized automatic 
multidomain vertical alignment 
layers wi th  pret i l t  angles by 
photo-polymerizable amphiphilic 
molecules

16:50 ~ 17:00 Coffee Break

17:00 ~ 17:10 우수논문상/우수포스터상 시상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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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LC연구회를 대표하여 
제19회 한국액정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제19회 한국액정학술대회는 역사, 문학, 예술과 아름다운 바다가 
숨쉬는 고장인 경상남도 통영에서 2018년 1월 17(수)와 18일(목), 
양일간 개최됩니다. 한국액정학술대회는 액정여름학교와 더불어 
지난 19년간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LC연구회의 주요 학술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액정 관련 연구 결과를 토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등 국내 액정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는 학술적으로 액정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초청연사로 모시게 되어 더욱 기대됩니다. 그리고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가 있어 학생 및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역량을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논문발표는 LC meets 
Electronics, Novel Phenomena, Cholesteric LC, LC Nanostructure, 
LC Optics, Emerging Technology 등의 여섯 분야로 나누어 최근 관심 
분야를 거의 망라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집중강의로 한양대학교 유창재 
교수님의 디스플레이광학-심화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디스플레이용 액정기술은 성숙기이고 다음 세대를 향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획기적인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한국액정학술대회가 국내외의 액정전문가들이 모여, 다음 세대 
액정 연구의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한국액정학술대회가 액정 분야 연구자 및 종사자들 간에 만남의 장이 
되고 학술적 및 산업적으로 정보 교환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년 학술대회가 아름다운 통영에서 열릴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윤석, 윤동기, 전철규, 김진수, 가재원, 나준희, 
김윤호 박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우수논문상 및 
우수포스터상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사나이시스템의 윤상호 
대표님과 학술대회 후원을 해주신 코리아인스텍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19회 한국액정학술대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LC연구회 회장 김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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