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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추운 겨울이 지나고, 2019년도 어느덧 만물이 생동하는 5월이 되었

습니다. 저희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AMD 연구회에서는 5월 San 

Jose에서 개최되는 2019년 SID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 발표될 연구 

및 제품들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

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인, 2019 SID 리뷰 워크샵을 개최하려고 합

니다. SID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과 학계 연구자들의 활발한 기술 

교류의 장이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학술대회로, 디스플

레이 관련 신기술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합

니다. 2019 SID 리뷰 워크샵은 향후 국내 디스플레이 연구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께 전세계에서 모인 최신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를 소개

해줄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2019 SID 리뷰 워크샵을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2019.  5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AMD연구회 

SID Korea Chapter 

 일시 :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 연세대학교 공학원 대강당 (지하 1층) 

 주최 :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AMD연구회,  

          SID Korea Chapter 



SID Society for Information Display KIDS Korean Information Display Society 

프로그램 등록안내 
• 사전 등록 방법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홈페이지(www.k-ids.or.kr)의 “학회연구회행사”  일정표에서  

해당 워크샵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카드결제를 진행합니다. 

현금등록 시에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수협은행 1010-1188-9913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AMD연구회 

사전등록 마감일 : 2019년  5월  24일(금) 

• 현장 등록 

당일 현장에서 등록신청서 작성 후, 카드결제 또는 현금결제. 

• 참가비 

- 사전등록   일반: 190,000원 (회원: 90,000원, 법인회원사 임직원: 130,000원), 

학생: 110,000원 (학생회원: 70,000원) 

- 현장등록   일반: 220,000원 (회원: 110,000원, 법인회원사 임직원: 150,000원), 

학생: 130,000원 (학생회원: 90,000원) 

* 비회원 등록자는 행사 후 KIDS와 SID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입회비와 2019년의 연회

비를 납부처리 해 드립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SID Korea Chapter (02-2123-7825) 

- KIDS AMD 연구회 (02-563-7922) 

08:30~09:05 등록 및 개회 

09:05~09:20 SID 소개 및 비전 김용석 SID 전회장 

09:20~09:50 
SID Technology Trend 

Overview 
석준형 교수 (한양대) 

09:50~10:30 Quantum Dot/QLED TBD 

10:30~10:40 휴 식 

10:40~11:20 Oxide TFT 기술 박상희 교수 (KAIST) 

11:20~12:00 OLED 소자 및 조명 서민철 교수 (경희대) 

12:00~13:00 점 심 

13:00~13:40 OLED 소재 권장혁 교수 (경희대) 

13:40~14:20 TBD TBD 

14:20~15:00 대형 OLED TV 기술 동향 LG디스플레이 

15:00~15:10 휴식 

15:10~15:50 Mobile OLED 기술 동향 삼성디스플레이 

15:50~16:30 TBD TBD 

16:30~17:10 SID 전시 핵심 리뷰 김현재 교수 (연세대) 

찾아오시는 길 

공학원 대강당 (B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