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KIDS) 

2019년 QD&PV 연구회 하반기 Workshop  

일시: 2019년 09월 27일(금요일)  

장소: 더리버사이드호텔 (신사역, 노벨라홀 LLF층) 

주최: (사)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QD&PV 연구회  

 

[모시는 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산하 QD&PV 연구회에서는 국내 QD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2019년 하반기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본 워크샵을 통해 QD관련 국내 연구자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 및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09월 27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QD&PV 연구회장 양희선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 유재수 

 

[Program]  

09월 27일(금요일) 

시간 내용 초청강사 

09:00 - 09:30 등록  

09:30 – 09:35 인사말  

09:35 - 10:25 Optical Charaterization of Various  InP QDs by Single-dot and 

Ensemble Spectroscopy 

김동호 교수 (연세대학교) 

10:25 - 11:05 Multi-dimensional perovskite 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 

and light conversion application 

임원빈 교수 (한양대학교) 

11:05 - 11:45 색재현율에 의한 화질향상 박영경 교수 (이화여자대

학교) 

11:45 – 13:00 점심 식사  

13:00 - 13:40 Printed Electronics:  

Enabling Wearable Technology for Displays and Sensors 

정승준 박사 (KIST) 

13:40 - 14:20 CdHgSe/HgS/CdZnS Quantum Dots Exhibiting Bright Short-

Wave Infrared Light Emission 

임성준 박사 (DGIST) 

14:20 - 15:00 Recent progress toward colloidal quantum dot laser diodes 노정균 교수 (부산대학교) 

15:00 - 15:20 Coffee break  

15:20 - 16:00 양자점 기반 신경망 시각화 기술 박경원 박사 (KETI) 



16:00 - 16:40 High-Resolution Patterning and Tandem Processing of Colloidal 

Quantum Dots 

강문성 교수 (서강대학교) 

16:40 - 17:20 Ultrathin flexible quantum dot LEDs for wearable display 최문기 교수 (UNIST) 

 

[참가신청] 

1. 사전등록 기한: 09월 18일(수요일)까지 

2. 신청 방법: 홈페이지 www.k-ids.or.kr 상단 학술행사 > 학회 연구회행사  > 2019년 QD&PV연구회 하반기 

Workshop 행사명 클릭 > 빨간 글씨의 [상세내용보기] > 사전등록신청 및 확인 클릭 후 신청 

3. 결제 방법: 카드 결제 혹은 무통장 입금(입금계좌: 수협은행, 1010-1188-9880, (사)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할 경우, 사전 등록 후 사업자 등록증을 kids1@k-ids.or.kr 로 송부  

 

[등록비] 

1. 사전등록 

회원 비회원 

일반 270,000원 일반 340,000원 

학생 170,000원 학생 200,000원 

2. 현장등록: 사전등록가에 3만원 추가 

3. 등록비 (ex: 주차권, 교재, 점심식사 제공), 주차지원 가능 여부 기입 

발렛비 : 4,000원 

주차비 : 무료 

* 비회원 등록자는 행사 종료 후 KIDS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입회비와 올해 연회비가 납부처리 됨 

 

[문의처] 

1. 등록 및 결제 관련 문의: 학회 노인혜 대리 (Tel: 02-563-7922, email: kids3@k-ids.or.kr) 

2. 행사 내용 관련 문의: 성균관대학교 박지수 (Tel: 010-3118-8111, email: jisoo9616@gmail.com) 

http://www.k-ids.or.kr/
mailto:kids1@k-id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