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KIDS) 

2020년 QD&PV 연구회 상반기 Workshop 

일시: 2020년 2월 28일(금요일)  

장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서울 명륜동) 600주년 기념관 소향강의실  

주최: (사)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QD&PV 연구회  

 

[모시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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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2020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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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8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QD&PV 연구회장 채희엽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 이동훈 

 

[Program]  

2월 28일(금요일) 

시간 내용 초청강사 

9:00~9:35 등록   

9:35~9:40 인사말 채희엽 교수 (성균관대학교) 

9:40~10:20 Highly efficient and stable InP/ZnSe/ZnS 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s 

장은주 Fellow (SAIT) 

10:20~11:00 A skin-like two-dimensionally pixelized full-color 

quantum dot photodetector for bio- and image 

sensing application 

박성규 교수 (중앙대학교) 

11:00~11:40 Stability improvement of perovskite quantum dots for 

LED 

김상욱 교수 (아주대학교) 

11:40~13:00 점심식사   

13:00~13:40 Hybrid white emitting EL devices using QDs and small 

molecules 

김지완 교수 (경기대학교) 

13:40~14:20 Synthesis of various InP nanostructures using their 

magic size clusters 

김성지 교수 (POSTECH) 

14:20~15:00 OLED 발광 재료 기술 동향 및 전망 이준엽 교수 (성균관대학교) 

15:00~15:20 Coffee Break   



15:20~16:00 Material engineering strategies for colloidal quantum 

dot solar cells 

최종민 교수 (DGIST) 

16:00~16:40 Defect engineering for perovskite optoelectronics 한태희 교수 (한양대학교) 

16:40~17:20 TBD 기업 

17:20~17:25 맺음말 채희엽 교수 (성균관대학교) 

 

[참가신청] 

1. 사전등록 기한: 2월 21일(금요일)까지 

2. 신청 방법: 홈페이지 www.k-ids.or.kr 상단 학술행사 > 학회 연구회행사  > 2020년 QD&PV연구회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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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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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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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 

1. 등록비 안내 

구분 사전등록 

회원 
일반 270,000원 

학생 170,000원 

비회원 
일반 340,000원 

학생 200,000원 

2. 현장등록: 사전등록가에 3만원 추가 

3. 점심식사 제공 및 8시간 주차권 제공, 추가 최초30분 2000원 이후 10분당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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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현 (031-299-6799, ryumh@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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