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라인 워크샵 -

언택트 시대의 초실감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

튜토리얼

김휘 교수 (고려대)
증강현실 (A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HMD) 광학 설계 원리

60분

박순기 책임 (레티널) AR/VR 기초 튜토리얼 및 최신 기술현황 60분

홍지수 책임 (KETI) 홀로그램 생성의 기초 60분

해외연사

Mr. Hiroshi Mukawa
(Sony Corporation)

Optical see-through AR HMD with
latency compensation

30분

Dr. Jonghyun Kim
(Nvidia)

Prescription AR and ModulAR: AR-
convertible eyeglasses 

30분

Dr. Changwon Jang
(Facebook)

Display system research for AR/VR 30분

Prof. Hong Hua 
(Univ. of Arizona)

Recent progresses on head-mounted 
light field displays

30분

Prof. Hakan Urey 
(Koc Univ. and CY Vision)

Holographic displays for AR glasses 
and AR-HUDs

30분

Prof. Liang Gao
(UCLA)

Human-centric holographic near-
eye display systems

30분

Prof. Shin Tson Wu 
(Univ. of Central Florida)

Diffractive liquid crystal devices for 
near-eye displays

30분

국내연사

박재형 교수 (인하대)
Occlusion-capable AR near-eye 
display using a single DMD

30분

박중기 실장 (ETRI) 초고해상도 홀로그램 생성 기술 30분

오관정 박사 (ETRI) 3차원 영상 압축 표준화 현황 30분

이준우 PM (IITP)
언택트 시대에 대한 방송콘텐츠 연구개발
정책 동향

30분

장동환 전무
(메이디스플레이)

LCOS micro-display 개발 현황 및 적용
분야

30분

김주윤 대표 (DOT)
모두를 위한 햅틱 : VR / AR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까지

30분

모시는글
올해는 팬데믹 선언을 불러온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전세계가 전방위적인 재난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가 절망

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모든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는 등 학술적 교류에 큰 지장을 받

고 있으며 각종 연구개발도 공동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류의 진보를 위한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인류 사회 전체에 지워지지 않는 상흔

을 남기어 질병 이후 A.D.(After Disease)에는 코로나 이전 B.C. (Before Corona)과 확연히 구분되어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측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장소가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됨에 따라 가상 세계가 일상화되고 비대면 경제가 평범한 생활양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이후

의 세계는 물리적 교류는 적어지고 활동 범위를 더 작은 둘레로 제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는 인류사에 있어 비가역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역설적

이게도 비대면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로 초실감 디스플레이가 주목을 받으며, 초실감 디스플레이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주도적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보디스플레이 학회에서는 ‘언택트 시대의 초실감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워크샵은 언택트 시대의 뉴노

멀 스탠다드인 온라인 워크샵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프라인 워크샵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온라인 워크샵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온라인 워크샵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그간 국내 워크샵에서 만나보기 어려웠던 저명한 해외 연사들을 다수 초청하였습니다. 본 워크샵을 통해 언택트 시대가 오히려 국제적 교류를 촉진시키고 인류 진보

를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적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3D 및 AR/VR연구회장 홍 지 수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 이 동 훈

회원 비회원

일반 100,000원 일반 150,000원

학생 50,000원 학생 100,000원

프로그램
 본 워크샵은 사전 녹화된 동영상을 워크샵 기간내 (6월 13일(토) - 21일

(일)) 자유 시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https://cafe.naver.com/kidsimid 게시판 중 3D 및 AR/VR연구회
Online Workshop 클릭 > 게시물중 “언택트 시대의 초실감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 행사명 공지사항 확인 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시청하시려면 네이버 ID가 있어야합니다. 사전등록 하신 분들을 KIDS에서
웨비나 네이버 카페로 초청합니다. 

 이전 KIDS 웨비나에 참석하셔서 네이버 KIDS Webinar 카페에 가입하셨던
회원분들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 시 네이버 카페 ID를 표기해 주
시면 시청가능한 등급으로 변경해드립니다.

 Q&A 는 게시판 댓글로 진행합니다. 6월 19일까지 취합된 질문들에 대한 연
사들의 대답은 21일 이후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등록 및 결제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노인혜 대리
Tel: 02-563-7922, E-mail: kids3@k-ids.or.kr

 행사 문의
KIDS 3D 및 AR/VR 연구회 조근혜 국장
Tel: 02-6388-6650, E-mail: jogh11@naver.com

문의처

 이번 온라인 워크샵의 등록 기한은 6월 11일 목요일 까지입니다.

 홈페이지 www.k-ids.or.kr 상단 학술행사 > 학회 연구회 행사 > “언택트

시대의 초실감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 행사명 클릭 > 빨간 글씨의 [상세내용

보기] > 사전등록신청 및 확인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의 등록비를 무통장 입금 또는 카드결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 수협은행, 1010-1188-9951, (사)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정확한 등록확인을 위해 입금자를 등록자와 동일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할 경우, 사전 등록 후 사업자 등록증을

kids1@k-ids.or.kr 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비회원 등록자는 행사 종료 후 KIDS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입회비와

올해 연회비가 납부처리 됩니다.

등록안내

https://cafe.naver.com/kidsi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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