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0년 8월 31일(월) ~ 9월 4일(금)

장 소 : On-line 교육

주 관 :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OLED 및 Flexible Display 연구회

참 가 방 법

1. 사전등록기한 : 2020년 8월 28일(금)까지

2. 사전등록방법 : http://k-ids.or.kr/ 의 학술행사 > 학회연구회행사 > 제16회 OLED Sc
hool > 상세내용보기 > 사전등록 및 확인(왼쪽) 에서 신청 후 등록비 납부

3. 참 가 비: 사전등록 (무통장입금 및 카드 결제 가능)

일반 : KIDS 회원 100,000원 / 비회원 150,000원

학생 : KIDS 회원 50,000원 / 비회원 80,000원

* 결제가 완료되어야 사전등록으로 인정됨

* 시스템상 결제가 안 될 시에 카드정보, 카드유효기간을 메일로 제출하여 사전등록

(kids3@k-ids.or.kr)

4. 입금계좌: 수협은행 1010-1188-9784, (예금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OLED연구회

5. 문 의 처:  

학회 : 노인혜 성균관대 : 정숙희

Tel 02-563-7922, Fax 02-556-3396    Tel : 031-299-4807 

(E-mail) kids3@k-ids.or.kr                (E-mail) sukhee0325@skku.edu 

On-lin 강의 수강 안내

계산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업자등록증을 kids1@k-ids.or.kr로 보내 주시면 발행해 드립니다.

1. 본 교육은 사전 녹화된 동영상을 교육 기간내 (8월 31일(월)~9월 4일(금))이며 자유롭게

선택 및 반복 시청가능합니다.

2. 접속 방법 : https://cafe.naver.com/kidsimid 게시판 중 제16회 OLED SCHOOL 클릭 > 게

시물중 “제16회 OLED SCHOOL” 행사명 공지사항 확인 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3. 사전등록 하셔야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시청하시려면 네이버 ID가 있어야합니다. 사전등록 하신 분들을 KIDS에서 웨비나 네이버

카페로 초청합니다. (사전등록하신 후, 카페가입승인을 받으신 회원만 접속 가능합니다.)

5. 기존 웨비나에 참석하셔서 네이버 KIDS Webinar 카페에 가입하셨던 회원분들은 학회 홈

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 시 네이버 카페 ID를 표기해 주시면 시청가능한 등급으로 변경해

드립니다.

6. Q&A 는 게시판 댓글로 진행합니다.

http://www.etorrent.co.kr/plugin/mobile/board.php?bo_table=car&wr_id=34981
http://www.google.co.kr/imgres?imgurl=http://www.lg.com/au/images/pressrelease/lg-oled-tv-curved-screen.jpg&imgrefurl=http://www.lg.com/au/press-release/lgs-curved-oled-and-ultra-hdtv-range-to-hit-stores&h=800&w=2000&tbnid=6mLSTwtTS2l5FM:&zoom=1&docid=BCdDAd655At8lM&ei=XJiKVOWJBMPk8AWZ64LoCg&tbm=isch&ved=0CEcQMyglMCU


주제 초청연사

개회사 이준엽 연구회 회장

OLED 기초 원리 이종희 교수 (한밭대)

OLED 소자 기초 물리 이정환 교수 (인하대)

OLED 재료 이칠원 교수 (단국대)

OLED 기초 광학 김정호 교수 (경희대)

OLED 평가 김태경 교수 (홍익대)

용액 공정 소재 및 소자 기술 이재민 책임 (한국화학연구원)

소형 OLED 소자 및 공정기술 서민철 교수 (경희대)

대형 OLED 소자 및 공정기술 권장혁 교수 (경희대)

Flexible OLED 기술 개요 홍용택 교수 (서울대)

Flexible 기판 및 공정 기술 정용철 수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녕하십니까? OLED 및 Flexible Display 연구회장 이준엽 입니다.

현재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지난해 새롭게 Foldable AMOLED가

제품으로 출시되고 대형 OLED TV 생산이 확대되는 등 제 2의 성장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가 기술 및 시장을 주도하면서 해외 업체

와의 기술 격차를 벌리며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의 Flexible OLED 기술을 활용한 Rollable OLED TV 등도

출시되고 Foldable OLED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습니다. 신규 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제품 전략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트

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Flexible OLED는 우수한 디자인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앞으로도 큰 발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한

민국의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 국 정 보 디 스 플 레 이 학 회 (KIDS) OLED 및 Flexible Display

연구회에서는 올해 OLED 기초이론부터 재료, 소자, 공정, 응용 분야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고 토론하는 장으로 OLED Winter School을 준비하여 개

최하고자 하였으나, COVID-19로 인하여 대면 행사 개최가 불가하여 행

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OLED 및 Flexible display에 관한 많은

분들의 교육 요구에 따라 제16회 OLED School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대면으로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본 교육에 오셔서 차세대

기술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Flexible OLED 기술에 대하여 배우고 논

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OLED 및 Flexible Display 연구회장

이준엽 드림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OLED&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319&ie=utf8&img_id=cafe24697254%7C23%7C259691_2&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1&nx_search_query=OLED&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OLED&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436&ie=utf8&img_id=news50130000010753_2&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1&nx_search_query=OLED&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ED%88%AC%EB%AA%85%EB%94%94%EC%8A%A4%ED%94%8C%EB%A0%88%EC%9D%B4&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2&ie=utf8&img_id=news0920002014581_1&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1&nx_search_query=%ED%88%AC%EB%AA%85%EB%94%94%EC%8A%A4%ED%94%8C%EB%A0%88%EC%9D%B4&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G%ED%94%8C%EB%A0%89%EC%8A%A4&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17&ie=utf8&img_id=blog65053291%7C48%7C70178974627_1&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1&nx_search_query=G%ED%94%8C%EB%A0%89%EC%8A%A4&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OLED&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319&ie=utf8&img_id=cafe24697254%7C23%7C259691_2&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1&nx_search_query=OLED&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OLED&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436&ie=utf8&img_id=news50130000010753_2&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1&nx_search_query=OLED&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ED%88%AC%EB%AA%85%EB%94%94%EC%8A%A4%ED%94%8C%EB%A0%88%EC%9D%B4&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2&ie=utf8&img_id=news0920002014581_1&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1&nx_search_query=%ED%88%AC%EB%AA%85%EB%94%94%EC%8A%A4%ED%94%8C%EB%A0%88%EC%9D%B4&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sm=ext&viewloc=1&where=idetail&rev=17&query=G%ED%94%8C%EB%A0%89%EC%8A%A4&section=image&sort=0&res_fr=0&res_to=0&start=17&ie=utf8&img_id=blog65053291%7C48%7C70178974627_1&face=0&color=0&ccl=0&viewtype=2&aq=0&spq=1&nx_search_query=G%ED%94%8C%EB%A0%89%EC%8A%A4&nx_and_query=&nx_sub_query=&nx_search_hlquery=&nx_search_fasqu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