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KIDS) 

2020년 QD&PV 연구회 하반기 Workshop 

일시: 2020년 10월 22일(목요일)  

장소: 온라인 실시간 LIVE (YouTube) 

주최: (사)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QD&PV 연구회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QD&PV 연구회장 채희엽 입니다. 

현재 양자점 소재 및 이를 이용한 소자 응용 연구는 디스플레이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산업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산하 QD&PV 연구

회에서는 국내 QD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시고 2020년 하반기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COVID-19로 

인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대면행사가 어려운 관계로 실시간 강연으로 온라인 개최합니다. 본 워크샵을 통해 

QD관련 국내 연구자들 간의 심도있는 토론 및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22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QD&PV 연구회장 채희엽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 이동훈 

[Program]  

10월 22일(금요일) 

시간 내용 초청강사 

13:00 ~13:05 인사말  채희엽 교수 (성균관대학교) 

13:05 ~ 13:40 EL-QD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동향 강진구 수석 (삼성디스플레이) 

13:40 ~ 14:20 OLED 발광 재료 기술 동향 및 전망 이준엽 교수 (성균관대학교) 

14:20 ~ 15:00 Defect engineering for perovskite optoelectronics 한태희 교수 (한양대학교) 

15:00 ~ 15:40 QLEDs for display and lighting devices 곽정훈 교수 (서울대학교) 

15:40 ~ 16:00 COFFEE BREAK  

16:00 ~ 16:40 Unconventional EL devices using QDs and small 

molecules 

김지완 교수 (경기대학교) 

16:40 ~ 17:20 Synthesis of Various InP Nanostructures Using Their 

Magic Size Clusters 

김성지 교수 (포항공대) 

17:20 ~ 18:00 Building infrared optoelectronics from colloidal 

quantum dots 

백세웅 교수 (고려대학교) 

18:00 ~ 18:05 맺음말 채희엽 교수 (성균관대학교) 



[참가신청] 

1. 사전등록 기한: 10월 20일(화요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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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제가 완료되어야 사전등록으로 인정됨 

* 시스템상 카드결제가 안될 시에 카드정보, 카드유효기간을 메일로 제출하여 사전등록 (kids3@k-ids.or.kr) 

 

[등록비] 

1. 등록비 안내 

구분 사전등록 

회원 
일반 200,000원 

학생 100,000원 

비회원 
일반 250,000원 

학생 130,000원 

 

[On-line 강의 수강 안내] 

1. 본 워크샵은 실시간 강연으로 진행되며, 녹화된 동영상을 1주일동안 (10월 26일(월)~11월 1일(일)) 자유롭게 

선택 및 반복 시청 가능합니다. 

2. 사전등록 하셔야만 실시간 강연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강연은 10월 22일(목) 당일 오전에 한국정보

디스플레이학회의 사전등록 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강연의 Q&A는 좌장을 맡으실 

교수님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3. 녹화된 동영상 접속 방법: https://cafe.naver.com/kidsimid 게시판 중 2020년 QDPV 연구회 하반기 워크샵 클릭 

> 게시물중 “2020년 QD&PV 연구회 하반기 워크샵” 공지사항 확인 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KIDS 웨비나 네이버 

카페 초대 메일은 10월 23일(금)에 사전등록하신 분들께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녹화된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네이버 ID가 있어야합니다. 

4. 기존 웨비나에 참석하셔서 네이버 KIDS Webinar 카페에 가입하셨던 회원분들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신청 시 네이버 카페 ID를 표기해 주시면 시청가능한 등급으로 변경해 드립니다.  

5. 네이버 카페 가입 신청 시, 본인 네이버 id가 아닌 타인의 id로 카페 가입 신청을 하시는 경우, 증빙서류 발급

이 힘드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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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사 내용 관련 문의: 경기대학교 김지완 교수 (010-2735-2977, jiwank@k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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