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KIDS) 

나노LED 특별세미나/포럼 

일시: 2021년 07월 14일(수요일) 09:30 ~ 12:00 

장소: 비대면 온라인 워크샵 

주최: (사)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연구회, 한국광기술원 차세대LED연구센터  

 

[Program]  

사회: 사기동 센터장 (한국광기술원) 

시간 내용 초청강사 

09:30~09:40 인사말 문대규 교수 (순청향대학교) 

09:40~10:10 Evolution of LED Display: from micro- to nanorod 

LEDs 

이인환 교수 (고려대학교) 

10:10~10:40 미래 디스플레이를 위한 반도체 나노로드 LED의 

기술 개발 현황과 방향 

홍영준 교수 (세종대학교) 

10:40~11:10 GaN micro- and nano-LEDs for wearable full-color 

display applications 

정건욱 교수 (UNIST) 

11:10~11:40 Pulse-mode MOCVD growth of GaN nanowires for 

optoelectronic application 

배시영 박사 (한국세라믹기술원) 

 

 [참가신청] 

1. 사전등록 기한: 7월 12일(월요일)까지 

2. 신청 방법: 홈페이지 www.k-ids.or.kr 상단 학술행사 > 학회 연구회행사  > “나노LED 특별세미나/포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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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제 방법: 카드 결제 혹은 무통장 입금(입금계좌: 수협은행, 계좌번호: 1010-1438-6531, 예금주: (사)한국정보디

스플레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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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비] 

1. 등록비 안내 

구분 회원 비회원 

회원 
일반 100,000원 160,000 

학생 60,000원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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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청자 등록('비회원 사전등록 및 확인'페이지에서 등록)은 연구회에서 개별적으로 초청받으신 분만 등록해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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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본 행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해 무단 복제 및 촬영, 도용, 2차 수정, 재배포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본 워크샵은 실시간 화상회의(ZOOM)로 진행되고, 사전등록 하셔야만 실시간 참여 및 Q&A 진행이 가능합니다. 

* Q&A는 각 연사자 25분 발표 후 5분동안 실시간 질의 응답 진행됩니다. 

* 워크샵 종료 후 프로그램 강좌는 네이버(Naver) 에드위드(Edwith)를 통해 7/15(목)-7/17(토) 시청하실 수 있습니

다. 

* 사전등록 마감 후 등록하신 분들에게 강좌 시청 가능하신 아이디/비밀번호를 발급하여 강좌링크, 로그인 방법

과 함께 메일로 안내드립니다. 

* 자료집은 에드위드 게시판에 강좌시청 기간내 올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 안내: 사전등록 기간 종료 후 환불 및 카드 변경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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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기술원 김영우, 사기동, 김자연, 안진영 (Tel: 062-605-9346/ 

 email: ywkim@kopti.re.kr, gdsa@kopti.re.kr, jykim@kopti.re.kr, jyan19@kop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