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KIDS) 

제34회 무기발광소재 연구회 추계 워크샵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요일)  

장소: 서울 영등포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 영등포구청역점 - YP센터 1층 본아카데미홀 

주최: (사)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무기발광소재 연구회  

후원: 대주전자재료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무기발광 소재 연구회장 양희선입니다. 

제34회 무기발광소재 연구회 추계 워크샵을 아래와 같이 오는 12월 10일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영등포구청역점)

에서 개최함을 알려드리며 정중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무기발광 소재 연구회장 양희선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 이병호 

 

[Program]  

12월 10일(금요일) 

시간 내용 초청강사 

12:00~12:55 등록  

12:55~13:00 인사말 
양희선 교수 

(홍익대) 

13:00~13:40 Cd free QD display 
전신애 박사 

(삼성종합기술원) 

13:40~14:10 
Synthesis of Quantum Dots for High-Performance 

Optoelectronic Application 

박종남 교수 

(UNIST) 

14:10~14:40 Color tunable upconversion nanophosphor 
장호성 박사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14:40~15:10 인공지능 이용 발광소재 연구 
손기선 교수 

(세종대) 

15:10~15:50 Coffee Break  

15:50~16:30 
Ultrasmall LED materials for next-gen. EL materials: First-mover 

or fast follower? 

도영락 교수 

(국민대) 

16:30~17:00 
Designing Colloidal Semiconductor Nanocrystals for 

Manipulating Charge Carriers for Optoelectronics 

오누리 교수 

(한양대) 

17:00~17:30 카바졸 기반 용액공정용 유기발광소재 
이재민 박사 

(한국화학 연구원) 



 

17:30~18:00 

Highly emissive perovskite nanocrystals via surface 

engineering for high performance perovskite light-emitting 

diodes 

송명훈 교수 

(UNIST) 

18:00~18:05 맺음말 
양희선 교수 

(홍익대) 

 

[참가신청] 

1. 사전등록 기한: 12월 3일(금요일)까지 

2. 신청 방법: 홈페이지 www.k-ids.or.kr 상단 학술행사 > 학회 연구회행사  > 제34회 무기발광소재 연구회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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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제 방법: 카드 결제 혹은 무통장 입금(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할 경우, 사전 등록 후 사업자 등록증을 kids3@k-ids.or.kr 로 송부 

* 환불요청은 사전등록 마감일까지 신청한 내역만 처리됨. 환불요청 시, kids3@k-ids.or.kr로 요청자명을 표기한 환

불요청 메일 송부 

 

[등록비] 

1. 등록비 안내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원 일반 200,000원 250,000원 

학생 100,000원 125,000원 

비회원 일반 260,000원 310,000원 

학생 125,000원 150,000원 

2. 등록비 (ex: 주차권, 교재, 점심식사 제공), 주차지원 가능 여부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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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전면 온라인 진행 시 edwith 안내는 사무국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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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임원빈 교수 (02-2220-4759/ email: imwonbin@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