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플레이 광학  
(13:00-16:00)

디스플레이 특별세미나 
(16:00-18:00)

◆ 교육커리큘럼 : 총 5과목 = 강의별 3시간/일 → 총 14강

과목명 대표강사 시간 과목설명 난이도

디스플레이 개론 강인병 전무(LGD) 외 11명 09:00 - 12:00 디스플레이 입문, 기초 ★

디스플레이 재료 장진 교수(경희대) 외 11명 09:00 - 12:00 LCD 및 OLED 재료 등 ★★

디스플레이 회로 권오경 교수(한양대) 외 11명 09:00 - 12:00 회로 이론, 원리, 분석 등 ★★★

디스플레이 공정 김상열 교수(아주대) 외 11명 13:00 - 16:00 제조 공정 등 ★★

디스플레이 광학 이용희 교수(KAIST) 외 10명 13:00 - 16:00 LCD, OLED, 3D 광학 등 ★★★

◆ 교육일정 
2013년 7월 22일(월) ~ 30일(화), 8월 5일(월) ~ 13일(화) (총 14일)

◆ 프로그램
- 과목별 총 42시간의 교육과정
-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강의
- 수료증 발급
- 교육 기간 중 자습실 제공

◆ 모집대상 :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일반

◆ 등록기간
1. 사전등록 : 2013. 6. 10 - 30 http://www.k-ids.or.kr
2. 현장등록 : 2013. 7. 22 08:00 - 13:00, 홍익대학교 홍문관

◆ 사전등록비
1. 학생 : ① KIDS 회원 : 30만원 ② KIDS 비회원 : 40만원
 - 무결석 수강생은 교육 완료 후 수강료 100% 환불(교재비 10만원 제외 후 환불)

2. 일반 : ① KIDS 회원 : 40만원 ② KIDS 비회원 : 50만원 
 ※ 1과목별 등록비이며 교재비 포함. 현장등록의 경우 사전등록비에 10만원이 추가 됨

3. 일반인 PASS : ① KIDS 회원 : 80만원 ② KIDS 비회원 : 100만원 
  ⇒ 전 과목 수강 가능 (특별 세미나 제외) 

◆ 디스플레이 특별세미나 : 강의별 2시간/일 

과목명 대표강사 시간 과목설명 난이도

디스플레이 세미나 석준형 교수(한양대)
김학선 전무(삼성디스플레이) 외 0명

16:00 - 18:00 • 명사 특강으로 수강료 별도
• 수강료 강의당 10만원
• 수료증 미발급 대상

★

[학회 회원가입]
http://www.k-ids.or.kr : 입, 연회비 학생회원 25,000원, 정회원 60,000원
★ KIDS Display School 성적우수자는 LG디스플레이 산학장학생 또는 신입사원 채용시 가산점 

부여 (※ 총 3회 교육 수료생 48명 입사/2명 입사예정)

★ 연 1회 개최

일자 강의 내용 담당 강사 

1 7/22(월)
광학기초 (파동광학1 : 파동의 

기초, 전자기파 이론 등)
이용희 교수

(KAIST)

2 7/23(화)
광학기초 (파동광학2 : 빛의 전파 
및 분산, 빛의 반사와 굴절 등)

이용희 교수
(KAIST)

3 7/24(수)
광학기초 (기하광학 : 결상이론, 

렌즈 / 마이크로 렌즈 등)
오경환 교수

(연세대)

4 7/25(목) LCD 광학
윤태훈 교수

(부산대)

5 7/26(금) LCD Backlight 광학
고재현 교수

(한림대)

6 7/29(월)
OLED 광학 : OLED 소자의 

광학구조 이해 
유승협 교수

(KAIST)

7 7/30(화) 중간고사

8 8/5(월)
LCD 광학 

(위상지연판, 보상판)
곽진석 교수

(영남대)

9 8/6(화) OLED 광 효율 향상 기술
윤종근 수석
(LG Display)

10 8/7(수)
3D 광학

(3D Display 기술개론)
강훈 책임

(LG Display)

11 8/8(목)
3D 광학 (홀로그래피,

무안경식, 체적형)
이병호 교수

(서울대)

12 8/9(금) 디스플레이 색채 / 표준
김창순 교수
(이화여대)

13 8/12(월) 디스플레이 광학 평가
김일호 사장

(LMS)

14 8/13(화) 기말고사

일자 강의 내용 담당 강사 

1 7/22(월)
LG Display (후원사) 

Recruiting 제도 소개 등
LG Display 인사팀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사무국
TEL: 02-563-7912   FAX: 02-556-3396 

E-mail: kids2@k-ids.or.kr   Homepage: http://www.k-ids.or.kr

2013. 7. 22 - 8. 13 홍익대학교

K I D S  D i s p l a y  S c h o o l  홍 익 대 학 교

정류장 명칭 위치 버스번호

홍익대학교
홍대 호미화방 앞 마포 08, 7011

하나은행, 네스카페 앞 마포 09, 273, 7011

서교호텔 홍익약국, GS25시 맞은 편 마포 09, 273

서강초등학교 서강 초등학교 앞 마포 09, 7013A 

극동 방송국 앞 극동방송 7011

경남예식장

파파존스 피자 앞
271, 5712, 5714, 6002, 
602, 603, 604, 6712, 6716, 
760, 7612

규수당웨딩홀 앞
271, 5712, 5714, 6002, 
602, 603, 604, 6712, 6716, 
760, 7612

◆ 지하철 이용시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6호선 상수역 2번 출구

교통편 안내

◆ 버스 이용시

담당 강사 : 석준형 교수(한양대)
김학선 전무(삼성디스플레이) 외 0명

홍문관
정문

KIDS Display School O.T.
(16:00 ~ 17:00)

◆ 주  관 : (사)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 후  원 : (주) LG디스플레이

◆ 목  적 :   국내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디스플레이관련 전문가들을 모셔서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에 기본이 되는 기초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본    

  강의 개설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한 대학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정보디스플레이 

학회에서 주관하여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진행합니다. 본 교육에서는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초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본 강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위한 내용이지만, 

일반인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일자 강의 내용 담당 강사 

1 7/22(월) Display 개론 
강인병 전무/

연구소장
(LG Display)

2 7/23(화) 디스플레이 색 및 색채 공학
박승옥 교수

(대진대)

3 7/24(수) FPD 산업 및 시장 동향
조의식 교수

(가천대)

4 7/25(목) OLED 재료 및 소자 기술
양중환 연구위원

(LG Display)

5 7/26(금)
TFT-LCD와 AMOLED의 

기초 및 동작원리
김현재 교수

(연세대)

6 7/29(월) TFT 특성, 구조 및 제조 방법
김성기 수석
(LG Display)

7 7/30(화) 중간고사

8 8/5(월)
액정 기초 및 액정 모드의 

동작원리
유창재 교수

(한양대)

9 8/6(화)
Graphene을 이용한 Display 

응용기술
안종현 교수

(연세대)

10 8/7(수) 디스플레이 구동의 이해
홍희정 수석
(LG Display)

11 8/8(목) Flexible Display 기술
최경철 교수

(KAIST)

12 8/9(금) 3D 기술 
박재형 교수

(인하대)

13 8/12(월) Oxide Thin Film Transistor
박진성 교수

(한양대)

14 8/13(화) 기말고사

일자 강의 내용 담당 강사 

1 7/22(월)
디스플레이 재료의 종류 및 

특성
장진 교수
(경희대)

2 7/23(화) 디스플레이 프린팅 재료
김진욱 수석
(LG Display)

3 7/24(수) 디스플레이용 C/F 재료 
윤천 교수
(세종대) 

4 7/25(목)
OLED용 청색, 녹색, 

적색 형광 재료
서민철 교수

(경희대)

5 7/26(금) OLED용 인광 재료 
홍종인 교수

(서울대)

6 7/29(월)
OLED 전극재료 및 

전극 계면 분석
박용섭 교수

(경희대)

7 7/30(화) 중간고사

8 8/5(월) 디스플레이용 TCO / 형광체
전덕영 교수

(KAIST)

9 8/6(화) OTFT용 유기 반도체 재료 특성 
김윤희 교수

(경상대)

10 8/7(수)
Liquid Crystal Materials for 

TFT LCD Applications
강신웅 교수

(전북대)

11 8/8(목)
LCD cell 재료 (편광판, 배향, 

Seal, Spacer)
김경진 수석
(LG Display)

12 8/9(금) 차세대 디스플레이 재료
김철홍 수석
(LG Display)

13 8/12(월) 디스플레이용 양자점 재료 
곽정훈 교수

(동아대)

14 8/13(화) 기말고사

일자 강의 내용 담당 강사 

1 7/22(월) 반도체 물리 및 특성
최종선 교수

(홍익대)

2 7/23(화)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 및 동작 원리

전재홍 교수
(항공대)

3 7/24(수)
박막 트랜지스터의 원리 및 

응용
장용호 연구위원
(LG Display)

4 7/25(목) TFT-LCD 구동 기술
최병덕 교수

(한양대)

5 7/26(금)
TFT-LCD Data Driver용 

회로 설계 
권오경 교수

(한양대)

6 7/29(월)
평판 디스플레이 화소 회로 

분석 및 설계
장철상 수석
(LG Display)

7 7/30(화) 중간고사

8 8/5(월)
TFT-LCD 영상 처리 

알고리즘 기술
오의열 연구위원
(LG Display)

9 8/6(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회로
유창식 교수

(한양대)

10 8/7(수)
AMOLED 구조 및 패널 설계/

구동
이부열 수석
(LG Display)

11 8/8(목) AMOLED 보상 회로 
남우진 책임
(LG Display)

12 8/9(금) TFT 패널 내장 회로
박권식 수석
(LG Display)

13 8/12(월)
디스플레이용 DC-DC 

Converter
노정진 교수

(한양대)

14 8/13(화) 기말고사

일자 강의 내용 담당 강사 

1 7/22(월) LCD + C/F 공정
배종욱 수석
(LG Display)

2 7/23(화) LED BLU 기술
김대용 선임
(LG Display)

3 7/24(수)
LCD 광학필름 / 플렉시블 

기판 제조 공정

김인선 전무
(아이컴포넌트)/

김성태 박사

4 7/25(목) 전자 종이 기술
박용인 수석
(LG Display)

5 7/26(금) PDP 제조 공정
김용석 교수

(홍익대)

6 7/29(월) 디스플레이 프린팅 공정 
주병권 교수

(고려대)

7 7/30(화) 중간고사

8 8/5(월)
TFT 공정 : Silicon Based 

TFT
권장연 교수

(연세대)

9 8/6(화) TFT 공정 : Oxide TFT 공정
정재경 교수

(인하대)

10 8/7(수)
OLED 제조 공정 : OLED / 

Color Patterning 공정
진병두 교수

(단국대)

11 8/8(목)
디스플레이용 박막의 구조 및 

광물성 분석 / 평가 기술
김상열 교수

(아주대)

12 8/9(금) Display 및 LED 모듈 공정
이남양 상무
(엘지이노텍)

13 8/12(월) Cell 기술
김욱성 수석
(LG Display)

14 8/13(화) 기말고사

디스플레이 개론 
(09:00-12:00)

디스플레이 재료 
(09:00-12:00)

디스플레이 회로  
(09:00-12:00)

디스플레이 공정  
(13: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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