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등록 안내
• 사전등록 :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 등록방법 : 등록 신청서를 한국진공학회 홈페이지
(http://www.kvs.or.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한국진공학회에 발송 (등록 시, 오찬 및 석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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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 문의처 :
한국진공학회 사무국
Tel : 02‐567‐9486, Fax : 02‐556‐5675
E‐mail : kvs@kvs.or.kr
박연상 교수 (충남대학교)
Tel : 042-821-6543, E‐mail : yeonsang.park@cnu.ac.kr
분 과 회 장: 김진수 (전북대)
분과부회장: 유영준 (충남대)
준비위원장: 박연상 (충남대)
준 비 위 원: 강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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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의 글
“한국진공학회 반도체 및 박막 분과 Workshop”은
2008년 시작하여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과 Workshop은 반도체 및 박막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복합 연구와 기술개발
결과를 논의할 수 있는 활발한 교류의 場을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열리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과 사회적 발전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의 시기에 반도체
및 박막 분야는 매우 중요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진공학회 반도체 및 박막
분과”는 과학기술과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분야 고유의 연구뿐만 아니라 융·복합 및
신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제24회 반도체및박막 분과
Workshop”에서 는 “Applications of Semiconductors
& Thin Films”라는 주제로 회원들께서 연구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COVID-19으로 사회적 상황이 다소 제한적이지만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바 쁘 신 중 에 도 “ 제 24 회 반 도 체 및 박 막 분 과
Workshop” 초청에 기꺼이 응해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 려 운 시 기 에 Workshop 이 개 최 될 수 있 도 록
수 고 하 신 대 전 ·충 청 지 부 및 분 과 위 원 님 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진공학회 반도체및박막 분과 회장
김진수

제24회
한국진공학회
반도체및박막 분과 Workshop

Applications of
Semiconductors & Thin Films

◆ 일시 : 2021년 6월 29일(화)
◆ 장소 : 대전 레전드호텔
◆ 주최 : 한국진공학회 반도체및박막 분과
◆ 주관 : 반도체및박막 분과 대전·충청지부
◆ 공동주관 : 충남대학교 반도체인력양성사업단
충남대학교 양자제어물성연구소
충남대학교 BK21-Four 광 및 반도체
소재부품 혁신인재양성사업단
전북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핵심센터

전북대학교 BK21-Four스마트
전자정보소재 인재양성사업팀
경북대학교 첨단소재연구소
강원대학교 가속기연구소

THE KOREAN VACUUM SOCIETY

▣ OPENING
09:00  10:00 현장 등록
10:00  10:30 개회사 및 분과회 현황 보고, 분과회장 김진수 (전북대)

▣ SESSION-I : Energy applications of Semiconductors………………………………………….…………….……… 좌장 : 양정엽 (군산대)
10:30  11:00 Orthorhombic Ga2O3 for energy-efficient power electronics, 정병규 (경북대)
11:00  11:30 Modulating excitonic energy in low-dimensional semiconductors, 강장원 (목포대)
11:30  12:00 Role of interfacial layers via ionic polymers in organic and perovskite solar cells, 서정화 (동아대)

▣ SESSION-II : Sensor applications of Semiconductors ………….………………………………………….………. 좌장 : 조창희 (DGIST)
13:30  14:00 Nanoscale sensing of photo-energy transport in atomically thin semiconductors, 박경덕 (UNIST)
14:00  14:30 Prediction of hall sensor performance without magnetic field, 주민규 (숙명여대)
14:30  15:00 Solution-based selective synthesis of 2D material for sensor application, 이승기 (부산대)
15:00  15:30 Coffee Break

▣ SESSION-III : Optical applications of Semiconductors ……………………………………………….……….…… 좌장 : 이현석 (충북대)
15:30  16:00 Deep ultraviolet light emission from atomically thin hexagonal boron nitride van der Waals heterostructures, 김영덕 (경희대)
16:00  16:30 Tailoring optoelectronic properties of two-dimensional semiconductor materials, 오혜민 (군산대)
16:30  16:40 Coffee Break

▣ 2021년 하계학술대회 준비 회의
16:40  17:40 하계정기학술대회 준비회의
17:40  18:00 폐회

한국진공학회 반도체및박막분과 하계 Workshop, “Applications of Semiconductors and Thin Films”, 2021년 6월 29일(화), 대전 레전드호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