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 등록 안내

▣ 초대의 글

• 사전등록 :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 등록방법 : 등록 신청서를 한국진공학회 홈페이지
(http://www.kvs.or.kr)에서 다운 받아 작성 후 Fax로 한
국진공학회에 발송
구분
일

사전등록
반

현장등록

180,000원

200,000 원

대학원생

90,000원

100,000 원

학 부 생

50,000원

60,000 원

• 문의처 :
한국진공학회 사무국
Tel : 02‐567‐9486, Fax : 02‐556‐5675
E‐mail : kvs@kvs.or.kr
유재수 교수 (경희대학교)
Tel : 010-3041-3940, E‐mail : jsyu@khu.ac.kr
분 과 회 장 : 한원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과부회장 : 김진수 (전북대학교)
준비위원장 : 유재수 (경희대학교)
준 비 위 원 : 고성호
김기강
김상현
김수민
김태완
김하술
배수강
서혜원
송영민
신재철
유영준
이상욱
이창열
이홍석
정구환

(차의과학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영남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등광기술연구소)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진공학회 반도체및박막 분과는 서울·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및 제주 총 6개 권역별로
지부를 운영하며 연구 및 교육에 있어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지부가 주관하여
2회씩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2018년 제21회 추계워크숍은 서울·경지 지부에서
기 술 교 류 및 인 적 networking 을 위 한 자 리 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진공학회
반도체및박막 분과
2018년 추계 Workshop

최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NBIC(나노 바이오 정보
인지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및 신소재 기술의
발달로 광전자소자가 소형화/고속화 되면서 인간
신체에 부착되어 인간의 행동이나 외부자극 등 환경
변화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여 일상생활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1회 분과 워크숍은 “Wearable 융합 광전자
소 자 ” 주 제 로 전 문 가 를 모 시 고 IOT(Internet of
Things) 기술 중 인간에 가장 밀착되어 서비스 할 수
있는 Wearable 융합 광전자 소자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워크숍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주신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워크숍이 개최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울·경기 지부와 분과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진공학회 반도체및박막 분과 회장

주제 : Wearable 융합 광전자 소자

•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 8일(토)

•

장소 :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교 211-1호)

•

주최 : 한국진공학회 반도체및박막 분과

•

주관 : 경희대학교 웨어러블융합전자연구소
반도체및박막 분과 서울·경기지부

•

후원 : 한국진공학회
영남대학교 광나노기술연구소

한원석

THE KOREAN VACUUM SOCIETY

▣ OPENING (12월 7일)
13:00  13:40 현장등록

13:40  14:00 개회사 및 분과회 현황 보고, 분과회장 한원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SESSION-I (12월 7일) ……………………………………………………………………………………………………………….……………. 좌장 : 유재수 (경희대학교)
14:00  14:30 Flexible chronic stable bio-integrated electronics, 유기준 교수 (연세대학교)
14:30  15:00 Transient electronics, 황석원 교수 (고려대학교)
15:00  15:30 Interface engineering of planar heterojunction perovskite solar cells for enhanced efficiency and stability, 정재웅 교수 (경희대학교)

15:30  16:00 Coffee Break

▣ SESSION-II (12월 7일) ……………………………………………………………………………………………………………….……………. 좌장 : 배수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00  16:30 New concept of integration of electronic fiber for wearable e-textile applications, 김태욱 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30  17:00 Optical Aharonov-Bohm oscillations in a single quantum ring, 김희대 교수 (Northeast Normal University)
17:00  17:30 Coloration and heat-management for wearable electronics, 송영민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17:30  18:00 연구윤리활동 가이드 라인 수립:디지털 컨텐츠의 유사도 검색 시스템 개발, 주정훈 교수(군산대학교)

▣ SESSION-III (12월 8일) ……………………………………………………………………………………………………………….……………. 좌장 : 한원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9:30  10:00 경희대학교 웨어러블융합전자연구소의 연구 현황, 유재수 교수 (경희대학교)
10:00  11:00 Wearable 융합 광전자 소자 포럼
11:00  11:30 Coffee Break
11:30  12:00 2019년 동계학술대회 준비회의
12:00  12:30 폐회사
한국진공학회 반도체및박막 분과 추계 workshop, “Wearable 융합 광전자 소자”, 2018년 12월 7일(금) ~ 8일(토), 경희대학교 (전자정보대학교 21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