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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반도체 / 디스플레이 ALD Academy

초대의 글

반도체 / 디스플레이 연구자 여러분
올 여름 무더위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잘 지내셨겠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 세월은 참 정확하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
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에서도 새로운 강연인 ALD academy강연
을 준비하였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2018년 반도체 / 디스플레이 ALD Academy입니다. 이 강
연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전문가들이나 새롭게 입문하는 대학원생들에게atomic layer
deposition이나 atomic scale process의 원리나 응용 및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교육 및 소
개를 목적하는 강연입니다. 이 ALD Academy는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Gregory
Parsons교수와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의 Erwin Kessels교수가 산업계나 연구
소 및 대학원의 연구원들에게 ALD관련 입문 과정을 교육함으로 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
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네덜란드나 이스라엘에서 기
초 ALD 과목과 태양전지 및 공간분할 ALD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에서 개최
되는 ALD academy 강연은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가 주관을 하며 11월 12일(월)
한양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강연의 주 내용은 ALD의 기초 및 응용 공정과 area selective
증착에 대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한국ALD workshop이 있고 그곳에서는
새로운 연구결과와 최신의 연구 경향에 대해 발표를 하지만 이 ALD Academy는 새로운 연구
원들이나 기존의 연구원들이 이 분야에 쉽게 접근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원자층 증착기술의
이론 및 공정에 대한 강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precursor 및
spatial ALD 그리고 선택적 박막 증착기술에 대한 것을 기초부터 응용까지 아주 많은 정보가
공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ALD Academy입니다. 그동안 ALD분야에 연구나 공정개발에
이미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나 이제 막 이 분야에 입문하시는 초보자분 등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갖을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11월 12일(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D Academy 진행위원장

전형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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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 1회 반디기술학회 ALD Academy
①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한양대 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② 주관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③ 프로그램 : ALD basics, Advanced ALD processes, Atomic scale processing
사회 : 전형탁 교수

프로그램
일정

주제

연사

비고

9:00~ 9:10

Greeting

박재근 교수(학회장)

한양대

9:10~ 9:20

Introduction ALD Academy

전형탁, Parsons,
Kessels 교수

9:20~10:00

Lecture preview

전형탁 교수

세션 (I : ALD basics)

좌장: 성명모 교수(한양대)

10:00~10:50

ALD basics I
(surface chemistry)

10:50~11:10

Morning Break

11:10~12:00

ALD basics II
(Precursors)

12:00~13:30

한양대

Kessels 교수

TU/e

Parsons 교수

NCSU

점심 식사 (90분)

세션 (II : Advanced ALD processes )

좌장: 박진성 교수(한양대)

13:30~14:20

Advanced ALD processes I
(Plasma ALD)

Kessels 교수

TU/e

14:20~15:10

Advanced ALD processes II
(Spatial ALD)

Parsons 교수

NCSU

15:10~15:30

Afternoon break

세션 (III : Atomic scale processing)

좌장: 전형탁 교수(한양대)

15:30~16:20

Atomic scale processing I
(Atomic layer etching)

Kessels 교수

TU/e

16:20~17:10

Atomic scale processing II
(Area-selective depostion)

Parsons 교수

NCSU

17:10~17:30

Wrap up & Closing

전형탁, Parsons,
Kessels 교수

※ 참고: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상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참가자 사전질문지(해당주제 범위내) 작성 및 연사 협조 요청(1차: ~10/16, 2차: 당일)
2) 참석자 설문조사 실시(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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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y: Prof. dr. Gregory N. Parsons
Gregory Parsons is Alcoa Professor of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a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He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Physics from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nd a PhD in
Physics in at NC State University studying Plasma CVD of Hydrogenated
Amorphous Silicon. In 1990 he began a postdoc at IBM TJ Watson Research
Center working on thin film transistor materials for flat panel displays, and
joined NC State Chemical Engineering in 1992 as an Assistant Professor to
explore surface reactions in thin film materials, including Atomic Layer Deposition. In 2001 he
initiated the annual International AVS ALD Conference where he remains in active leadership.
He has published more than 200 articles in reaction mechanisms during atomic layer deposition
and molecular layer deposition, ALD on polymers and fibers, ALD for metal organic frameworks,
reaction system scaling, ALD for energy storage and harvesting, as well as selective area ALD for
advanced electronic devices. He was elected Fellow of the American Vacuum Society in 2005, and
he served from 2011-2013 on the AVS Board of Directors. He is the recipient of an NSF Career
Award, the Alcoa Foundation Distinguished Engineering Research Award, and a Semiconductor
Research Corporation Invention Award. He is also an accomplished classroom teacher, being
named to NC State’s Academy of Outstanding Teachers in 2009. He is the 2014 recipient of NC
State’s RJ Reynolds Award, the College of Engineering’s highest distinction for faculty research,
teaching and service. In 2015 he received the ALD Innovation Award, and in 2016 was named to
the inaugural class of the NC State Research Leadership Academy.

Biography: Prof. dr. Erwin Kessels
Erwin Kessels is a full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Applied Physics of
the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TU/e (The Netherlands). He is also
the scientific director of the NanoLab@TU/e facilities which provides fullservice and open-access clean room infrastructure for R&D in nanotechnology.
Erwin received his M.Sc. and Ph.D. degree (with highest honors) in Applied
Physics from the TU/e in 1996 and 2000, respectively. His doctoral thesis work
was partly carried out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and as a
postdoc he was affiliated to the Colorado State University and Philipps University in Marburg
(Germany). In 2007 the American Vacuum Society awarded him the Peter Mark Memorial Award
for “pioneering work in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in situ plasma and surface diagnostics
to achieve a molecular understanding of thin film growth”. In recognition of his research, he
received a NWO Vici grant in 2010 to set up a large research program on “nanomanufacturing”
in order to bridge the gap between nanoscience/nanotechnology and industrial application. His
research interests cover the field of synthesis of ultrathin films and nanostructures using methods
such as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and atomic layer deposition (ALD)
for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mostly within the nanoelectronics and photovoltaics domain.
Within the field of ALD, he has contributed to the field most prominently by his work on plasmaassisted ALD and his research related to ALD for photovoltaics. He and his team have also been
pioneering in the field of area-selective ALD and in spectroscopic techniques for studying ALD
surface reactions. Erwin has served on many conference committees in the field of ALD and he
chaire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tomic Layer Deposition in 2008. He has published over
250 papers with over 150 papers in the field of ALD. The latter includes several book chapters and
review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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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ALD Academy 2018 등록비 안내]
1. 사전 등록 및 결제 방법
① 사전등록 방법 : ~10/26(금)까지 선착순 접수(이메일 및 등록비 입금)
* 참석자 정보(성함, 기관명, 직급(함), 핸드폰 번호, 이메일을 학회 이메일(ksdt@ksdt.kr)로 제출
* 행사장 좌석수(300 여명) 제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② 등록비 납부(결제) 방법
1) 무통장 입금 : 신한은행 / 100-020-574120 / (사)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 입금후 학회 사무국으로 확인 요망

2) 현장 납부 :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 가능 (영수증 발행)
* 단, 사전등록 조기 마감시 현장등록 불가

2. 행사 등록비
구분

정회원

비회원

학생회원

사전 등록
(~10/26)

13만원

18만원

6만원

현장 등록

15만원

20만원

8만원

비고

중식 및
자료집 제공

3. 문의처
문의처 (사)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사무국 / www.ksdt.kr
- 박창중 실장(02-575-5744 , ksdt@ksdt.kr)

Tel 02-575-5744 ┃ E-mail ksdt@ksdt.kr ┃ Homepage www.ksd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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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장

소 한양대 종합기술연구원(HIT) 6층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홈페이지 http://www.hanyang.ac.kr/
대표전화 02-2220-0114

Into the Parking lots

Automobile

From the Parking lots To HIT

Hanyang Univ.
Back Gate

HIT
Hanyang Univ.
Hospital
Back Gate

Hanyang Univ.
Front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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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way & Walking

HIT

The No.2 subway line
Hanyang Univ.
Ex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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