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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노벨 아마노 첨단 LED 연구센터,
“2019년 제2회 ACALED 심포지엄”개최
- 질화물 반도체와 다양한 2D 물질의 성장과 소자 제작 및 분석 관련 세미나 개최
- GIST 이동선 교수연구팀, 나고야대학교 아마노 교수(노벨상 수상) 연구팀과의
활발한 교류 및 공동 선진 연구 진행... 연구결과, Advanced Materials
Interfaces에 논문 게재
□ GIST(지스트, 총장 김기선) 노벨 아마노 첨단 LED 연구센터(Amano Center
for Advanced LEDs(ACALED), 센터장 히로시 아마노(Hiroshi Amano,
201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 교수, 부센터장 GIST 이동선 교수)에서 주관하
는 “2019년 제2회 ACALED 심포지엄”이 8월 8일(목) GIST에서 개최된다.
∘ GIST 노벨 아마노 첨단 LED 연구센터는 질화물 반도체의 나노구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소자 개발 및 세계적 연구 역량과 기술 확보를 위해 지
난 2016년 11월 개소하였으며,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나고야대학교 아마
노 교수와 함께 선진 연구를 공동 수행하며 협력해오고 있다.
□ 최근에는 아마노 첨단 LED 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아마노 교수와 GIST
이동선 교수(공동 교신저자)가 주도하고 GIST 박정환 석사과정 학생(전기전
자컴퓨터공학부)이 수행한 연구결과가 “Advanced Materials Interfaces”
저널(논문명: “Influence of Temperature-Dependent Substrate Decomposition
on Graphene for Separable GaN Growth”)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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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3일 GIST에서 열린 센터 개소식에는 아마노 교수가 방문하여
“Blue LEDs, DUV LEDs and Future Electronics for Establishing
Sustainable Smart Society”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초창기 LED 연구 경
험과 앞으로 첨단 LED 개발이 직면한 과제 등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과 자
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1]
∘ 이번 심포지엄은 질화물 반도체와 다양한 2D 물질의 성장과 이를 이용한 소
자 제작과 분석 분야에 탁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사들을 초청하여 진
행되며, ▲MIT 기계공학과 김지환 교수의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remote epitaxy” ▲나고야대학교 Xu Yang 박사의 “MOVPE and
characterization of two-dimensional hexagonal boron nitride layers”를
포함한 7개의 초청 세미나로 구성된다.
□ GIST 이동선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이 활발한 의견교환과 열띤 논의의 장
이 되고 이 분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GIST 노벨 아마노 첨단 LED 연구센터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
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현재 GIST 노벨 아마노 첨단 LED 연구센터에는 14명의 GIST 연구진이 나
고야대학교 아마노 교수 연구진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나노 구조 기반 LED, 마이크로 LED 제작 및 이를 디스플레이
에 응용하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한편 GIST는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노벨상 수상자의 선진 연구지도와
공동연구 협력을 통해 최상의 연구 환경 조성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
량과 경쟁력 있는 기술 확보를 위하여 2005년 히거신소재 연구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총 6개의 노벨 센터(▲히거 신소재 연구센터 ▲에르틀 탄소비움 연
구센터 ▲스타이츠 구조생물학 연구센터 ▲그륀베르그 자성나노소재 연구센
터 ▲아마노 첨단 LED 연구센터 ▲그럽스 노벨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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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사진 1] 2016년 노벨센터 개소식 후 노벨상 수상자와의 만남 기념사진
(앞줄 오른쪽 세번째 GIST 이동선 교수와 네 번째 나고야대학교 아마노 교수)

▲ [사진 2] 2019년 제2회 ACALED 심포지엄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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