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ID 2018 특별전시 안내서 



  

IMID 2018 국제 학술대회 특별전시가 2018년 8월 29일 (수)부터 31일 (금)까지 3일간 부산, 

  BEXCO에서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KIDS)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KDIA), 부산 광역시의  

  공동주관으로 개최 됩니다. 

 

  세계 각지 2,000명 이상의 디스플레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IMID 2018 학술대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본 특별 전시에 최신의 국제 기술 동향 파악과 기술 제품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중히 초청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조연설을 포함하여 구두세션, 튜토리얼 & 워크숍, 포스터 세션 등의 학술  

  프로그램 및 AR & VR 체험관, 아트페어 등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특별전시가 함께 진행됩니다. 

 

  IMID 2018 특별전시 참여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기업홍보,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확대의 기회를 얻으시길 바라며, 그 동안 축적해 온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기업이 발전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IMID 2018 특별 전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신성태                   순천향대학교 문대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서원형 

    IMID 2018 조직위원장          IMID 2018 전시위원장             IMID 2018 공동전시위원장 

    

Exhibition Committee of IMID 2018 
 

     ■ 전시위원장 

      ▶ 문대규 교수 (순천향대학교). 

     ■ 공동전시위원장 

      ▶ 서원형 본부장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전시위원 

      ▶ 강경태 수석 (생산기술연구원)                ▶ 우재익 책임 (대구나노센터)   

      ▶ 고영욱 센터장 (CPRI)         ▶ 이범주 책임 (KETI 전북나노센터) 

      ▶ 김동식 차장 (한국디스플레이협회)             ▶ 이정노 수석 (전자부품연구원) 

      ▶ 김영우 센터장 (한국광기술원)        ▶ 조남성 그룹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박진성 교수 (한양대학교)             ▶ 주성후 교수 (대진대학교) 

      ▶ 서창택 센터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최희환 교수 (항공대학교) 

      ▶ 신동찬 교수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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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for Special Exhibition 

 

l 전시 일정 l  2018년 8월 29일 (수) ~ 31일 (금) / 3일간 

 

l 전시 장소 l  부산, BEXCO 제1전시관 1층, 2B홀 

 

l 전시 품목 l  1)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및 소재 (Glass, Color Filter, BLU, 

      편광필름, Driver IC, OLED, LCD, 터치 패널, 공정, 패키지 등) 

   2) 디스플레이 관련 분석기기 및 장비 (검사장비, 측정 장비, 

      수리 장비, 계측기기, 시뮬레이터 등) 

   3) 디스플레이 응용 부품 (웨어러블 디바이스,조명, 센서 등) 

 

l 신청 기한 l  1) 조기 부스 신청 : 2018년 4월 30일 (월) 

   2) 사전 부스 신청 : 2018년 6월 30일 (토) 

     3) 일반 부스 신청 : 2018년 7월 1일 (일) ~ 

   ※ 단,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l 전시 신청 방법 l 1) 참가신청서 작성 후 IMID 2018 사무국 접수 (메일 &팩스) 

   2) 주관기관 인보이스 수령 

   3) 계약금 납부 (참가비의 50%)  인보이스 수령 후, 7일 이내 

   4) 잔금 납부 (※ 8월 3일까지 납부) 

 

l 전시 혜택 l  ① 부스당 컨퍼런스 무료등록 1인 

   ② 전시 디렉토리 북 내 전시기관 소개 

   ③ 대회 공식 홈페이지 내 업체 웹사이트 링크 게재 

   ④ 재참가 업체 10% 추가 할인 적용 

 

 

  

※ 전시 참가비는 2018년 8월 3일 (금)까지 참가비용 완납 부탁 드리며,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전시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l  부스 가격 l  

전시 신청 기간  

KIDS/KDIA 회원사  KIDS/KDIA 비회원사  

독립부스  

(6*6M) 

조립부스 

(3*3M) 

독립부스  

(6*6M) 

조립부스 

(3*3M)  

조기 등록 (4 월 30 일까지)  3,200,000 원  1,300,000 원  5,200,000 원  1,700,000 원  

사전 등록 (6 월 30 일까지)  4,200,000 원 1,500,000 원  6,400,000 원  2,000,000 원  

일반 등록 (7 월 1 일부터)  4,800,000 원 1,650,000 원 7,200,000 원  2,2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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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취소&환불 규정 l  

1) 2018년 7월 23일 이전: 참가비 50%를 위약금 납부 

2) 2018년 7월 24일 ~ 7월 31일: 참가비 80%를 위약금 납부 

3) 2018년 8월 1일 이후: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l Contact us l  IMID 2018 운영 사무국 ㈜제니컴(Genicom) 

   Tel : 042-472-7460 l Fax : 042-472-7459 l Email : imid@k-ids.or.kr 

 

 

 

 

 

 

 

     l 전시 부스 정보l  

부스타입 구성 

독립부스 
- 면적(6m (W) x 6m (L))을 제공함. 

- 참가업체가 지정 용역업체를 개별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전시부스 설치 (공간과 전기만 제공) 

조립부스 

- 3m (W) x 3m (L) x 2.5m (H) 

- 벽체 칸막이, 바닥-파이텍스 

- 상호 간판 1개 (동일 규격으로 회사명 부착) 

- 안내 데스크 & 의자 1세트 

- 기본 조명, 2구 소켓 1개 (220V) 

 

l 계좌 정보l  

예금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KIDS) 

계좌번호 1010-1197-8797 

은행명 수협 은행 

은행 식별코드 NFFCK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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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시회 참가 규정 l 

 
. 

제1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사무국 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참가비 (부스비용)의 50%를 계약금으로 반드시 납입하여야 한다. 

    잔금 (부스비용의 50%)은 2018년 8월 3일까지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전시장 면적이 모두  

    소진 되었을 경우, 주최자 측은 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3) 전시사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및 기술지원신청서 등 제반제출 서류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사가 책임을 진다. 

 

제2조 (부스배정) 

1)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 순에 따라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사 별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사는 이에 묵시적 동의한다. 

2) 주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설치기간 이전에 할당된 부스 위치 및 면적을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 (전시품 및 전시실 관리) 

1) 전시사는 참가신청서에 본 학술대회의 성격에 맞는 전시품을 전시하며, 상주 담당자를 배치하여 

   자사 부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사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및 전시 부스 등에 페인트칠 및 양면테이프 등 원형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3) 전시사가 독립부스로 참가할 경우 BEXCO 지정등록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시공을     

     해야 한다.  

 

제4조 (참가비 납입 조건 및 취소 위약금) 

1) 전시사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스 수령 후 7일 이내에 납부 

   해야 하며, 잔금 50%는 2018년 8월 3일 기자로 납부해야 한다.  

2) 전시사는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하기에 안내된 위약금을 납부한다. 

  2018년 7월 23일 이전 취소할 경우: 참가비의 50% 위약금으로 납부 

  2018년 7월 24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취소할 경우: 참가비의 80% 위약금 납부 

  2018년 8월 1일부터 취소할 경우: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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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D 2018 특별 전시 참가 신청서 

 

 
 

 

 

 

. 
 

 

 

 

▶ 계좌번호: 수협 1010-1197-8797  

▶ 예금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KIDS) 

 

※ 당 사는 “IMID 2018 특별 전시”와 관련하여 안내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및 규정 등 내용에  

  동의하며,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본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직함 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 

1. 회사 정보  

■ 회사명 
 

■ 대표자명  ■ 담당자명  

■ 담당부서  

■ 주소  

■ 우편번호  ■ 국가  

■ 전화  ■ Fax  

■ 휴대폰  ■ E-mail  

2. 전시 참가 신청 * 추가 전력 및 비품신청은 추후 사무국 안내 예정 

전시 신청 기간 
KIDS/KDIA 회원사 KIDS/KDIA 비회원사 

독립부스 (6M*6M) 조립부스 (3M*3M) 독립부스 (6M*6M) 조립부스 (3M*3M) 

조기 등록  

(4월 30일까지) 
□ 3,200,000원 □ 1,300,000원 x [    ] □ 5,200,000원 □ 1,700,000원 x [    ] 

사전 등록  

(6월 30일까지) 
□ 4,200,000원 □ 1,500,000원 x [    ] □ 6,400,000원 □ 2,000,000원 x [    ] 

일반 등록  

(7월 1일부터) 
□ 4,800,000원  □ 1,650,000원 x [    ] □ 7,200,000원 □ 2,200,000원 x [    ] 

 

* x [      ] 부분에는 수량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시 참가비 입금 계좌 정보 

    IMID 2018 학술대회 운영 사무국 ㈜제니컴 

● Tel : 042-472-7460 / Fax : 042-472-7459 / E-mail : imid@k-ids.or.kr 

● 작성하신 신청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동봉하여 상단의 표기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mailto:imid@k-id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