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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 소개

SID는 전자산업  및 비주얼 정보 기술 산업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독보적인 전문조직입니다.  전자디스플레이 

산업과 비주얼 정보 기술 분야들의  발전들에 집중하는 SID는 산업 협력, 산업의 최고 신제품들을 선보이면서  

관련된 모든 기술들에 있어서 커뮤케이션 및 교육의  유일한 플렛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ID 멤버는 

디스플레이 리서치, 디자인, 제조, 응용, 마케팅 및 세일즈 분야들에 기술적, 사업적  지식들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교육시키면서,  산업 및 아카데믹 기술 

개발을 홍보하기 위해, SID는 산업계 및 아카데미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미래를 만들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위크 행사를 포함하여 매년 10회 이상의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SID의 글로벌 

본사는 1475 S. Bascom Ave., Ste. 114, Campbell, CA 95008 에 위치하고 있고 ,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www.sid.org.

멤버가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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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연말 되십시요.
새해에도 모든 소망 성취되시길 빌며, 즐거운 연말 되시고, 

새해에 뵙겠습니다.

Display Week 2020 행사에 대한 최신 소식은 website 클릭해 주세요.

행사 등록 오픈:  
2020년 2월1일
2020년 디스플레이 위크 

제 57회 연중 국제심포지엄,  
세미나 및 전시회

2020년 6월 7일 – 12일

켈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

지금 달력에 표시해 놓으십시요!

6월 9일 – 11일 전시회

2020년 6월 7일 – 12일 : 심포지엄

6월7일: Sunday Short Courses

6월8일: Monday Seminars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6:30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6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전시회 오픈 시간

6월 9일,  화요일 
오후 5시 -오후 6:30분 네트워크 이벤트 행사 개최

 
 
디스플레이 위크 2020
는 특별세션들과 각분야에 최고의 
기술자들 및 리더들로 구성된 
프로그램들과 네트웍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경력을 향상시켜 
기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프로그램  
(Sunday Short Courses)

월요일 세미나 (Monday Seminars)

비지니스 세미나 및 마켙 컨퍼런스 
(Business Track and Market 
Conferences)

전문여성들의 기술 패널 프로그램 
(Women in Tech Panel Discussion)

최고 경영자 포럼 (CEO Forum)

직업 박람회 (Job Fair) 

네트워킹 이벤트  
(Hosted Networking Event)

추가 
이야기

사람들에 
대한 위력 
2019년 디스플레이 위크는 전년도들의 Best in 
Show Awards를 대체하여 People’s Choice Awards
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시회 방문자들과 
전시업체들이 전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전시부스들, 
전시 제품들에 대해 직접 투표하였습니다. People’s 
Choice Awards상에는 Best New Display Technology 
상 (LG 수상), Best Technology Demonstration  
상 (BOE 수상), Best large 전시부스 상  
(AUO 수상), Best medium 전시부스 상 (CLEARink 
수상), Best small 전시부스 상 (PlayNitride 수상) 
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부문의 상들을 함께 
받은 수상자들도 있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ee the full list of winners.

2020년 디스플레이 위크에 다시 People’s Choice 
Award 프로그램이 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투표는 다음 여섯 카테고리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위크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됩니다.

•   Best New Display Technology 상
•   Best New Display Component 상
•   Best Technology Demonstration 상
•   Best Small Booth 상
•   Best Medium Booth 상
•   Best Large Booth 상

자세한 사항은 Danielle Rocco drocco@pcm411.com 

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Display Week 2020행사에 참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전시회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가신청 마감: 2020년 2월 28일

지금 2020년 디스플레이 위크 I-Zone 전시회 
신청서 제출을 고려할 때입니다. 이번 I-Zone 
전시회는 9년째이며, 여러분들의 시제품을 무료로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시회는 3일동안 
개최되며 ,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흥 기술들, 
신제품들이 전시된것을  보기위해, 대거 8000
명이상의 방문자들이 몰려옵니다. 이 전시회에 
참가 기회는 대학교, 리서쳐들, 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스타트 업 회사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2018년, 2019년에는 50개 이상의 전시업체들이, 
중앙통로에 위치한 이 전시회의 부스를 얻는 
영예를 가졌습니다.

SID의 I-Zone 위원회 의장인 Harit Doshi는 “
디스플레이 위크의 I-Zone 전시회는 스타트업 
회사들, 대학교 연구소들이 발명한 디스플레이 
및 관련 혁신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시장에 우선적인 플렛폼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투명 지문 인식기 컨셉으로, 
작년에 최고의 시제품상은Holst Centre사입니다.  
시상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Check out last year’s winner).  
이 링크를 통해 생생한 시상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See the live awards announcement.

2020년 I-Zone 전시회 신청 마감은 2020년 2월 28
일입니다. 신청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visit our website or email I-Zone@sid.org. 

여러분은 디스플레이 
위크 2019에서 무엇을 

놓치셨습니까?
디스플레이 위크 2019 행사 비디오는 백오십만명 

리뷰를 기록했습니다! 감탄스러웠던 순간들이 
재현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지난 행사 
유튜브를 보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언제든지 소셜미디아를 통해 저희들과 커넥트 해주세요.

SID는 디스플레이 위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일주일 행사의 
대단한 모습들, 그리고 전세계로 부터 참석하는 수천명의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지는소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기

Ruiqing (Ray) Ma  
디스플레이 위크 프로그램 좌장

Q.  디스플레이 위크 2020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디스플레이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세가지 특별 토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AR/
VR/MR, 디스플레이를 위한 머시인 러닝과 프린트 
디스플레이 토픽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위원회가 
정성껏 준비하고 있는 일반 세션들은 우리 기술 
세미나의 근간들입니다. 여기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그리고 퀀텀 닷 같은, 산업을 선도하는 
다른 토픽들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많은 청중을 

모이게 할것이라 확신합니다.

Q.  지난 5년동안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A.  지난 5년동안 디스플레이 기술 및 응용분야들은 
진전속도에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의 탄생 
숫자에서도  급격한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프로그램 
위원회는 이러한 변화들을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프로그램 
디자인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들중 
가장 중요한것중 하나는 특별토픽 만드는 것과 
다른 위원회들로 부터 논문들을 뽑아 디스플레이 
커뮤너티에 보다 더 좋은 상호견제된 스페셜 
세션들을 만드는 일을 할 프로그램 부좌장 자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Q.  특별세션의 토픽들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A.  우리는 프로그램 위원회 회원들에게 특별세션 
토픽들을 제안하도록 요구합니다. 매우 명망있는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의 구룹으로 부터 받은 제안들을 
바탕으로, 하지만 추가로 이 내용들에 대해, 총 
프로그램 의장, 프로그램 부의장 그리고 다른 
운영위원회의 멤버들의 자문을 들은 후에, 우리는 

특별토픽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Q.  왜 디스플레이 위크 행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게 되었나요?

A.  켈리포니나 베이지역에서 두번째로 가장 큰 
도시로서,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업들을 
수행 할 수 있는 실리콘 벨리에 바로 인접해 있는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업무를  끝내고, 여러분들은 
훌륭한 음식, 현대식 건축, 국제적인 스타일, 
가파르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언덕들 그리고  
자연의 경관 들을 제공하는 샌프란시스코 에서 많은 
것들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Yi-Pai Huang  
디스플레이 위크 2020 의장

Q.  디스플레이 위크 2020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A.  기술프로그램 이외에도, 비지니스, 마케팅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 박람회, 전시업체들의 
포럼등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조연설 세션에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선두 반도체 회사들을 초청하여 
머시인 러닝과 스마트 디스플레이 응용분야들에 
대한 내용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모든 디스플레이 
위크 행사 조직 운영회들은  그 산업 분야 및 학계의 
상급의 매니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토픽들을 계속 함께 생각해 내고, 미래 
방향의 목표를 세우고, 참석자들과 전시업체들로 
부터 훌륭한 경험을 만들기 위해 과거행사들로 부터 

배우기도 합니다. 

Q.  디스플레이 위크 2020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저는 디스플레이 위크2020에서 볼 가장 
흥미로운 것은 기술의  진화 그리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렉시블 OLED, 고질의 AR/VR 시스템들 
그리고 마이크로 LED와 같은 많은 새 기술들은  
대량생산을 위해 더욱더 성숙되어 갑니다. 스마트 
리테일, 자동 파이럿팅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와 
같은 많은 새로운 응용분야들을 창조하는 학제간의 
협력들로 인해 많은 새로운 발전과 기쁨들이 
있습니다.

Q.  디스플레이 위크 행사에 나의 
전문성을 제공하면서 SID와 함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A.  디스플레이 위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질적으로 높은 논문을 제출할 수도 
있구요, 전시회 참가할 수도 있구요, 혹은 I-Zone 
전시업체 참가자격이 될 수 있는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참가자로서 참여만 해도, 여러분은 
전세계로 부터 참석하는 전문가들을 만날수 있는 
심포지엄, 전시회, 비지니스 포럼들로 부터 상당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Helge Seetzen  
SID 회장

Q.  디스플레이 위크 2020 행사로 부터  

참가자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A.  전자디스플레이 산업은 마이크로 LED, 증강현실, 
그리고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플렉서블 솔루션들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과 더불어  아주 흥미로운 시대에 

도립하게 될 것입니다. 

Q.  디스플레이 위크를 참석하면 무슨 

이점들이 있습니까?

A.  디스플레이 위크는 우리 산업의 미래를 들여다 
볼수 있는 창문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디스플레이 
위크는 우리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비지니스를 
하기위해 만나는 장소입니다.  소비자를 목표로 하는 
전시회들과는 달리, 디스플레이 위크 전시회는 8000
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이는데, 바이어들, 셀러들 
혹은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기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디스플레이 위크는 누가 참석해야 

합니까?

A.  디스플레이 위크는 우리산업에 있는 
모든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합니다.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국제 기술 심포지엄과 월요일 세미나는 
리서쳐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최신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비지니스 세미나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사람들과 비지니스를 할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여 줍니다. 또한 전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미래에 

놀랄만한 것들을 보여 줍니다. 

Q.  SID는 지금 어느위치에 와 있습니까?

A.  SID는 가장 강력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SID
는 기록적으로 5700 의 멤버들을 보유하고 있고, 
전례없이 가장 많은 컨퍼런스 들을 개최하고 있으며 
(기록적인 참가자수와 함께),  우리는 회원들을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데에는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아주 
강력한 재정적 기초 지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SID는 앞으로 이 강점들을 최대로 활용하여, 전세계 
모든지역에 있는 우리의 산업에 종사하는 더 많은 
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에 중국지사를 확장하고, 여러나라들에 교육학교 
확장들은 우리 산업에 종사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SID가 가치있도록 하는것이며,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프로그램과 연사들 
선정에 대한 업데이트들을 
이메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세요.

2020년 6월 7일 – 12일, 켈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SID의  57회째인 국제 기술심포지엄에서 
여러분들의 지식, 통찰력, 전망, 혁신적인 생각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이 역동적인 포럼에는, 세계각지로 부터 전자 
디스플레이 및 관련 기술들의 가장 최근의 발전된 
업적들과  전망들을 이해하고져 하는 청중들이 모입니다.  
이 발전된 업적들은 디스플레이 위크에 오는 세계 
참가자들에게 선보이는것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관련업계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출판물중의 하나인 
SID 심포지엄 다이제스트 책에도 상세히 실립니다.

올해의 심포지엄은 특별주제로는 다음 3개 분야가 집중될 
것입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복합현실

 디스플레이 분야의 머시인 러닝   (신간)

 프린트 디스플레이  (신간)

이 새 특별 토픽들 이외에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 개발의 획기적인 발전 업적들 과 
흥미진진한  신흥기술들을 표출해 내는 확장된 분야들에도 
촛점을 맞추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기술세미나 요약과 초록 접수 마감은 2019년 12월1일 
입니다. 최근뉴스에 대한  초록 및 요약 마감일은 2020년 1

월 25일 입니다.  

제출요건에 대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d out more. 오늘 여러분들의 탁월한 
아이디어들을 제출해 주세요.

2020년 
CALL FOR 
PAPERS

제출 마감일: 2019년 12월1일

글로벌 커넥션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적으로 가장 상징적이고 흥미로운 
도시중의 하나입니다.  실리콘벨리와 인접하여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2020 년 6월 7일 부터 12일 기간 
동안에는 2020디스플레이위크 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는 사업과 즐거움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이상적으로 
셋팅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연중 행사인 
디스플레이위크에서 글로벌 리더들, 선구자들, 업계 
친구들, 동료들을 만나보십시요.  이 행사기간동안에 
여러분들은 최신기술, 신제품, 새로운  응용제품들 그리고 
우리 목전에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산업의 신개념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퀀텀 닷, 머시인 러닝, 프린트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유기 발광다이오드, 폴더블, 
벤더블, 웨어러블  기술 등등이  베이지역, 샌프란시스코의 
심장부에 위치한 모스콘 센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SID의 이사회 멤버이자, SID 마케팅 좌장을 맡고 있는 Sri 
Peruvemba씨는, “샌프란시스코는 그저 또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미국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디스플레이 산업과 연결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 비지니스 와 기술들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이다.” 라고 예기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위크 기간동안에는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 차세대 제품들이 출범, 테스트, 직업알선등 많은 
비지니스들이 완성됩니다.  국제 기술심포지엄, 비지니스 
세미나, 마켙집중 컨퍼런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위크 
행사의 아이콘인 기조연설과 같은 강도높은 배움의 기회들 
부터,  지구상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들을 선보이는 200여 
전시업체들, 여러분들의 경력과 마인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세계적인 리더들과 단독적인 네트웍 기회들 
까지  갖게 하는, 이 일주일 동안의 엄청난 경험들은 세계 
전자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자체적인 창조를 만듭니다.

이번 디스플레이 위크 인사이드의 특별호는  여러분들이  
내년 6월, 유명한 금문교를 가로질러 갈때, 무엇을 기대할수 
있을지,  다음단계의 기술들이 무엇이 될지를  엿볼수 있는 
기회를 줄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Sri Peruvemba
SID의 마케팅 좌장 &

SID이사회 멤버

2020년
디스플레이 위크 인사이드

프리뷰  ( 2019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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