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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 소개

SID는 전자디스플레이 및 비쥬얼 정보기술 산업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돕고 있는 유일한 전문조직입니다.또한, 전자디스플레이와 

비쥬얼 정보 기술 선진에만 집중하고 있는 SID는, 관련산업의  최고 신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또한 , 모든 관련 

기술들에 대해 산업 협력,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독특한  플렛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ID 멤버들은, 디스플레이 

리서치, 디자인, 제조, 응용 산업, 마케팅 및 세일즈  분야의 기술적 및  사업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교육시키는 동시에, 산업과 학계 기술 개발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련업계 및 학계인사들을 모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미래를 만들 기술들을 소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위크 행사를 포함하여 연 10개 이상의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SID 글로벌 

본사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475 S. Bascom Ave., Ste. 114, Campbell, CA 95008 자세한 정보는 www.sid.org 에 나와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위크 2021 스폰서와 협력업체들

Let’s Connect! 
#디스플레이위크2021

Just Say YES 
가상 네트워킹 이벤트   (5월 19일, 오후 4시 – 5시, 미국서부시간 기준)

SID는 YES (Young Engineer Spotlight)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력이 짧은 
젊은 전문가들이나 전자디스플레이 산업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YES 프로그램은, 초년 엔지니어 혹은 그분야에 아직 경험이 없는 엔지니어들에게 학교졸업후 
프로세계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공유하고 또한 SID 동료 혹은 모든 경력계층에 있는 산업종사자들로 
부터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커넥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YES 프로그램은 디스플레이 위크 2021기간동안, 5월 19일 
오후 4시 -5시 (미국 서부시간 기준) 특별 네트워킹 이벤트를 호스팅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전체 
개요를참조하시고, 오늘 등록하세요! 

YES에 대해 좀더 알아보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멤버들과 인터뷰한 비디오도 시청해 
보세요. YES@sid.org 로 직접 이메일 주셔도 됩니다.

SHORT 코스  
기초    ( 5월 17일- 21일)

Short 코스는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학생들,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에게 기초들을 
완벽하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입문과정을 
참여함으로서, 참가자들은 세미나 및 기술 
심포지엄의 전문 주제들을 다루는 많은 발표들을 
참가하기에 앞서, 먼저 기초들을 배울수 있습니다.

모든강의 개요 및 강사들의 소개를 참조하시고, 
오늘 등록하세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ctive-Matrix 디스플레이위한  TFT 기초
 Display Metrology 기초
 디스플레이의 AI와 머시인러닝 : 소개,  
 이론 및 응용
 OLED와 어플리케이션의 기초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초와 첼린지

세미나   (5월17일 – 21일)

디스플레이 위크 세미나는 여러분이 오늘날 최신, 
가장 핫한 디스플레이 기술들을 배우도록 도와 
줄것입니다.

모든 트랙 강의의 개요와 강사들의 소개를 
참조하시고, 오늘 등록하세요!

트랙 1: 전자종이와 아웃도어 디스플레이
트랙 2: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및  
 스트레쳐블 일렉트로닉스
트랙 3: 노벨 디스플레이 와 그이상

Short 코스와 세미나는 
여러분을 앞서 가게 할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위크 2021 Short 코스와 세미나는 여러분의 기본실력을 강화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을 터득할 시기에 맞는 정확한 장소입니다.

디스플레이 위크 혁신관 (I-Zone)은 신기술, 아이디어들에 대한 증명,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데모들이 전시됩니다. 이 특별전시관은 작은 회사들, 스타업 기업들, 대학, 정부 연구기관과 
독립리서치 연구소들에게  그들이 개발한 최신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들을 특별 무료로 선 보일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디스플레이 위크는 디스플레이 기술, 시스템, 제품, 시제품 및 혁신전시관(I-Zone)에 출품되는 제조 
공정과정제품들중, 가장 괄목할 만한 진전을 가져온 회사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에서 지금 새로운 것은 무엇이며, 다음은 무엇이 
될까를 알고 싶으시면, 오늘 등록하세요. 

2020년 혁신관의 수상자들

최고 시제품
전자 통신 연구소(ETRI -Giga KOREA파운데이션) 의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유리기판위의 
혁신적인 1-micron TFT pixel 디자인 데모품.

수상자들
• CREAL - Light-field 증강현실 유리

• Scrona AG -나노 드립 적층 프린팅 공정기술

• NS 나노텍 -나노 LED 기술

혁신을 
의미합니다

WOMEN IN TECH:
팬데믹속에서 리더쉽

(5월 20일, 오전9시, 미국 서부시간 기준, 발표후 라이브 질의 응답시간이 있음)

Margaret Kocherga
창업자 / 대표이사 
Light and Charge Solutions

Christina  
Lampe-Onnerud
창업자 / 대표이사 
Cadenza Innovation, Inc.

Asha Parekh
매니저, 전략 마케팅 & 
비지니스 개발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Tara Akhavan  
(프로그램 진행자)

Faurecia IRYStec / 대표이사

2017년 창립이래로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중 하나인,디스플레이 
위크 Women in Tech 프로그램은 
비지니스 리더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요한 토픽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토론에서는 다이나믹한 패널들이 
개인적인 경험들, 전례없는 위기를 
가져온 COVID-19 팬데믹, 지난 18
개월동안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이끌어 왔는지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패널리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오늘 등록하세요

최고 경영자 포럼:
시작-경영-종결 
(START-MANAGE-EXIT)

(5월 19일, 오전9시, 미국 서부시간 기준, 

발표후 라이브 질의 응답시간이 있음)

최고경영자들은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면, 최고경영자 포럼(CEO 
Forum) 에 참가해 보세요.  우리의 
다양한 패널리스트들은 어떻게 
공중에 모든볼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하는지를 공유할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위기, 기회 
모색하면서, 단기, 장기계획들을 
구상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Ian Jenks
최고경영자 
SmartKem

Maria Jokelainen
공동창업자 / 이사회 멤버 
Kuori Oy

Jill Wittels
대표이사 / 최고 운영자 
Nexteon Technologies, Inc.

Bob Raikes  
(프로그램 진행자)
수석 / 편집장 
Meko, Ltd.

패널리스트들에 상세한 정보도 
알아보고, 오늘 등록하세요.  

미래에 대한 솔루션  
기조연설 
(5월17일-21일, 오전 8시, 미국 서부시간 기준)

SID는 디스플레이 위크 2021동안에 국제 
혁신가들 그리고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스테이지 중앙에서 발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na  
Corrales
최고 운영책임자

구글 디바이스 및 
서비스 부문

코로나19 
이후세계에서 
디스플레이 공급망과 
하드웨어 혁신

5월20일, 목요일 5월21일, 금요일

Om 
Nalamasu
수석부사장 / 최고 기술 
책임자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사장

어플라이드 벤쳐

디스플레이 혁신의 
새로운 웨이브를 
만들기 위한 
재료엔지니어링의 역할

5월19일, 수요일

Stefano 
Corazza
AR총괄부사장 /
펠로우

아도비(Adobe)

AR 디스플레이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Immersive 
스토리텔링 도구에 
접근법 제공하기

5월18일, 화요일

JS Choi  
(최주선)
최고경영자 / 
대표이사

삼성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의 위대한 
미래와 메타버스

5월 17일, 월요일

Miriam 
Daniel
부사장, Echo 및 
Alexa 디바이스 부문

아마존 

엠미언트한 고객 
경험 디자인하기

미래 전망을 
확장시키는 
기술심포지엄 

(May 17-21)

디스플레이 위크 국제기술심포지엄은 매년 가장 기대하고 있는 행사중의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리서쳐들,학자들, 전략적 사고 리더들, 산업전문가들이 초청됩니다. 올 2021년 프로그램은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의 새로운 영역과 신흥부상하는 기술들에 대해, 많은 새롭고 확장된 토픽들로 구성됩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혼합현실 (AR/VR/MR), 디스플레이 머신러닝, HDR(High-Dynamic-Range)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디스플레이 토픽들에 집중된, 이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은 오랄과 포스터세션 발표들을 포함하며 수백명의 
연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각 세션 발표후에 연사들은 참가자들이  추가질문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세미나 기간동안에 시간을 할애하여 
참가자들과 라이브 채팅시간들을 갖습니다. 

전체세미나 일정을 보시고 오늘 등록하세요. 디스플레이 산업의  모든 새로운  발견들, 진전 사항들, 산업의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위크 2021 하이라이트

디스플레이 전시회
(5월17일 – 21일)

SID/DSCC  
비지니스 컨퍼런스
(5월 17일 – 21일)

전세계로 부터 전시되는 가장 진전된 기술, 최신 
제품들, 응용제품들을 만나보세요.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AR/VR, 폴더블, 플렉서블, 첨단 광학 부터 
터치스크린, 퀀텀닷, TVs, 사이니지(Signage), 
전자종이, 신소재까지 디스플레이 위크는 
모든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부스들을 방문하면서, 가정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전시업체들과 직접 커넥트 해 보세요. 
새로 전시회 참가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됩니다. 업데이트되는 최근 전시업체 명단을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올해 5번째 연속으로 개최되는 SID/DSCC 
Business Conference 에서는  패널공급업체, 
브랜드업체, 장비 공급업체, 재료제조사들의 
임원들과 산업분석가 및 재무분석가들이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들을 토론함으로서 산업 
공급망 접근방식을 보여줄 것입니다.

올해 컨퍼런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조연설세션

 재무 및 마켙 분석가들의 전망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마켙 과 기술 전망

 TV 디스플레이 기술 및 마켙

 IT 어플리케이션 디스플레이 

 자동차 디스플레이

 미니LED와 마이크로 LED 진전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의 기회

 스타업 세션

전체프로그램과 참가자들을 체크해 보세요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세요.  오늘 등록하세요. 

돈과 시간절약 하세요
출장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시간과 돈을 
쓰게합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그 경비들을 절약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국제기술심포지엄, 선두 마켙집중 
비지니스 컨퍼런스, 산업의 아이콘들, 그리고 흥미로운 
가상전시회 들을 편안하게 엑세스 할 수 있습니다. 
전시업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3M, BenQ Materials 
Corporation, BOE, Dow, E Ink Corporation, LG Display, 
Samsung Display Co., TCL China Star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Tianma America, Inc., and Visionox. 
전체 전시업체 명단은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세션들을 참가하세요. 소파에서 
혹은 홈오피스에서 혹은 좋아하는 카페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중 편리한 시간에 들어와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17일까지 내용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네크워크기회를 
확장해보세요 
라이브와 미리녹음된 세션들과 네트워크 기회들로 
구성된 디스플레이 위크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산업리더들과 비지니스 전문가들과 개인적으로 좀더 
친밀하게 연결시켜주어, 그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최근 가장 핫한 기술토픽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도 알아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위크는 전자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전세계로부터 
수천명이 참석하는 디스플레이 위크에서는 디스플레이 관련되는 모든사람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보여 주고, 또한 보러 옵니다. 최신기술부터  비지니스 리더들과 네트워킹 기회 및 특별행사들로 

구성되는 디스플레이 위크는 가장 핫한 기술들을 보고,  또한  최신 기술들에 대해 배우고, 
비지니스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을 수 있게 하는 one-stop-shop 장소가 될 것입니다.

2021년 5월 17일 - 21일에 개최되는  이번 온라인 전시회는 첼렌지없이 모든  온사이트 
이벤트의 모든 장점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전보다 더 쉽게 참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위크에 조인해 보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세미나 일정과 
가격들을체크하시고 오늘 등록하세요. 등록하시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위크 2020년 행사 하이라이트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가상 (virtual) 디스플레이 
위크 2021를 왜 참석해야 할까요?

“왜 참석하지 않으면 안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상 디스플레이위크 2021이 목전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17일 – 21일 개최되는 SID의 58회 연중 국제 

기술 심포지엄 및 전시회는,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과학자들, 

기업가들이 초빙되고, 산업을 선도하는 회사들이 

전시회에 출전합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의 기회, 비지니스 

네트웍 기회들, 그리고 글로벌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이벤트들도 함께 제공됩니다. 어떤 산업분야에 종사하던지 

간에, 디스플레이 위크는  전자 디스플레이 및 비쥬얼 

정보산업에 연결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이 어디에 와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때 보다 더 중요합니다. 

COVID-19 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킨지 벌써 1년이상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뉴 노멀에 적응하기 

위해 큰 보폭을 만들어야 했고 지금은 레벨셋팅 할때가 

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위크 2021은 우리에게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도록 도와 주고 또한 미래의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모든 디스플레이 산업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개최되는  기술심포지엄에 라이브 토론들이 

포함되면서 더 많은 배움의 기회 및 더 많은  네크워크 

기회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심포지엄의 각세션후에 

라이브로  질의 응답시간이 주어지며, 발표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세미나 기간동안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오늘날 최상의 혁신가들이 

주도하는 Short 코스 와 세미나는 여러분들의 현 위치를 

높혀주고 또한 경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추세들을 

집중적으로 논의 할것입니다. SID/DSCC 2021 비지니스 

컨퍼런스는 또한 경쟁사회에서 선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집중 토론할 것입니다.

130 여 전시업체들과 함께 기술 혁신 전시관 (I-Zone)도 

또한 개최됩니다. 이 기술 혁신 전시관은 올해 10주기를 

맞이하면서, 스타업 회사들 및 전세계의 싱크탱크들이 첫 

선보이는 제품들 및 데모 제품들이 전시됩니다. 기조연설, 

다이나믹한 Women in Tech 프로그램, CEO Forum

은 여러분들에게 굴지의 혁신가들의 의견들을 경청할 

기회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위크 2021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보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어디서나 원하시는 시간에 

이 모든 중요한것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등록하세요. 여러분들의 참석을 기다리겠습니다.

Radu Reit 박사
마케팅 총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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