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회명	 iMiD	2018(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	26일(금)	/	3일간
장       소		 서울	COEX	Hall	D(3F)
규       모		 7,281m2	/	150개사	350부스
참 관 객		 60,000명
전시품목			 -		OLED,	LCD,	Flexible,	Micro	Display,	Touch,	Digital	Signage,	 

Wearable,	Automotive
	 -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및	설비
	 		·	생산장비,	검사장비,	측정장비,	수리장비,	계측기기,	클린룸	설비	등
	 -	디스플레이	관련	재료	및	부품
	 		·	Glass,	Color	Filter,	BLU,	편광필름,	Drive	IC,	OLED	재료,	ITO	타겟	등
주       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주요행사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VIP	부스	투어,	비즈니스	포럼	등

참가신청 계약금 납부 잔금 납부 부대시설 신청 부대시설비 납부

홈페이지	접속	후
(www	.imidex.org)
온라인	참가신청
(7월	31일까지)

참가비	계약금
50%	납입

(온라인	신청	후
14일	이내)

참가비	잔금
50%	납입

(7월	31일까지)

전력,	급배수,	압축공기,
인터넷,	고객관리시스템	등

온라인신청
(~9월	21일까지)

부대시설	비용
100%	납입

(~9월	21일까지)

참가신청방법

참가비 안내

구분 부스타입 단가 비고

국내업체
독립 280만원 전시면적만	제공

조립 320만원 전시면적+기본	장치제공

해외업체
독립 USD	3,100 전시면적만	제공

조립 USD	3,800 전시면적+기본	장치제공

참가비 할인혜택

구분 1차 조기할인 2차 조기할인 연속참가 추가할인 회원사 할인

대상 3.	31까지	신청한	기업 5.	31일까지	신청한	기업 3년	연속	참가기업 협회	회원사

할인 10% 5% 5% 20만원	/	1부스

유료 광고 안내

구분 뒷표지 앞표지 안쪽 전면 내지 뒷표지 안쪽 후면 내지

IMID	2018	디렉토리 200만원 150만원 130만원 120만원 100만원

한국전자산업대전	가이드북 350만원 150만원 130만원 200만원	 150만원

납입계좌

구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은행계좌이용 581-910021-57704 하나은행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참가문의

구분 Tel E-mail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IMID	전시사무국 02-3014-5702 imidex@imidex.org

전시회 
개   요

참가신청
안       내



전시회?

Why

다양한 해외바이어 네트워크를 통해 B2B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제공

▶		유력	바이어와의	1:1	맞춤형	상담회를	통해	해외수출	증대에	청신호를	밝혀드립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SDC, LGD, BOE, CSOT, TIANMA 등 주요 임원진의 전시부스 투어 진행

▶		한국	패널	기업과	해외바이어의	전시부스	투어로	중소	참가업체에게	홍보기회를	제공합니다
VIP 부스 투어

전시와 컨퍼런스 동시개최로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필요한 최신 정보 전달

▶		국내외	유명	연구원	및	석학을	초청하여	최신	시장	및	기술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포럼

출품 제품 중 우수제품에 대해 정보디스플레이대상(장관상 4점) 포상 기회 부여

▶		전시회에	출품된	제품	중	우수	개발	기술을	선정하여	시상	및	우수제품관에	제품을	전시해	드립니다

정보디스플레이
대상



전시회 주요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1차	조기신청	마감 ~	3월	31일 10%	할인

2차	조기신청	마감 ~	5월	31일 5%	할인

참가신청	마감 ~	7월	31일 선착순	마감

참가비	잔금(50%)	납부 ~	7월	31일 100%	입금	완료	시,	정식	참가업체로	인정

부스	배정 8월	1일~ 1.부스규모		2.신청일자	순으로	개별	연락	예정

디렉토리북	및	가이드북	광고	접수 8월	1일	~	31일 선착순	마감

[선택]	초대권(무료임장)	온라인	신청 ~	8월	31일 참가업체의	고객	초청용	초대권	신청	접수

[필수}	디렉토리	원고	온라인	제출 ~	9월	14일 전시회	안내	책자에	들어갈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	제출

[필수}	조립부스	상호	간판명	온라인	제출 ~	9월	21일
부스	간판에	입력될	참가업체	상호명	제출
조립부스	신청업체에	한함

[필수}	독립부스	장치물	설계도	온라인	제출 ~	9월	21일
시공업체	계약	후	설계도면	사무국에	제출	및	사전승인	필요
독립부스	신청업체에	한함

[필수}	참가업체	출입증	온라인	신청 ~	9월	21일 전시기간	중	상주할	참가업체	담당자들의	기본정보	제출

[선택]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	상담회	온라인	신청 ~	9월	21일 해외	주요기업의	경영진,	담당자	초청	및	1:1	맞춤형	상담회	개최

[선택]	부대시설	온라인	신청	(유료) ~	9월	21일 전력,	압축공기	및	급배수,	인터넷,	고객관리시스템	등	추가	항목	신청

[선택]	가구	등	비품	사용	신청	(유료) ~	9월	21일 의자,	테이블,	카탈로그	홀더,	모니터	등	추가	가구	및	비품	등	신청

부스	설치 10월	22일	~23일 08:00	~	20:00

전시회	운영 10월	24일	~26일 10:00	~	17:00

부스	철거 10월	26일	~	28일
10월	26일	(17:00	~	20:00)
10월	27일~28일	(08:00	~	20:00)



SHOW REPORT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	일시	:	2017년	10월	18일
-	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하모니볼룸(B1)
- BOE,	CEC	Panda,	Tianma등	주요바이어(9개사	59명)	및	전시참가업체(25개사	59명)	간	1:1	미팅	진행

VIP 부스 투어  
-	일시	:	2017년	10월	17일~18일
-	장소	:	코엑스	D홀(3층)
-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및	임원진	부스투어
-	해외바이어(BOE,	CEC	Panda,	Tianma,	HKC,	Visionox	등)	부스투어

비즈니스 포럼  
-	일시/장소	:	10월	18일~19일,	서울	코엑스	401호(4층)
-	초청연사	:		Bernard	Kress	PhD(Microsoft),	이정한	상무(LG디스플레이),	 

노남석	상무(삼성전자),	Xibin	Shao(BOE),	Xiuqi	Huang(Visionox),	 
Keitaro	Yamashita(Everdusplay	Optronics)	등	총	19명

-	프로그램	:	총	6개	세션,	19개	주제발표					
-	참석인원	:	6개국	386명

일       시		 2017년	10월	17일(화)	~	19일(목)
장       소		 서울	COEX	Hall	D(3F)
규       모		 7,281m2	/	6개국	106개사	292부스
참 관 객		 63,184명
주       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엘지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머크퍼포먼스머티리얼즈

에이피시스템

탑엔지니어링에스에프에이 인베니아

이오테크닉스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

전  시  회
개최 결과

주요행사
결       과

IMID 2017 
참가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