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DisplayWeek에 참가하여 사업번창하시고,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을 확인하십시요!

Display Week에서는  세계 어느디스플레이 행사와도 달리, 많은  혁신적인  신기술 및 
신제품들이 소개됩니다.   이런  고유한 차별성은  세계 각 지역으로 부터 많은 영향력있는 
사업가들, 기술자들을 한자리 모이게 합니다.  이 차별화된  Display Week전시회에  귀사의 
혁신적인  신제품/신기술들을 선보이십시요. 

참가자  통계 현황

구매 결정권자

엔지니어 및 과학자

전문 기술인

전시회  통계 현황 
 2001년 ‒ 2012년 전시회 평균자료

2014년 Display Week 는, 미국의 서부지역, 
샌디에고에서 개최됩니다. 지형학적으로 Display Week
는 미국은 물론 아시아로 부터 오는 전시 참가업체들 
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 및 시스템 업체들이 미국 서부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어, 전시회 개최에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2014년 Display Week 전시회는 귀사의 고객과 함께 
사업논의는 물론 잠재고객까지 확보 할 수 있는 
필수적인 비지니스 만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전시면적 (sq. ft.)

전시업체  

참관자

첨단기술
아래와 같이Display Week 2014에서도 
지속적으로 엄선된 초미의 관심기술들을 
선보일 것입니다.
3D
Touch and Interactivity
Lighting
Oxide TFT
OLED TV
4K x 2K TV
Digital SignageDigital Signage
Display Manufacturing
Flexible Displays and e-Paper
HDTV
LCD
Films and Coatings
Plasma
ProjectionProjection
Display Metrology
Display Components, Electronics and more!

3M은 많은 이유로 매년 SID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그중  첫째로, Display Week 는  
소비 전자제품 산업에  모든 디스플레이 기술 들을 보여주는 탁월한 행사이고, 둘째, 
전시회를 통하여 기존고객과 관계를 원할하게 유지함은 물론  신규고객 확보에 
도움이 되며, 마지막으로는 Display Week 전시회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Mary Auvin, 3M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2014년 Display Week 전시회는 아시아, 미국, 유럽등 전세계에 
있는 모든  잠재고객, 비지니스 파트너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급업체들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  진입하는  주요 관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사도 2014년 Display Week 전시회에  
반드시 참가하시어   비지니스 확장 및 판로개척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노룩스, Jeff Hsu

Display Week  
전시회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위한  탁월한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Innolux 사는 매년 
DisplayWeek 전시회를 
참가하여,   우리의  
선진선진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기존 고객 및 
신규고객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장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

SID 기업 회원
SID 활동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기업회원의 혜택들을 즐겨 보세요.  
기업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Gold Membership: 
연회비는연회비는 $7500이며, 10명의 개인  
무료회원권을 제공, 전시5부스에 대해  
부스비10% 감면, 차년도 전시부스 
위치선정에 사용되는 점수 15 포인트가 
제공되며, SID Information Display 
매거진에 무료 광고 게재 (1/2 페이지, 4
회), SID 웹사이트에 기업명이 명시, SID 
와  귀사 사이트와 링크, SID 이메일 
리스트에 게제되며,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Silver Membership:
연회비는연회비는 $3000이며, 5명의 개인 무료회원권을 제공, 
전시 3부스에 대해 부스비 10% 감면, 차년도 전시부스 
위치선정에 사용되는 점수 7 포인트가 제공, SID In-
formation Display 매거진에 무료 광고 게재 (1/2 
페이지, 1회), SID 웹사이트에 기업명이 명시되며, SID 
와 귀사 사이트와 링크, SID 이메일 리스트에 
게제되며,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Sustaining Membership: 
연회비가 $1000인 기업회원은3명의 개인 무료회원권 
제공, 전시1부스에 대해 부스비 10% 감면, 차년도 
전시부스 위치선정에 사용되는 점수 1 포인트 제공, 
SID웹사이트에 기업명이  명시되며, SID와 귀사 
웹사이트와 링크, SID 이메일 리스트에 게제됩니다. 

스폰서쉽
전시산업전시산업 조사기관 (CEIR)에 따르면, 
전시 참가업체가 추가적으로  스폰서쉽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  104%의 
전시효과를 창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귀사도  전시회참가와  
함께 아래 스폰서쉽 기회들을  
활용하여 최고의  마켙팅 효과를 
보십시요보십시요. 
     배너
     층계 그래픽
     참가자 뱃지
     Tote Bags
     Media breakfasts and lunches
      전시장 통로사인
    고객 맞춤형 스폰서쉽
  스페셜 이벤트, 등등 

전시참가 업체들에게 제공되는 
추가 혜택들
     Exhibitor 세미나: 전시업체들에게 
    추가로 신제품 및 신기술에 대한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
     Best in Show:  귀사의 
    전시품목들이    전시품목들이 최고 출품작으로 
    선정될 기회를 가지며, 선정된 
    제품은 세계 주요 프레스와  
    미디어들을 통해 전세계로 
    홍보됩니다.

New: 전시업체들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미팅룸
2014 DisplayWeek2014 DisplayWeek전시업체들에게 
새로운 고객 미팅룸이 제공됩니다.  
방음시설, 가구 및  전기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춘 회의 공간입니다.  
임대가격은 기본미팅룸 (16ft x18ft) 
은 1일 임대시 $4500이고, 3일동안 
$14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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