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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는 

전기전자재료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1987년 10월에 창립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대 전자공학, 정보통신, 

신소재 분야 커뮤니티로 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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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 SPONSORSHIP PROSPECTUS

KIEEME

매년 정기적으로 하계학술대회와 격년으로 

추계학술대회, ICAE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회 회원 간의 기술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협력사 및 기업 회원들의 활발한 후원과 

지원으로 회원 간 기술 및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산학연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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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교류활동 및 

학술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의 협력의 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도 학술대회에서는 관련 기업의 이미지와 

제품 홍보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귀사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1987년 약 2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는 이제 산·학·연의 최고의 전문가 5천여 분들이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기전자재료 과학기술사회를 대표하는 전문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년마다 주최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 ICA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lectromaterials)는 매회 

25개국 이상에서 1,200명 이상이 참여하여 1,0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는, 전기전자재료분야 국제사회가 권위를 인정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국제학술대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 학회가 발행하는 SCOPUS 및 ESCI 등재지인 영문 학술지 TEEM (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은 SCI 등재를 위해 국제화를 착실히 실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주도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강원도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는 800명의 회원들이 참여, 438편의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여 

산·학·연 전문가들 간의 활발한 기술교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기전자재료 기술사회의 전문가들을 위한 기술 교류 및 

홍보의 장들이 단위 조직들의 기술교류회와 산업계의 기술전시회를 통하여 마련되었습니다. 

2020년도 하계학술대회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휘닉스 평창 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는 11월 5, 6일 양일간 경북 경주 The-

K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자신들의 과학기술적 성취를 훌륭한 논문으로 발표하여 학술교류의 장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에서는 회사 성장과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는 기술전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2020년에도 큰 성장을 

이룩하시길 빕니다.

김 은 동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장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존경하는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및 관련 산업계 관계자분들께!

인간에게 한없이 이타적이고 부지런한 흰 쥐가 선물한 2020년 경자(庚子)년을 맞이하여,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가 정성을 다하여 마련한 학술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 은 동

초청의 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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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는 지난 30여 년간 회원과 기업의 아낌없는 참여와 지원으로 전기전자재료분야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최대의 학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모두 느끼겠지만 국내 전기전자재료 분야의 기술력 및 학문적 

수준은 이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여 다수의 우수 논문이 우리 학회 회원들로부터 세계 유력 학술지에 출간되고 있으며 유수 국제 

학회에서 우리 회원들의 우수한 연구 발표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에 우리 학회가 

일조하였다고 자부하며 회원, 특별회원사 모두에게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성과를 계승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고자 올해에도 하계학술대회와 추계학술대회 등 2개의 메인 학술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회별 학술행사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하계학술대회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휘닉스 평창 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경주 The-K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학술대회는 우리 학회의 전통과 역사의 근간이 되는 가장 큰 연례 

행사입니다. 전기전자재료 분야 산학연의 깊이 있는 학술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각 연구회 중심의 학술대회 세션 구성과 우수 연구자 및 신진 연구자의 초청 발표를 통해 이러한 취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별강연, 기술교육, 산업전시, 학부생경진대회 등도 함께 마련하여 질적으로 우수하며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과 특별회원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에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회원, 특별회원사, 후원사, 협찬사들의 발전을 기원하며, 학술대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 종 윤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학술위원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재료연구단 단장

고려대학교 KU-KIST 융합대학원 부원장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특별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종 윤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학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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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학회소개

학회명

(사)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설립일 1987년 10월 31일 

학회주소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807호

 T. 02.538.7958        F. 02.538.3623        E. kieeme@kieeme.or.kr

 H. www.kieeme.or.kr  

회원 5,000여 명 

정기간행물 영문논문지 「Transactions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s」, 연 6회 발행 

 국문논문지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연 6회 발행 

 학회지 「E2M-전기 전자와 첨단 소재」, 연 6회 발행  

정기학술대회 하계 및 추계학술대회 

 ICAE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lectromaterials) 

지부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전북, 충청 

전문연구회 반도체재료·공정 / 기능성박막·센서 / 디스플레이·광전소자 / 전자재료   

 HVDC·절연재료 / 에너지하베스팅재료 / 전기화학 에너지전환 재료 / 2차전지  

 유·무기 하이브리드 / 산화갈륨기술 / SiC반도체 재료와 소자 / 전기기술교육 

주요사업  학술지 발간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조사 및 연구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전기전자재료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협동 활동 외

01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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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김은동   한국전기연구원

차기회장 이재신   울산대학교

부회장 신훈규   포항공과대학교 

 이준기   전남대학교 

 이상헌   선문대학교 

 김동욱   LS전선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김선근   클리오 

 김영근   LS산전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평중   동우전기 

 배동현   한국클래드텍 

 윤중락   삼화콘덴서공업 

 정은식   예스파워테크닉스 

 허태석   DKSH

감사 정효수   수원대학교 

 백종후   한국세라믹기술원

기획이사 문재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남훈   조선대학교

총무이사 여동훈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상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무이사 윤성민   경희대학교 

 구상모   광운대학교

편집이사 오민석   전자부품연구원 

 박재준   중부대학교 

 이원재   동의대학교 

 조  욱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김성진   충북대학교 

 박형호   연세대학교

학술이사 강종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현철   한국광기술원 

 장용무   원광대학교 

 김종규   포항공과대학교

국제이사 최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기훈   서울대학교 

 김종욱   한국전기연구원

사업이사 이상렬   청주대학교 

 김영훈   성균관대학교 

 이건웅   한국전기연구원

교육이사 김희동   한전 전력연구원 

 김효진   한국전기통신기술연구조합 

 고중혁   중앙대학교

02 2020년도 
임원

강태영   파워큐브세미 

김  찬   파워젠 

김경환   가천대학교 

김권제   아이큐랩 

김재호   태영건설 

김정배   효성 

김태호   대림산업  

김태화   엘브이에스 

김혜경   영남대학교 

김홍철   한성중공업 

남기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남기성   삼성물산 

박  식   디엔아이코퍼레이션 

박용출   금호건설 

서진종   코오롱글로벌 

양창헌   예스파워테크닉스 

이관우   연지테크 

이동길   대우건설 

이상엽   한밭대학교 

이상태   이노시엠 

임은주   단국대학교 

임효섭   현대건설 

조병우   석우엔지니어링 

조욱동   LS산전 

조한구   이플전기 기술연구소 

진병훈   신화인터내쇼날 

홍국환   DKSH

03 2020년도 
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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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장 김은동   한국전기연구원

부대회장 이재신   울산대학교 

 이준기   전남대학교

학술위원장 강종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위원장 기현철   한국광기술원  

 장용무   원광대학교  

 김종규   포항공과대학교

위원 김수영   고려대학교  

 김지완   경기대학교 

 류정호   영남대학교  

 장호원   서울대학교  

 최덕현   경희대학교  

 황석원   고려대학교    

04 2020년도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반도체 재료·공정 연구회 허영우   경북대학교

기능성 박막ㆍ센서 연구회 기현철   한국광기술원

디스플레이ㆍ광전소자 연구회 오민석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재료 연구회  고중혁   중앙대학교

HVDCㆍ절연재료 연구회 박재준   중부대학교

에너지하베스팅재료 연구회 최덕현   경희대학교

전기화학 에너지전환재료 연구회 장호원   서울대학교

2차 전지 연구회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ㆍ무기하이브리드 연구회 김영훈   성균관대학교

산화갈륨기술 연구회  문재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iC 반도체 재료와 소자 연구회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전기기술교육 연구회  김종만   전남도립대학교

05 2020년도 
전문연구회 
위원장

강원지부  최원열  강릉원주대학교

광주·전남지부  김영민  전남도립대학교

대구·경북지부  신훈규  포항공과대학교

부산·경남·울산지부 신효순  한국세라믹기술원

전북지부  정동철  우석대학교

충청지부  류호준  전자통신연구원

06 2020년도 
지부장

07

학회소개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   08



구분
2017

하계학술대회
2018

하계학술대회
2018

추계학술대회
2019

하계학술대회

일시
2017. 

6. 21.~23. 
2018. 

6. 20.~22. 
2018. 

11. 20.~21. 
2019. 

6. 19.~21. 

장소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대명  

델피노리조트
부여  

롯데리조트
횡성 

웰리힐리파크

논문발표 532편 454편 256편 438편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부스   

22부스 26부스 14부스 27부스

참석인원 800여 명 800여 명 500여 명 800여 명

KIEEME Annual Conference

07 최근 3년간 
학술대회 
개최 현황

구분
제4회 

ICAE 2017 
NGPT 2018 

제5회 
ICAE 2019

일시
2017. 

11. 21.~24. 
2018.

5. 8.~11. 
2019. 

11. 5.~8. 

장소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성균관대학교 

(서울)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논문발표 1,218편 303편 1,086편 

참석인원
1,400여 명 
(30개국) 

500여 명 
(15개국) 

1,300여 명 
(25개국)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lectr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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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주요 분야

반도체재료·공정  /  기능성박막·센서  /  디스플레이·광전소자 

전자재료  HVDC · 절연재료  /  에너지하베스팅재료  

전기화학 에너지전환재료  /  2차 전지  /  유·무기 하이브리드 

산화갈륨기술  /  SiC반도체 재료와 소자  /  전기기술교육

프로그램 구성

특별강연  /  Keynote 강연  /  Invited 강연  /  Oral Session    

Poster Session  /  기술교류회  /  기초전공세미나  /  학부생 경진대회

심포지엄 및 워크숍  /  기업 기술 홍보 세션  /  산학친선교류회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2020년도 정기학술대회

논문초록 제출 마감

2020. 5. 8 FRI 

사전등록 마감

2020. 6. 5 FRI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마감

2020. 6. 5 FRI 

논문초록 제출 마감

2020. 9. 7 mon 

사전등록 마감

2020. 10. 12 mon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마감

2020. 10. 12 mon

휘닉스 평창 호텔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   10



01 기대효과 공익 공헌

•과학 탐구에 공헌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역할 수행 

인재 양성

•�전기전자재료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  

국내 전기전자재료 분야의 저변 확대 기여

기업 이미지 상승

•�선도적인 연구 지원과 우수 인력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및  

그 기업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고객 가치 동반 상승

02 하계 및 추계
학술대회 
후원 
참여 안내

내용 및 비용 학회 지원(혜택) 사항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200만원  /  1부스

360만원  /  2부스

• 부스설치비 포함(30만원)

• 숙박 및 식사 제공

프로그램 북 지면홍보

500만원  /  뒷표지

300만원  / 안쪽면 표지

100만원 ~ 200만원  / 내지

• 컬러인쇄(4x6배판) 광고 및 로고파일 제출

• 행사장 내 홍보

후원사 등록 500만원 ~ 1,000만원

• 행사장 내 홍보

• 후원페이지 회사로고 상시 노출

• 기념품 로고 표시

※ 각 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계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회 회원 간의 기술 및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협력사 및 기업 회원들의 활발한 후원과 지원으로 회원 간 기술 및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산학연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교류활동 및 학술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의 협력의 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도 학술대회에서는 더 많은 회원과 관계자께서 참가하실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귀사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2020년도 기업 참여 안내
KIEEME 2020 Annual Conference EXHIBITION & SPONSORSHIP PROSPECTUS   /   11



01

EXHIBITION & SPONSORSHIP PROSPECTUS

휘닉스 평창 호텔

13    2020년도 하계/추계학술대회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세부일정 안내 

   2020년도 하계학술대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18    하계·추계학술대회 

   지면홍보 및 후원사 참여 안내 

19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참가 신청서

KIEEME 2020 Annual Conference



2020년도 하계학술대회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세부 일정 안내

행사명  2020년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하계학술대회 
  KIEEME Annual Summer Conference 

기간  2020년 7월 8일(수) ~ 10일(금)

장소  휘닉스 평창 호텔

행사규모  논문발표 450편 이상(전기전자재료분야 전문가 약 1,000명 참석)

부스범위  총 30부스 내외

신청 기간  2020년 6월 5일(금)까지 (선착순 마감)

전시 일정  •부스 설치 : 2020. 7. 7.(화) 18:00 ~ 21:00 

  •물품 반입 : 2020. 7. 7.(화) 21:00 ~ 22:00, 7. 8.(수) 09:00 ~ 10:00 

  •전시 기간 : 2020. 7. 8.(수) ~ 7. 9.(목), 09:00 ~ 18:00 

  •부스 철거 : 2020. 7. 9.(목) 18:00 

01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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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0년도 하계학술대회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세부 일정 안내

기본 지원사항 •전시부스 1개(가로 2.5m × 세로 1.5m × 높이 2.5m)

  •파이텍스 바닥면적(가로 2.5m × 세로 2m)

  •상호 간판(상호명만 표기됨)

  •전시용 데스크 1개(가로 1.8m × 세로 0.46m), 테이블보 

  •인포데스크 1개(가로 1m × 세로 0.5m), 의자 2개

  •전기 1KW 및 2구 소켓, 스폿라이트 2개

  •프로그램 북 홍보 

특별 지원사항  •숙박지원 : 2박 

  •중식, 만찬 참가 지원 : 2명

「기업 기술 홍보 세션」 •발표 : 신기술 및 연구동향, 제품 홍보  

  •장소 : 학술대회장 내 강연장 

  •발표시간 : 20분 이내 

      ※ 참가자들에게 경품이나 자료를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참가자 입금 순서에 따라 우선 배정되며 선착순 마감 됩니다.

02 지원사항

부스유형(참가비) •1부스(200만원), 2부스(360만원)

참가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마지막 페이지 또는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www.kieeme.or.kr) 

  •참가업체 로고파일(EPS 또는 AI파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비 입금증 사본 각 1부

참가비 납부  한국씨티은행 102-51751-245, 예금주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접수 및 문의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사무국   

  T. 02.538.7948 F. 02.538.3623 E. members@kieeme.or.kr 

03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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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휘닉스 호텔

04 전시부스 
이미지 및 위치

•전시 부스사이즈(조립식 부스) : 가로 2.5m × 세로 1.5m × 높이 2.5m

•파이텍스 바닥면적 : 가로 2.5m × 세로 2m

•전시용 데스크 : 가로 1.8cm × 세로 0.46m

•인포데스크 : 가로 1m × 세로 0.5m

※  전시 부스 위치는 발표장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청완료(참가비 납부) 순서에 따라 부스 배정 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행사장 상황에 따라 부스 위치와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지 사정에 의해 부스위치 등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5m×1.5m

제품·기기 전시부스  
(접수/등록순 배치)

아젠다
3B홀

아젠다
3A홀

아젠다
2홀

아젠다
1B홀

아젠다
1A홀

포스터 50ea
100편

28
29

30
31

18
17

16

19
20

21
22

23
24

25
26

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주출입구

등록처

현황판

아젠다
4홀

KIEEME 2020 Annual Conference EXHIBITION & SPONSORSHIP PROSPECTUS   /   15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   16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세부 일정 안내

04

기본 지원사항 / 특별 지원사항 / 「기업 기술 홍보 세션」 

•�2020년도 하계학술대회와 동일   ※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02 지원사항

부스유형(참가비) •1부스(200만원), 2부스(360만원)

참가 신청 서류 •참가신청서(마지막 페이지 또는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www.kieeme.or.kr) 

  •참가업체 로고파일(EPS 또는 AI파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비 입금증 사본 각 1부

참가비 납부  한국씨티은행 102-51751-245, 예금주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접수 및 문의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사무국   

  T. 02.538.7948 F. 02.538.3623 E. members@kieeme.or.kr 

03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입방법

01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일정 

행사명  2020년도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KIEEME 2020 Annual  Autumn Conference

기간  2020년 11월 5일(목)~6일(금)

장소  경주 The-K 호텔

행사규모  논문발표 300편 이상(전기전자재료분야 전문가 약 600명 참석)

부스범위  총 20부스 내외

신청 기간  2020년 10월 12일(월)까지 (선착순 마감)

전시 일정  부스 설치 : 2020. 11. 4.(수) 18:00 ~ 21:00 

  물품 반입 : 2020. 11. 5.(목)  09:00 ~ 10:00 

  전시 기간 : 2020. 11. 5.(목) ~ 6.(금) 09:00 ~ 18:00 

  부스 철거 : 2020. 11. 6.(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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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시부스 
이미지 및 위치 2F

경주 The-K 호텔

•전시 부스사이즈(조립식 부스) : 가로 2.5m × 세로 1.5m × 높이 2.5m

•파이텍스 바닥면적 : 가로 2.5m × 세로 2m

•전시용 데스크 : 가로 1.8cm × 세로 0.46m

•인포데스크 : 가로 1m × 세로 0.5m

※  전시 부스 위치는 발표장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청완료(참가비 납부) 순서에 따라  

 부스 배정 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행사장 상황에 따라 부스 위치와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스터 25ea
50편

01 02 03 04 05 06 07 08 13 14 15 16 17 18 19 20

09
10

11
12

등록처

가야금
A홀

가야금
D홀

거문고
 A홀

거문고
C홀

거문고
B홀

가야금
B홀

가야금
C홀

포스터 25ea
50편

01 02 03 04 05 06 07 08 13 14 15 16 17 18 19 20

09
10

11
12

등록처

※ 현지 사정에 의해 부스위치 등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5m×1.5m

제품·기기 전시부스  
(접수/등록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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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추계학술대회 
지면홍보 및 후원사 참여 안내

전기전자재료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로 참가자 및 관계 기관에 프로그램 북을 배포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높습니다. 지면홍보와 후원사 등록을 통해 귀 사의 제품과 기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지면홍보 

  •뒷표지 : 500만원          •앞/뒷표지(안쪽면) : 300만원          •내지 : 100만원

지면제작  •규격 : 4 × 6배판(바탕색이 있을 경우 상하 좌우 여백 1cm 더 추가)  

� � •형식 : 컬러인쇄

� � •광고 지면은 광고주가 직접 제작(해상도 : 600dpi 이상, EPS 또는 AI파일)

01 프로그램 북 
지면홍보 
안내

02 후원사 
참여 안내

후원사 등록  •후원금 : 500만원 ~ 1,000만원

  •�학회 지원(혜택 사항) :  학술대회장 현황판 로고 표기, 프로그램 북 표지 후원 업체 표기 

 프로그램북 컬러광고 게재, 산학협력교류회 초청

참가 신청 서류 •광고파일

  •참가신청서 

        (마지막 페이지 또는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www.kieeme.or.kr)

� � •참가기업 로고파일(EPS 또는 AI파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증 사본 각 1부

「기업 기술 홍보 세션」 •발표 : 신기술 및 연구동향, 제품 홍보
 운영

    •장소 : 학술대회장 내 강연장

  •발표시간 : 20분 이내

     ※ 참가자들에게 경품이나 자료를 제공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지면홍보 및 후원사  입금 순서에 따라 우선 배정되며 선착순 마감 됩니다.

참가비 납부  •�한국씨티은행 102-51751-245, 예금주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지면홍보 및  •�하계학술대회 2020년 6월 5일(금)까지
후원사 신청 기간

 •�추계학술대회 2020년 10월 12일(월)까지

문의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사무국   

T. 02.538.7948         F. 02.538.3623         E. members@kieeme.or.kr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참가 신청서

위와 같이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학술대회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자(담당자) :               (서명)

사단법인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귀하

신청서 제출 및 문의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T. 02. 538. 7948 / F. 02. 538. 3623 / E. members@kieeme.or.kr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http://www.kieeme.or.kr)

3. 계좌정보 

  한국씨티은행 102-51751-245 (예금주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계산서 발행    계산서(청구) 발급    계산서(영수) 발급    계산서 불필요

1. 신청 단체 정보  모든 항목은 필수기재 사항이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회사로고 파일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업체정보
업체명   회사로고 이미지 

※ 원본파일은 별도 첨부대표자   

연 락 처

주소 우편번호

담당자명 / 직위   추천인(소속)   

전화 /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URL

홍보내용

전시 콘텐츠 및 회사 소개

※ 해당 내용은 프로그램 북에 게재 됩니다

  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기업홍보 및 기기전시 신청
1부스      200만원      「기업 기술 홍보 세션」 참가 신청

2부스      360만원    
  신청       미신청

※ 「기업 기술 홍보 세션」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학회 홈페이지 

(www.kieeme.or.kr/2020학술대회/

초록등록/간략한 발표 내용과 발표자 

등)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북 

지면홍보 신청

겉표지      500만원  

안쪽표지      300만원  

내지  100~200만원  

후원사 참여 신청
Diamond        1,000만원    

Gold          500만원    

2. 신청내역  참여 희망 항목에  표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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