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10-13, 2019, Ramada Plaza Jeju Hotel, Jeju, Korea

제11회 첨단소재 및 소자 국제학술대회

후원 및 전시 안내서

Organized by
Applied Physics Division, The Korean Physical Society

초대의 글
제 11회 첨단소재 및 소자 국제학술대회(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Materials and Devices, 약어 ICAMD2019)가 한국물리학회 응용물리분과

주최로 2019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제주도 라마다 플라자 제주호텔에서 개최
됩니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1회째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20개국 1,000여명의
전문가와 신진연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소재 및 소자 분야의 최고의 연구
성과와 동향 및 유의미한 많은 시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지식의 장이 될 것입니다.
ICAMD2019 조직위원회는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관련 분야의 기업·기관
들이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ICAMD2019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Hyeonsik Cheong, Ph.D.
Chair, Organizing Committee of ICAMD 2019
Chair, Applied Physics Division of KPS
Professor,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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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개요
대회명

(국문) 제 11회 첨단소재 및 소자 국제학술대회 (약어: ICAMD2019)
(영문)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Materials and Devices

기 간

2019년 12월 10일(화) ~ 12월 13일(금)

장 소

제주 라마다 플라자 호텔

주 최

한국물리학회 응용물리분과

공식언어

English
- 예상참가규모: 20개국 1,000여명 참석

참가규모

- 130여명 초청강연 및 600여 편의 포스터 발표
- 전시: 10부스 내외

프로그램

개ㆍ폐회식, 기조강연, 초청강연, 구두 및 포스터 발표, 튜토리얼 세션,
환영리셉션 및 공식만찬, 관광

웹사이트

www.icamd.or.kr

ICAMD 개최연혁
#

Title

Date

Venue

1

ICAMD 1996

1996.06.11 ~ 06.13

휘닉스파크

2

ICAMD 1999

1999.10.06 ~ 10.08

한양대학교

3

ICAMD 2003

2003.12.10 ~ 12.12

제주 라마다 플라자호텔

4

ICAMD 2005

2005.12.05 ~ 12.07

제주 라마다 플라자호텔

5

ICAMD 2007

2007.12.12 ~ 12.14

제주 라마다 플라자호텔

6

ICAMD 2009

2009.12.09 ~ 12.11

제주 라마다 플라자호텔

7

ICAMD 2011

2011.12.07 ~ 12.09

제주 라마다 플라자호텔

8

ICAMD 2013

2013.12.11 ~ 12.13

제주 라마다 플라자호텔

9

ICAMD 2015

2015.12.07 ~ 12.09

제주 라마다 플라자호텔

10

ICAMD 2017

2017.12.05 ~ 12.08

제주 라마다 플라자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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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MD2019 위원회
조직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 조직위원장: 정현식(서강대)
• 총무: 박배호(건국대)
• 부총무: 이관형(서울대)
• 재무: 김근수(연세대)

• 프로그램위원장: 조윌렴(이화여대)

출판위원회

지역위원회

• 출판위원장: 유천열(DGIST)
• 출판총무: 장준익(서강대), 이지은(아주대)

• 지역위원장: 정창욱(한국외대)
• 지역총무: 서혜원(제주대)

• 프로그램총무: 박지용(아주대), 최석봉(서울대)
• 프로그램부총무: 이태우(서울대), 이원희(KAIST)

프로그램 분과위원회
ㆍ2D + vdW Nano

ㆍPhotonics, Plasmonics and Metamaterials

최성율(KAIST), 안종현(연세대)
김관표(연세대), 김근수(연세대), 김종환(POSTECH)
서동석(성균관대), 신현석(UNIST), 이관형(서울대)
이지은(아주대), 장영준(서울시립대), 정문석(성균관대)
홍석륜(세종대)

이상민(KAIST), 김선경(경희대)
김동욱(이화여대), 노유신(건국대), 박형렬(UNIST)
서민교(KAIST), 신희득(POSTECH), 윤석현(이화여대)
이광걸(한양대), 장준익(서강대), 최춘기(ETRI)

ㆍNanomaterials / Nanodevices / Nanotools

ㆍSpintronics and Magnetic Materials

이상욱(이화여대), 이철호(고려대)
강성준(경희대), 강해용(부산대), 김태경(한국외대)
박지용(아주대), 박혜성(UNIST), 성맹제(중앙대)
양상모(숙명여대), 왕건욱(고려대), 임종선(KRICT)
최진식(건국대)

홍진기(고려대), 정명화(서강대)
구현철(KIST), 김갑진(KAIST), 김상국(서울대)
유천열(DGIST), 이기석(UNIST), 주성중(KRISS)
최광용(중앙대), 최경민(성균관대), 최석봉(서울대)

ㆍOrganic Electronics and Photonics

ㆍMedical Physics, Bioelectronics and Biophotonics

이탁희(서울대), 이연진(연세대)
김정원(KRISS), 김태욱(KIST), 노용영(POSTECH)
유승협(KAIST), 이태우(서울대), 이현복(강원대
임은주(단국대), 조상완(연세대)

홍성철(서울대), 서민아(성균관대)
김성환(아주대), 김승중(KAIST), 김하진(UNIST)
이경석(공주대), 이상권(중앙대), 이원희(KAIST)
정훈의(UNIST), 최헌진(연세대)

ㆍOxides and Emerging Materials for Electronics

ㆍQuantum Information and Mesoscopic Devices

양찬호(KAIST), 조지영(GIST)
문승언(ETRI), 박배호(건국대), 부상돈(전북대)
손준우(POSTECH), 이상운(아주대), 이신범(DGIST)
이윤상(숭실대), 이종석(GIST), 정종훈(인하대)
정창욱(한국외대), 최우석(성균관대)

도용주(GIST), 심흥선(KAIST)
김도훈(서울대), 김윤호(POSTECH), 서준호(KRISS)
엄종화(세종대), 이길호(POSTECH), 이동헌(고려대)
이현우(POSTECH), 정윤철(부산대), 정현석(서울대)
최태영(이화여대), 최형국(전북대)

Energy Materials and Devices
(solar, battery, and thermoelectrics)

김진혁(전남대), 김진영(UNIST)
김용수(울산대), 김준호(인천대), 서혜원(제주대)
신병하(KAIST), 양정엽(군산대), 이종수(경희대)
장서형(중앙대), 정용덕(ETRI), 황윤회(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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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View Speakers

※ 프로그램 및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최신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cope
• 2D + vdW Nano

• Nanomaterials / Nanodevices / Nanotools
• Organic Electronics and Photonics
• Oxides and Emerging Materials for Electronics
• Energy Materials and Devices (solar, battery, and thermoelectrics)
• Photonics, Plasmonics and Metamaterials
• Spintronics and Magnetic Materials
• Medical Physics, Bioelectronics and Biophotonics
• Quantum Information and Mesoscopic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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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및 전시 참여 안내
학술대회 개최 전부터 현장까지 시기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계획되어 있어 참여기업과 기관의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고, 후원 혜택으로 제공되는 전시를 통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
과 최신 동향의 습득 및 기술교류의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공식 후원 프로그램
후원 종류 및 금액

사전홍보

현장홍보

Gold

Platinum
(500만원 이상)

(200만원)

학술대회 안내서에 후원사 로고 표기

O

X

공식 홈페이지 내 로고 혹은 배너 링크

O

O

사전 Announcement에 로고 표기

O

X

프로그램북 후원사 페이지에 표기

O

O

프로그램북 내 광고 게재

O

O

(표지 / 컬러인쇄)

(내지 / 흑백인쇄)

행사장 내 주요 안내물에 로고 표기

O

X

전시 기본부스 제공 (1부스)

1부스

1부스

학술대회 무료등록

1인

1인

공식만찬 초청

2인

X

ㆍ신청방법
- 신청마감일: ~ 2019년 10월 31일
- 신청방법: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이메일로 접수해 주십시오 .
전시부스의 위치는 입금 순으로 우선적으로 선택 및 배정됩니다 .
* 문의처: ICAMD 사무국 (secretariat@icamd.or.kr)
* 입금 및 증빙서류 관련문의: 02-573-6210

ㆍ취소규정
-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10월 31일까지 협찬 취소 요청 시
금액의 80 %가 환불되며,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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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시
부스 타입

비용

기본부스 (2m*2m)

1,000,000 원

※ 전시 기본부스 제공내역
- 전시업체/기관 상호 간판

- 테이블 1개 , 의자 2개
- 전기 1KW, 콘센트(2구) 1개,
- 후면보드 2개 (1개 사이즈 폭1m*높이2.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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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광고 프로그램
1) 프로그램북 내지 광고
프로그램북에 실리는 지면 광고이며, 표지와 표지 내면을 제외한 내부 페이지에 개제
됩니다.

2) 회의장 스크린 광고
세션 휴게시간 동안 회의장 내 스크린 상에 기관/기업의 로고가 노출되며,
해당 광고는 슬라이드쇼 혹은 영상의 형태로 제공 가능합니다.

3) 메인 회의장 배너
세로 형태의 현수막으로 메인 회의장 내 벽면에 게시됩니다.
학술대회 기간 동안 많은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4) 홍보물 배포
회사의 홍보물이 현장에서 등록 시 전체 참가자에게 배포됩니다.

• 광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ICAMD 사무국 (sercretariat@icamd.or.kr, 02-573-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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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The 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Materials and Devices

ICAMD2019 후원 및 전시 신청서
신청사 정보
(국문)

회사명

*회사로고 이미지

(영문)

(원본파일은 별도 첨부)

대표자
주소

TEL

담당자

직위

부서

성명

E-mail

휴대폰

직통전화

신청 프로그램
프로그램
공식 후원
전시부스

광고

구 분

후원금액

□ 플래티넘 스폰서

5,000,000 원

□ 골드 스폰서

2,000,000 원

□ 전시부스

1,000,000 원

□ 프로그램북 내지 광고

1,000,000 원

□ 회의장 스크린 광고

2,000,000 원

□ 메인 회의장 배너

1,000,000 원

□ 홍보물 배포

500,000 원

합 계

원

입금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수협은행

1130-0051-4419

한국물리학회

 후원금액 입금 후, 입금확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무국 이메일로 발송해 주십시오.
 송금 시 회사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11회 첨단소재 및 소자 국제학술대회(ICAMD2019)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금액 ___________________원을 후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월

일

회사명 (Company)
대표자(계약자) 서명

(인)

※ 본 신청서를 빠짐없이 기재한 후, ICAMD2019 사무국(secretariat@icamd.or.kr)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