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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 UBI RESEARCH 

OLED 

What’s Next?  
What Should Do? 

DESIGN FREEDOM 

PICTURE QUALITY FUTURE DISPLAY 

FLEXIBLE DISPLAY 

PREMIUM TV  

High-end Mobile 

 15년 이상에 걸친 OLED 산업의 시장과 기술조사 

 15년 이상 축적된  OLED 관련 다양한 database 보유 

 여러 분야의 OLED 보고서 발간 

 Display 산업관련 다양한 event 개최 

 Display 산업 관련된 다수의 consulting 경험 know-how 보유 

Why UBI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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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est Network in OLED industry 
 UBI research is maintaining a relationship with the key 

players in OLED industry as customer 
 OLEDNET over 15 years

Network 

 15 years consulting experience in field of OLED panel, 
material, and machine 

 Planning ability and experience- Samsung SDI, Korea 
National OLED Project 

Experience  

 OLED planning in SDI 1996 
 OLED team leader in SDI 
 Research team focusing on only OLED industry 
 15 years market and technology research data base

Expertise & Specialties 

About UBI Research 

이충훈 대표 

• 2007    유비리서치 대표이사 

• 2001    모디스텍 대표이사 

• 1995    삼성SDI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 

• 1988    한국과학기술원(KIST) 연구원 

 

• 1995   동경대학교 공학부 응용화학과 박사 
 

• 2007   SEMI OLED 국제표준화 한국 회장 

• 2003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겸임교수 

• 2002   한국디스플레이조합 OLED 분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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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보고서 포맷 발간 일정 

OLED 
Annual Report 

2021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연간 보고서 (엑셀 피벗 제공) PDF, Excel 1분기 

2021 대형 OLED 디스플레이 연간 보고서 (엑셀 피벗 제공) PDF, Excel 1분기 

2021 OLED 발광재료 연간 보고서 PDF, Excel 2분기 

2021 OLED 부품소재 연간 보고서 PDF, Excel 2분기 

2021 OLED 제조장비 연간 보고서 PDF, Excel 4분기 

Market Track 

2021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Market Track Excel, PDF 매 분기 

2021 대형 OLED 디스플레이 Market Track Excel, PDF 매 분기 

2021 OLED 발광재료 Market Track Excel, PDF 매 분기 

2021 OLED 부품소재 Market Track Excel, PDF 매 분기 

2021 OLED 제조장비 Market Track Excel, PDF 매 분기 

Special Report 

2021 하반기 OLED 디스플레이 보고서(엑셀 피벗 제공) PDF, Excel 3분기 

상반기 Flexible & Foldable 디스플레이 기술 보고서 PDF 1분기(1월) 

하반기 Flexible & Foldable 디스플레이 기술 보고서 PDF 3분기 

Mini-LED BLU 기술과 Mini-LED TV 시장 보고서 PDF 1분기(1월) 

Micro Display 기술 분석 보고서 PDF 1분기(1월) 

QNED 기술 분석 보고서 PDF 2분기 

디스플레이 잉크젯 기술 분석 보고서 PDF 3분기 

AMOLED 제조 공정 보고서 PDF 3분기 

주간 디스플레이 및 중국 산업 동향 Brief PDF 매주 

2021 UBI Research Reports Lin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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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 Research Service 

CONSULTING 

OLED Report 

CONFERENCE & SEMINAR 

OLEDNET 

OLEDNET from 2003 is the media specialized in OLED 
and is contributing and leading to the growth of OLED 
industry together with UBI Research.  OLEDNET is 
aiming to be the navigator for companies, institutes and 
academies in the field.  

Based on accumulated know-how, Stereoscopic solution 
is provided to satisfy customer needs. UBI Research 
provides various strategic solutions according to the 
commercialization situation of each company by value 
chain. Based on the global consulting experience of 
various companies around the world, we will lead the 
customer's business to success through programs 
tailored to each company's level. 

In the first half of every year, we hol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the best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in the OLED industry. It is also holding seminars in Korea 
semi-annually and preparing an online form of webinar 
for safe discussion in response to Corona 19 virus. 

OLED Report deals with market and technologies for 
OLED display. It is designed for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whole OLED industry including 
market forecast, the competitive and supply chain 
analysis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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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목 

• 2021년 OLED 상반기/ 하반기  세미나 

• 주간 디스플레이 동향 보고서 (연간 기준) 

• 주간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동향 Brief  

• 주간 디스플레이 및 중국 산업 동향 Brief  

• 2021 OLED KOREA 컨퍼런스  

• 기업 방문 세미나 (2시간 기준) 
  - 유비리서치가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와 마켓트랙을 활용하여 OLED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발표 
  - 세미나 대상 : 기업 임원, 특정 부서, 전 직원 

• 기업 방문 프리미엄 세미나 
  -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과 LCD, micro LED, micro display 등 고객 Needs 맞춤형 세미나 
  - 세미나 대상 : 기업 임원, 특정 부서, 전 직원 

UBI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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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rime Membership 

등급 주간 보고서 방문 세미나 
OLED 세미나 

무료 초청(상/하반기) 

OLED KOREA 컨퍼런스 

무료 초청 

브론즈 주간 디스플레이 동향 (3개 계정) - 각 1명 (총 2명) 1명 50% 할인 

실버 주간 디스플레이 동향 (5개 계정) 1회 각 2명 (총 4명) 1명 

골드 
주간 디스플레이 동향 

+ 중국 동향 (5개 계정) 
2회 각 3명 (총 6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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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 Research 
Global Customer Status  



https://ubiresearch.com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