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업체 공지사항 #1
SEMICON Korea에 보내 주시는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역대 최대의 규모로 진행될 SEMICON Korea 2018
전시회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SEMI 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시회 개요
전시회 명

SEMICON Korea 2018

일시

2018년 01월 31일(수) 10:00 – 17:30
2018년 02월 01일(목) 10:00 – 17:30
2018년 02월 02일(금) 10:00 – 16:30
코엑스 A, B, C, D홀 (전시회)
코엑스 3층 컨퍼런스 룸(남) (프로그램)

장소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2. 전시회 준비 일정
2017년 10월

전시 참가업체 공지사항 #1 이메일 수령
전시장 도면 및 전시 참가업체 목록 확인
전시 참가업체 서비스 매뉴얼 확인
온라인 서비스 (부대시설) 신청 시작
온라인 이벤트 디렉토리 시작
공동 참가업체 신청 시작
전시회 광고 및 후원 신청 시작

2017년 11월
2017년 11월 8일

전시회 초대장 우편 수령
온라인 참관객 무료 사전등록 시작

2017년 12월
2017년 12월 15일
2017년 12월 22일

Presidents Reception 초대장 우편 수령 (온라인 RSVP 신청 필수: 2018년 1월 17일 마감)
공동 참가업체 신청 마감
전시회 광고 및 후원 신청 마감

3. 전시 참가업체 목록 및 위치 확인
SEMICON Korea 2018은 코엑스 전관 (A, B, C, D홀)을 사용하여 약 600여 개의 반도체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코엑스
전시장은 1, 3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층에는 A, B홀이, 3층에는 C, D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홀마다 입구와 출구가 지정
되어 있으므로 전시회 준비를 하실 때 신청하신 부스의 위치와 관람객의 동선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EMICON Korea 공식 웹사이트에서 전시 참가업체 목록과 전체 도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시 참가업체 담당자께서는
부스 정보 (부스 번호, 위치, 크기 및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 서비스 (부대시설) 신청 페이지 <신청 마감일: 2018 년 1 월 10 일(화)>
전시회 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 및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서비스 (부대시설) 신청 페이지 접속을 위해 각 전시
참가업체 담당자께 비밀번호가 포함된 이메일을 송부 드렸습니다. 해당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업체 공지사항 #1







부여 받은

서비스 (부대시설)
신청 페이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접속

(예시: 816DEXJ2)

서비스 (부대시설) 신청
온라인 이벤트 디렉토리 작성
e-초대장 송부
공동 참가업체 신청
서비스 매뉴얼 다운로드
코엑스 지정 장치업체 명단 확인

서비스 (부대시설): 전시회 준비에 필요한 서비스(전시 참가업체 출입증(배지), 전기, 급수, 배수, 가구, 상호명(간판),



인터넷, 보조요원, 지게차 등)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벤트 디렉토리: 전체 전시 참가업체 목록 및 각 업체의 회사 소개와 제품 안내, 홍보, 부스 위치 등을
안내하는 전시회 온라인 홍보 매체입니다. 자세한 작업 안내는 각 전시 참가업체 담당자께
별도 이메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e-초대장: 귀사의 고객사를 초대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초대장 양식입니다. 전시 참가업체의 회사명과 부스 번호를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이는 전시회 무료 참관을 위한 초대장과는
구별됩니다. 무료입장을 위한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동 참가업체: 공동 참가업체는 전시회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경우 주 참가업체의 부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서비스 (부대시설) 신청 페이지에서 유료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매뉴얼: 전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가이드
하는 안내서입니다. 전시 참가에 관련한 일정, 규정 및 서류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코엑스 지정 장치업체 명단: 독립부스 신청 전시 참가업체는 코엑스 측이 지정한 협력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합니다.

5. 2017 vs 2018 변경 사항 / 강화된 규정
2017 기존

카테고리

2018 변경 후

1

운영 시간

마지막 날 17:00 마감

마지막 날 16:30 마감

2

부스 번호

홀명, 부스 번호 4 자리 (예시: A홀 2100)

홀명 + 부스 번호 2자리, 3자리 (예시: A100, BS10)

3

기둥 광고

구조물은 기둥 4면으로부터 30cm 거리 내 설치

구조물은 기둥 4면으로부터 15cm 거리 내 설치

카테고리

강화된 규정

1

상호명(간판)

부스 시공 시 상호명(간판) 뒷면 마무리도 깔끔하게 처리하여 옆/뒤 부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부스 시공

SEMI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SEMI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스 배정 점수 (Priority Points) 감점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요청, 불이행 시 전시장 퇴거 및 철거 요청
규정 위반 장치업체는 추후 SEMICON Korea 전시회 장치업체 등록 및 시공 불가

6. 초대장 우편 발송
전시회 무료 참관을 위한 초대장이 각 전시 참가업체 담당자 앞으로 택배 발송될 예정입니다. (시기: 11월 초) 회사의 조소지
이전 또는 담당자 변경이 있는 경우 10월 25일(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3 부스: 150

4~6 부스: 250

7 부스 이상: 350

7. 광고 및 후원 <신청 마감일: 2017년 12월 22일(금)>
다양한 광고 및 후원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현장: 전시장 내 광고



사전: 홍보 이메일



프로그램: 기조연설, 세미나, 포럼 후원



이벤트: 리셉션 및 경품추첨

궁금한 내용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EMI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