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HIBITORS UPDATE #3
1. 전시회 준비 일정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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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참가업체 공지사항 #3 이메일 수령
공동 참가업체 신청 업체 SEMI에 도면 제출 마감
기둥 광고 신청 업체 SEMI에 기둥 광고 도면 제출 마감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 온라인 등록 마감
온라인 서비스 (부대시설) 신청 마감
온라인 이벤트 디렉토리 마감
도면 작업 신고서 제출 마감 (코엑스 홀매니저)
온라인 서비스 (부대시설) 신청 대금 결제 마감
2020년도 부스 배정 시간 안내 이메일 수령
참관객 온라인 사전등록 (무료) 마감
* 상기 일정은 주최측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SEMICON KOREA 2020 부스 신청 안내
SEMI에서는 전시 참가업체의 편의와 효율적인 부스 배정을 위하여 전시회 기간 중 부스 예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업체의 부스 배정 시간이 안내된 이메일이 2018년 12월 19일(수) 발송 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부스 배정은 전시회 기간인 3일 동안 진행되며, 매 2분마다 한 업체가 방문하여 부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정 받으신
시간을 놓치시면 부스를 배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3. 전시회 출품에 대한 규정 안내: 출품의 대상
전시회 출품의 대상은 주 참가업체/계약자이며, 부스에 노출되는 사명은 반드시 주 참가업체/계약자의 사명과 동일해야 합
니다. 주 참가업체/계약자의 필요에 의하여 주 참가업체와 공동으로 전시회 출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 참가업체 신청을
통하여 제한적인 출품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준비하시는데 규정 (서비스 매뉴얼 참조) 을 반드시 숙지하시
기 바라며, 부스 설치시 규정에 위반되는 참가업체는 현장에서 전시회 부스 설치 시공이 불가함을 미리 공지 드립니다.

4. SEMICON KOREA 2019 INDUSTRY LEADERSHIP DINNER [마감: 1월 9일] | [RSVP등록]
인더스트리 리더십 디너 초대장을 2018년 11월 21일(수) 각 전시 참가업체 담당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초대장은 1매당 1
인등록 가능하며, 사전에 온라인 RSVP 등록을 하신 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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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23일(수)
17:30-20:0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
2019년 1월 9일(수)

5. 온라인 서비스 (부대시설) 신청 사이트 [마감: 1월 10일] | [사이트 바로가기]
온라인 서비스 (부대시설) 신청이 1월 10일 마감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마감일이 지난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마감
일을 준수하여 신청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전시 참가업체 출입증(배지)

부스 시공 장치업체 [독립부스]

상호명(간판) [기본부스]

6. 부스 번호 스티커 배포 및 부착 안내
SEMI에서는 전시 참가업체의 부스 번호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부스 내부 바닥 원하시는 위치에 부착 하시기 바랍
니다.
SEMI

T: 82.2.53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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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emiconkorea@sem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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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위치 | 부스 내부 바닥에 부착 (통로부착은 절대 불가)
코엑스 규정에 따라 통로 바닥에 부착하여 가해지는 모든 손상에 관한 책임 및 배상은 전시 참가업체 및 시공업체에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스 번호 스티커를 잘못 부착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추가 발급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7. 부스 장치 공사 일정
[설치 기간] 2019년 1월 19일-22일
A, B, C, D홀
8 부스 이상
6 부스 이상
전체 (기본/독립)

1월 19일(토)
1월 19일(토)
1월 20일(일)
1월 21일(월)
1월 22일(화)

그랜드볼룸
08:00~20:00
16:00~20:00
08:00~20:00
08:00~20:00
08:00~22:00

전체 (기본/독립)

1월 21일(월)
1월 22일(화)

09:00~18:00
08:00~22:00

1월 22일(화)
1월 23일(수)
1월 22일(화)

10:00~20:00
09:00~12:00
08:00~0:00

서비스 관련
전시 참가업체 출입증 (배지) 수령
수령위치: 3층 D2홀 앞 로비
가구 반입
A, B, C, D홀
전기, 급수, 배수,
압축공기 공급
인터넷 공급

1월 21일(월)

그랜드볼룸
16:00~00:00

전기 공급

1월 22일(화)

16:00~00:00

1월 23일(수)
1월 24일(목)
1월 25일(금)

10:00~17:30
10:00~17:30
10:00~16:30

전시회 기간
전시회 기간

09:00~10:00
17:30~18:00

인터넷 공급

[전시 기간] 2019년 1월 23일-25일
전시 참가업체

1월 23일(수)
1월 24일(목)
1월 25일(금)

09:00~18:00
09:00~18:00
09:00~20:00

참관객

*그랜드볼룸 전시 참가업체 1월 25일(금) 09:00~18:00

서비스 관련
고객 관리 시스템 (바코드 리더기) 공급
고객 관리 시스템 (바코드 리더기) 수거

[철거 기간] 2019년 1월 25일-26일
A, B, C, D홀
핸드 캐리 물품 반출
물품 반출, 부스 철거
부스 철거

1월 25일(금)
1월 25일(금)
1월 26일(토)

그랜드볼룸
16:30~17:30
17:30~23:00
08:00~24:00

물품 반출, 부스 철거
부스 철거

1월 25일(금)
1월 26일(토)

16:30~18:00
08:00~18:00

1월 25일(금)

17:30

서비스 관련
전기, 급수, 배수, 압축공기, 인터넷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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