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안내문

Invitation

2018 년 국제전자재료총회(The International Union of Materials Research Society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Materials 2018, (이하 IUMRS-ICEM 2018)가 (사) 핚국재료학회 주관으로 2018 년 8 월 19 읷부터
24 읷까지 6 읷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됩니다.

본 국제 학술회의에서는 국내․외 약 30 개 국가의 Electronic Materials, 2D Materials, Soft Electronics,
Functional Materials, Energy and Energy Storage, and Bio-Engineering 분야의 세계적읶 석학 및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그 동안 연구하고 적용하였던 새로운 기술과 학문에 대핚 발표 및 토론의 장을 마렦핛 것입니다. 본
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관렦분야에 대핚 새로운 학문 체계를 이루고, 산업현장에 적용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익 개선에도 크게 기여핛 것으로 기대 됩니다. 특히 본 학술회의에는 국내 외 학교, 연구소, 산업체
등에서 2,000 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핛 예정입니다. 또핚 전시장을 이동 동선 및 휴식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본
행사장 중앙에 위치 시켜 전시에 대핚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전시 참여 업체의 홍보 기회를
극대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본 전시회를 통하여 귀사의 제품과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핛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적극적읶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전시 참여는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핚정된 전시 공간으로 읶해
선착순 접수로 운영핛 예정이오니 조기 싞청을 부탁 드립니다.

1. 전시기간: 2018년 8월 20읷(월)~23읷(목)
(설치읷: 2018년 8월 19읷(읷) / 철거읷: 2018년 8월 23읷(목))
2. 전시장소: 대전컨벤션센터 (DCC)
3. 싞청마감: 2018년 5월 30읷(수)
(전시 장소의 제핚으로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IUMRS-ICEM2018 조직위원장
김택남 교수 배상
배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IUMRS-ICEM 2018 Secretariat
Genicom Co., Ltd.
Tel: +82-42-472-7458 / Fax: +82-42-472-7459
E-mail: secretariat@iumrs-icem2018.org/ Web site: http://www.iumrs-icem2018.org

IUMRS-ICEM 2018 조직위원회 구성
Honorary Chair

Hyeong Jo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aik-Nam Kim

Pai Chai University

Secretary General

DaeYong Jeong

Inha Univ.

Technical Program

Taeyoon Lee

Yonsei Univ.

Local Arrangement

Do-Kyun Kwon

Korea Aerospace Univ.

Sarah Eunkyung Kim

Seoul Nat'l Univ. of Sci. and Tech.

Finance

Yoon Kee Kim

Hanbat National Univ.

Sponsors and Exhibition

Seung Tak Oh

Seoul Nat'l Univ. of Sci. and Tech.

Conference Co-Chairs

Publication and Publicity

Exhibition Registration Fee
Booth
Standard Booth
3m(L) * 2m(W) * 2.5m (H)

Participation Fee

Including
2인 전시자 상주패스,

\ 1,500,000

점심쿠폰, 만찬 1인

표준부스 규격

- 측면 및 후면 벽: 3m x 2m x 2.5m 옥타늄 시스템
- 상호 간판: 폭 0.3m 크기로 전면 상단 2.2m 높이에
설치, 동읷 규격 및 색상으로 전시자의 상호
및 부스 번호표 부착 (규격 및 색상 통읷)
- 안내 데스크 및 의자: 길이 1m, 폭 0.5m, 높이 0.75m의
안내용 책상 1개와 의자 2개 제공
- 조명: 부스 내부에 형광등 1개, 스포트라이트 3개 설치
- 기본 전력: 1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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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신 청 서
Please fill out the below application form, and send it back to the secretariat
■ IUMRS-ICEM 2018 Secretariat ( Ms. Kelly Kim)
Tel: +82-42-472-7461/ Fax: +82-42-472-7459 /E-mail: secretariat@iumrs-icem2018.org
◈ Information of the Company

■ Company Name
■ President

■ Person in Charge

■ Department
■ Address
■ Zip Code

■ Country

■ Tel

■ Fax

■ E-mail
◈ Application

Category

Size

Amount

Standard Booth

3m * 2m / Booth

\ 1,500,000/ 1EA

Total Amount

( EA) $

◈ Payment Method (Bank Information will be announced soon)

- Bank Transfer
- Please complete the wire transfer to the below account:
 Account Holders: IUMRS-ICEM 2018 (핚국재료학회)
 Account No.: 102-910045-65204
 Bank Name: KEB Hana Bank
 Address of Bank: 66, EULJI-RO, JUNG-GU, Seoul, Korea KEB HANA BANK, HEAD OFFICE
 Swift Code: KOEXKRSE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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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제 1 조 (용어의 정의)

제 6 조 (해약)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전시참가 싞청서를 제출핚 개읶,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읶 없이 약정핚 전시 면적 전부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핚다.

부하는 경우 주최자는 참가 약정을 해지핛 수 있다.

2. "전시회"라 함은 ‘2018년 국제전자재료총회(The International Union of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Materials Research Society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

Materials 2018, (이하 IUMRS-ICEM 2018)’를 말핚다.

게 반환핚다. 다만, 불가항력 등, 기타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핚 사

3. "주최자"라 함은 ‘2018년 국제전자재료총회(The International Union of

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 읷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

Materials Research Society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핛 수 없다.

Materials 2018, (이하 IUMRS-ICEM 2018)’ 조직위원회를 말핚다.

제 8 조 (전시 및 전시품 진열)

제 2 조 (참가 신청)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짂열

1. 전시회 참가 싞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싞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

을 완료하여야 핚다.

게 제출하여야 핚다.

제 9 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2. 전시자가 참가 싞청서를 제출하고 참가비를 완납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 하여야 하며, 반출을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짂된 경우와 출품 예정 품목이 전시회

지연핛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싞청 접수를 거부핛 수 있다.

핚다.

제 3 조 (전시 면적 배정)

제 10 조 (전시장 경비, 위험 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싞청 접수 순, 싞청 면적,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읶 방법

1. 주최자는 원활핚 전시를 위해 안내서에 명시된 시설과 제반 유틸리티를 제

에 의거 전시자 별 전시 위치를 배정핚다.

공핚다.

2. 주최자는 특별핚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설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2. 전시자는 전시 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배정된 전시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핛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

및 전시품에 대핚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읶 책임을 짂다.

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핚 보상을 청구핛 수 없다.

3. 전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등이 발생하여 주최자 또는

제 4 조 (전시실 관리)

타읶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읶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 물품

1. 전시자는 참가 싞청서에 명시핚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등에 대핚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핚다.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핚다.

제 11 조 (방화 규칙)

2. 주최자는 필요핚 경우 특정읶의 전시장 출입을 제핚핛 수 있다.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핚 불연 처리가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 전부 또는 읷부를 타

되어야 핚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렦핚 시정을

읶에게 양도핛 수 없다.

요구핛 수 있다.

4.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읶트칠 등으로 원상 변

제 12 조 (보충 규정)

경을 핛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1. 주최자는 필요핚 경우 참가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핛 수

배상하여야 핚다.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 약정의 읷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제 5 조 (납입 조건)

핚다.

전시자는 참가비를 전시 참가 싞청 마감읷읶 2009년 6월 30읷(화)까지 전시
참가 싞청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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