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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시회 안내

MARINE WEEK 2015 전시회 참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매뉴얼은 참가업체의 전시회 준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전시회 및 전시장
안내, 부대시설 신청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업체께서는 전시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체정보
수정 및 부대시설 신청은 전시사무국에서 공지한 기한 내에 MARINE WEEK 홈페이지
(www.marineweek.org)에 접속하시어 ‘참가업체 로그인’ 메뉴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페이지는 7월 27일(월) 오픈 예정입니다.

1. 일반안내
국제 해양방위산업전(NAVAL & DEFENCE 2015)

명

칭

일

시

2015년 10월 20일(화) ~ 23(금) 4일간 / 10:00-17:00(단, 23일은 16:00)

장

소

벡스코(BEXCO)

주

최

(예

정)

주

관

국제 항만〮물류 및 해양환경 산업전(SEA-PORT 2015)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해군, 한국무역협회
㈜경연전람, 벡스코(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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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회 세부일정표
진

행

내

용

일 정 (2015 년)

전시회 참가 준비기간
◦ 전시회 참가 신청마감

7. 31(금) 까지

◦ 세미나 개최 신청마감

9. 18(금) 까지
- 계약금 : 계약 후 1 주일 이내

◦ 참가비 납부

- 잔 금 : 2015 년 8 월 14 일까지

◦ 부대시설 신청마감

9. 18(금) 까지

◦ 부대시설 신청비용 납부

9. 30(금) 까지

장치공사 기간

10. 17(토) ~ 19(월) 08:00-20:00

◦ 참가업체 명찰 수령 (전시장 입구)

10. 18(일) ~ 19(월) 09:00-18:00

◦ 조립부스 설치 완료

10. 19(월) 16:00

◦ 독립부스 장치공사 완료

10. 19(월) 20:00

◦ 중량 전시품 반입 완료

10. 18(일) 14:00

◦ 일반 참가사 전시품 반입 완료

10. 19(월) 18:00

◦ 전시장 전기, 압축공기, 급배수 공급

10. 19(월) 18:00

◦ 임대 가구 공급 완료

10. 19(월) 18:00

◦ 전시장 전화 및 인터넷 가설 완료

10. 19(월) 16:00

전시기간

10. 20(화) ~ 23(금)

◦ 개막시간 (관람객)

10. 20(화) ~ 22(목) 10:00 ~ 17:00
10. 23(금)

◦ 전시물품의 작동 정지

10:00 ~ 16:00

매일 전시회 종료 후 15 분 이내

전시물품의 철수기간

10. 23(금) ~ 24(토)

◦ 전시물품의 작동 정지

전시회 종료 후 15 분 이내

◦ 전기, 전화, 압축공기, 급배수 공급 중단

10. 23(금) 16:15

◦ 장치업체의 임대물품 회수

10. 23(금) 16:15 ~ 20:00

◦ 출품업체의 전시품 반출 시작

10. 23(금) 16:15

◦ 전시물품 철수 / 부스 철거 및 자재 반출

10. 23(금) 16:15 ~ 20:00
10. 24(토) 08:00 ~ 16:00

★전시준비는 2015. 10. 19(월) 20:00까지 반드시 끝내고 전시장에서 퇴장하셔야 합니다.
★전시철거는 2015. 10. 23(금) 16:15~20:00, 10. 24(토) 08:00~16:00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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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별 체크리스트
상기 전시회 참가를 준비하면서 참가업체께서 일정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참가업체

담당자께서는

일정별

체크리스트를

수시로

확인하시어

전시회

준비에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시회 참가 3개월 전 【부스 신청 완료 ~ 2015년 8월 말 】
1) 참가 부스규모 확정 및 참가계약서 제출, 참가비 납부 완료
- 납부시기: 계약 후 일주일 이내 계약금 50%, 2015년 8월 14일까지 잔금 50%

2) 계약 후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정보입력
- 참가사제품 홍보자료 등록(Directory 원고), 출입증 및 무료입장권 신청 가능

3) 해외 운송제품이 있는 참가사의 경우 전시품 운송 회사 선정
- 전시장에서는 원활한 물품 반입을 위해 전시장 내 전시사무국 지정 운송업체만 작업가능

☞지정 운송업체: (주)미림이앤에프 김성근 차장 / Tel. 02-569-7711 CP. 010-7310-8572

전시회 참가 2개월 전 【 2015년 9월 ~ 】

1) 출품 품목 및 부스 형태에 따른 부대시설 신청
- 독립부스 신청사: 부스 장치 및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및 부대시설 신청 점검
- 조립부스 신청사: 부스 간판 상호명 신청 및 그 외 부대시설신청
구 분

해당사항
조립부스
독립부스

신 청 항 목

신청 1

업체정보등록 (Directory 원고)

필수

필수

신청 2

상주요원 출입증 및 무료 입장권

필수

필수

신청 3

조립부스 간판 및 로고

필수

X

신청 4

부대시설 (전력, 압축공기, 전화, 인터넷 外)

선택

전력신청필수

신청 5

가구

선택

선택

신청 6

독립부스 시공사 신고

X

필수

신청 7

전시품 반입 및 중량물 신고

신청 8

부스 평면도 신고

해당업체에 한함
X

2) 사전 마케팅 활동 시작
3) 세미나 개최 여부 결정: 신청마감 (201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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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1개월 전 【 2015년 9월 말 】
1) 부대시설 신청 완료 (2015. 9. 18) 및 내역 최종 확인
2) 부대시설 신청비용 납부 (2015. 9. 30)
3) 자사부스 홍보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4) 부스 장치계획 수립, 준비하는 부스 운영계획이 주최자의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5) 초청바이어 대상 무료입장권 및 초대공문 발송
전시회 참가 10일 전 【 2015년 10월

】

1) 현장인력, 전시품, 홍보물, 바이어명단 최종 점검
2) 부대시설 신청 접수 여부 사무국에 재확인
3) 각종 상담 준비물 점검
전시회 기간 【 2015년 10월 20일(화) ~ 23일(금) 】
1) 전시장 입퇴장 시간
◦ 장치기간

10. 17(토) ~ 19(월)

08:00 ~ 20:00

◦ 전시회 기간

10. 20(화) ~ 22(목)

09:00 ~ 17:15 (참가업체)
10:00 ~ 17:00 (관람객)

10. 23(금)

09:00 ~ 16:15 (참가업체)
10:00 ~ 16:00 (관람객)

◦ 철수기간

10. 23(금) ~ 24(토)

16:15 ~ 20:00 (23일)
08:00 ~ 16:00 (24일)

2) 전시장 출입증 수령: 전시장 입구(10.18(일), 19(월))
3) 부대설비 신청내역 수령 확인, 부스설치 및 전시품 진열
4) 시장동향과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
전시회 종료 이후 【 2015년 10월 30일(금) ~ 】
1) 전시회 결과보고서 수령: 사무국에서 개별 E-mail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2) 차기년도 전시회 부스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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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회 운영 숙지사항
1) 전시품 반입 및 반출
- 반입기간: 2015. 10. 17(토)~19(월) 08:00-20:00(독립부스)
2015. 10. 19(월)

14:00-20:00(조립부스) ★중량물인 경우 별도 협의

- 반출기간: 2015. 10. 23(금) 17:15 ~ 20:00 / 24일(토) 08:00 ~ 16:00(독립, 조립공통)
가. 전시품 반출, 반입 및 장치공사 시 아래의 전시장 시설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닥 하중 : 전시장5톤/㎡ (공동구 1.5톤/㎡)

전시장 시설

・화물 출입구 (5톤 초과차량 진입금지)
▷ 본관 : 높이 5m, 좌우폭 4m (1,2,3홀)
・차량운행속도 : 5 km/h 이내

시설담당자

・BEXCO 홀매니져 : 신종철 과장
・TEL: 051-740-7451 FAX : 051-740-7453

나. 반입 및 반출기간 내 지게차를 이용하시는 업체는 사전에 전시장 내 지정 운송업체인
미림이앤에프(Tel. 02-569-7711 김성근 팀장)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게차 업체는
참가업체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 반입, 반출 기간 중에는 통제가 없으나, 참가업체의 책임자가 항상 부스 내에 상주하여 전
시품의 도난 및 분실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주최자는 전시품의 도난 및 분실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라. 상기 작업시간 외 작업을 희망하는 참가업체는 시간외 작업 신청서를 통해 주최자사무국
에 신청하여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2) 보세구역 설영
가. 벡스코 전시장은 전시 기간 중 보세구역으로 설정하여 외국 전시품을 세관 규정에 의해
간소화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전시할 수 있습니다.
나. 보세전시구역 내에 반입된 모든 물품은 주최자 또는 세관원의 사전승낙 없이는 일체 타
장소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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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가업체는 보세전시장 내에서는 전시품에 대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직매하는
것은 금합니다.
3) 방염처리 및 위험물 관리
전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장치물에는 방염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독립부스 및 자체시공 업
체의 경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장 내에서는 전기톱, 용접기 등 먼지나 화재의 위
험이 있는 작업은 불가능하므로 조립작업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시 참가자 출입증 수령
온라인으로 신청한 직원용 전시장 출입증은 전시회 준비기간인 2015. 10. 18(일)~19(월) 2일간
전시장 입구에서 지급할 예정이오니 전시장에 나오시면 가장 먼저 출입증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들은 반드시 출입증을 소지 하셔야 전시장 입구의 경비요원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5) 현장 운영센터 이용안내
전시사무국에서는

2015.10.19(월)에

전시장

현장

운영센터를

운영합니다.

전시장

현장

운영센터는 전시준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탭으로 구성,
참가업체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본 현장 운영센터는 전시장 입구 앞에 설치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6) 독립부스 장치공사 규정
목재 또는 유사한 재질로 특색 있는 부스를 꾸미는 것으로 BEXCO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하기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특히, 자체시공업체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자(시공업체)는 공사착수에 앞서 부스 구조를 나타내는 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원본
각 1부를 벡스코 홀매니저실에 제출하여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승인 받고 시공하여야
함(도면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전시장 규정에 위배
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시 자재의 철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전시장 내부에서 전기톱, 전기대패, 용접기, 도장용 페인트, 신나 등은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외부에서 준비하여 장치기간 동안 조립하여 마감 처리
◦ 장치공사 잔해 및 쓰레기는 각 공사업체에서 수거하여 2015년 10월 19일(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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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전시

장치물은

2015년

10월

24일(토)

16:00까지

시공업체에서 완전히 해체하여 전시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함.
◦ 조명장치를 포함한 구조물은 할당된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 구조물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5m 를 초과할 수 없음
◦ 할당된 면적 내에 소화전이 위치한 경우 비상 시 작동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
◦ 전시실 바닥 처리용 카펫은 방염처리가 되어야 하며, 제거가 용이한 것이어야 함
◦ 독립부스 신청업체는 다른 업체의 조립부스 벽면을 사용할 수 없음
◦ 타업체와 인접하는 시공면을 설치하는 각 독립부스 시공사는 뒷벽면처리(지상에서 2.5m
지점부터 독립부스 구조물 최상단지점까지)를 하여야 하며, 뒷벽면 상단에 회사상호 간판
등 사인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7) 전시부스 높이제한
가. 바닥면에서 설치된 모든 구조물의 최상단 높이는 5.5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리깅구조물의 높이제한 : 5.5m (리깅트러스 및 트러스장치물의 최상단 포함)
다. 동 제한은 안정적인 전시회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만일 이를 어길 시 사무국에서는
전원 차단, 해당 구조물 철거를 요철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여 사
무국의 요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복층구조물
가. 복층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는 양식 제출 시 동 규정 사항을 적용한 입, 평면도 및
3D 시안을 작성하여 벡스코 홀매니져에게 제출,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 하도록 한다.
나. 복층구조물은 소방법상 건물내장공사에 준하여 소방법령 및 건축구조 안전에 관한 일반적
인 기준 범위 내에서 설치 및 운용을 허용하되 복층공사 시 구조검토는 반드시 BEXCO지정협
력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 복층구조물의 총 높이는 집기, 비품, 광고물 등을 포함하여 높이제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라. 복층면적은 사용면적(바닥면적)의 1/3이내로 하여야 하며, 전시부스 칸막이는 둘레의 1/2이
상을 개방시켜야 한다.
마. 상층부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 2층과 1층 사이에 2방향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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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계단의 너비 및 안전가이드의 높이는 1.2m이상이어야 한다.
바. 복층 내부에는 10m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천장부분이 마감되는 경우에는 천장에
10㎡당 1개 이상의 자동확산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복층출입구는 넓이 0.9m 이상으로 피난방향을 열어야 하며, 입구 앞 상단에는 충전식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한다.
자. 복층구조물은 전시장 내에서는 용접하지 않고 단순 조립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재는 불연 및 난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복층구조물은 구조물, 전
시물, 인원 등 전체적인 중량이 1㎡당 5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시실 바닥과 복층구조물의
접촉부위가 특정지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전시실 바닥 및 표면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차. 벡스코 시설담당자는 복층관련 도면, 구조 계산서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승
인여부(조건부 승인포함)를 통보하며 전시자는 승인 받은 설계도면대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승인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거나 현장의 안전 확인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벡
스코 시설담당자는 공사의 중지,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카. 전시자는 복층의 장치, 전시 및 해체기간까지 벡스코 시설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렇지 않을 경우 전력공급 중단, 전시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보상을 주최자 및 전시장(벡스코)에 청구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전시자, 장치업체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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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리깅부분 업무수행 요령
가. 리깅 허용중량 및 포인트(절점)간 간격(m)
절점(Point) 당 허용중량

기타부분/허용중량

0.5

0.25

단위(Ton)

- 0.5ton 은 절점부분에만 가능
세부내역

- 0.25ton 이하는 비 절점에 가능하나 절점 사이에 1개소만 가능하며,
- 절점과 절점사이의 총합은 1ton 을 초과할 수 없음

절점간격

- 본관 (1,2,3홀) : 9m (리깅 불가부분 제외)
- 상기 절점간격에 대한 해석은 벡스코 홀매니저 협의에 따른다.

※ 위 허용중량을 벗어난 경우 리깅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준수바람.
※ 절점이란, 메인트러스 수직재 하부를 말함

나. 리깅 공사요령
① 리깅은 수직으로 메인트러스 절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Y자 리깅 절대불가)
② 구조물의 리깅은 반드시 체인모터와 실링바로 시공하고 체인모터의 인양능력은 하부구조
물의 총 합상중량 보다 1.5배 이상 되어야 하며, 와이어류는 사용할 수 없다.
③ 트러스에 조명기구를 부착할 때는 고정 볼트 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고리핀을
추가로 사용하는 등의 2중으로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리깅 구조물에 사용되는 전기용량이 100kw/h 이상 되는 경우, 벡스코 전기 담당자에게
추가로 전기 사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리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반드시 방염(불연성)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⑥ 리깅 작업 시에는 작업장 내의 하단에서는 일체의 다른 장치공사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안전통제요원을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⑦ 리깅 된 구조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하부에서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리깅 한 구조물을 절대 시연(작동)하거나 포인트를 이동할 수 없다.
⑨ 리깅트러스에 설치되는 무빙조명, 스피커 등 동하중이 가해지는 장비는 동하중을 감안하
여 할증적용(30kg미만/3배, 30~40kg/4배, 45kg초과/5배)
다. 리깅업무 수행 절차
리깅을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하기의 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시 20일 전 : 리깅공사업체는 설계도서를 벡스코 홀매니저에게 제출
※설계도서 - MT평면도에 배치한 리깅트러스 배치도면(포인트당 하중 및 총 하중 표기)
- 장비(기구)배치도(리깅트러스에 설치되는 장비(구조물)의 배치도)
- 리깅 하중합산표(무빙장비는 동하중을 감안하여 중량의 3~5배수 적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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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깅트러스 및 리깅트러스에 설치되는 장비(기구)의 제원표
② 공사개시일 7일 전 : 전시부스설치, 작업신고서 벡스코 시설담당자 (홀매니저) 앞 제출
③ 공사개시일 3일 전 : 안전관리계획서 벡스코 시설담당자 (홀매니저) 앞 제출(공사일정, 현
장 안전통제요령 포함)
④ 공사당일 : 현장에서 리깅자재의 오-훼손 여부,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여부, 현장 안전
통제선 가설 여부 등에 대한 검수를 벡스코 시설담당자 (홀매니저)에게 받을 것
라. 리깅부문 공사 시 준수사항
리깅공사는 구조검토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구조안전검토서와 일치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
도서 및 리깅포인트가 변경되는 경우 재검토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① 작업신고서 제출 시 공사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리깅공사 중 작업자 전원은 안전모, 안전복, 안전띠, 안전화를 착용하고 현장 하부에는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③ H빔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빔 표면에 보호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리깅은 반드시 구조안전검토서에 정한 포인트에 수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리깅트러스는 독립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하부 구조물과의 연결을 금지한다.
⑥ 담당자는 철거가 종료되는 시간 까지 상주하면서 구조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10) 전시장 폐기물 처리
전시기간 중 반입된 폐기물(목재, 비닐, 에어팩, 폐자재 등)은 반입업체에서 전시회 종료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해당업체는 더욱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 발생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참가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독립부스 계약업체는 장치공사 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재를 이용하여 독립부스 및 장치물을 제작한 참가사
- 전시물품 및 전시물품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재를 반입하였던 참가사
- 조립부스 내부에 자체적으로 장치하기 위하여 자재를 반입하였던 참가사
- 전시물품 보호용 포장재(종이, 비닐, 에어팩, 목재)가 포함된 전시품을 반입한 참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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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 음
전시기간 중 전시제품을 설명하고 시연하기 위하여 관람객을 대상으로 나레이션을 하는 경우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시키면 타 업체의 상담에 막대한 지장을 주므로 귀 사의 부스 내에서만
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시회는 많은 업체들이 제품을 소개하는
공간이므로 주변 업체에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리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타업체의 이의 제기시 주최자는 소음을 발행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전시장 내 판매 행위 금지(호객행위)
본 전시회는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관람하는 전문전시회로 참가업체는 전시품에 대하여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직매는 할 수 없습니다. 어길 시 필요에 따라 전시사무국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발생 시 강제 퇴장 조치)
13) 전시물품 및 귀중품 도난주의
전시장치기간 내에는 귀중품이나 손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전시품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고가의 소형 장비부품 등)은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고 전시장 퇴장 시 별도의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참가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해서 주최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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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대시설 신청 안내
1. 부대시설 온라인 신청안내
1) 부대시설이란? 전시품의 작동 및 부스 운영을 위한 각종 서비스 항목입니다.
2) 부대시설 온라인 신청 방법
참가계약서 접수 후 전시사무국에서 참가업체 담당자의 이메일로
MARINE WEEK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메일 발송
▼
MARINE WEEK 홈페이지(www.marineweek.org)에 접속하여
‘참가업체 로그인’ 메뉴를 클릭,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
▼
로그인 후
1. (Directory 제작을 위한) 업체정보 수정
2. 각종 부대시설, 출입증, 부가입력사항 작성
▼
신청 완료 후
신청 내역 및 비용이 명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신청내역확인서 확인
(출력 가능)

3) 부대시설 신청 기한
2015년 9월 18일(금) 16:00까지
4) 수정 및 추가신청 방법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한 모든 양식 및 업체정보는 2015년 9월 18일(금) 16:00 까지만 수정
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상에서 수정 및 추가 신청이 되지 않으므
로 기한 이후의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사무국 (Tel. 02-785-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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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대시설 사용 요금 안내
1) 부대시설 세부 항목
[전시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설치료 포함, VAT 별도]

구 분
디렉토리
조립부스 간판
출입증 및 초청장

조명용 전기

시설 세부 내역

단

가

홈페이지 업체 정보 입력 내용으로 발행

무료

홈페이지 등록 내용으로 제작

무료

로고 (간판에 상호와 함께 부착됨)

100,000원/개

상주요원 명찰

무료

관람객 무료입장권 (매수제한없음)
100W 스포트라이트

30,000원/개

300W 할로겐

50,000원/개

1.2M 40W 형광등

40,000원/개

13AMP 소켓 220V/60HZ 단상

55,000원/개

24시간용 소켓

80,000원/개

220V/60HZ 단상

40,000원/kW

220V/60HZ 삼상

40,000원/kW

380V/60HZ 삼상

50,000원/kW

24시간용 220V 삼상

80,000원/kW

압축공기

기본형 (본 매뉴얼 P. 20 참조)

200,000원/구

급배수

기본형 (본 매뉴얼 P. 20 참조)

200,000원/구

국내

100,000원/대

국제(사용료 별도)

150,000원/대

장비구동 및
독립부스
조명용 전력

전화
인터넷전용선

설치 및 사용료 포함

150,000원/포트

☞ 자세한 사항은 본 매뉴얼 ‘지정협력업체’(본 매뉴얼 P. 1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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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구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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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폰서십 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서
1) 디렉토리 광고
디렉토리는 10,000부 이상 발행되며 전시회 기간 중
참가업체 및 바이어에게 배부됩니다.
일회성의 자료가 아닌 전시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시회에 대한 소중한 자료로 보관될 중요한 인쇄물이므
로 장기적인 기업홍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
니다.
<부가세 별도>

종 류

위 치

신청 가능 수량

단 가

표 2

표지 안쪽면

1

1,500,000원

표 3

뒤 표지 안쪽면

1

1,500,000원

표 4

뒤 표지

1

3,000,000원

Page 1

내지 1면

1

1,500,000원

내지

선착순 배정

제한 없음

1,000,000원

◦ 인쇄 면적: 135mm(가로) X 205mm(세로)
◦ 완성된 광고 파일을 마감기한인 2015년 9월 18일까지 송부

2) 전시장내 천정배너 광고
전시장 내 천정에 게시되는 배너로 전시기간 중 전시장
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 또는 부
스위치를 홍보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이즈
2m X 5m

위 치

신청 가능 수량

□ Naval & Defence Section
□ Sea-Port Section

1개 / 회사

◦ 완성된 광고 파일(.ai)을 마감기한인 2015년 9월 18일까지 송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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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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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쇼핑백
약 11,000개 제작되어 전시장 각 입구에서 무료 배포되는
쇼핑백은 참관객들이 전시회 참관 시 브로슈어를 담는 용
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각종 세미나 및 부대 행사 시에도
사용되어 관련 업계 바이어에게 많은 횟수 노출 될 수 있
습니다.
위 치

상세

신청 가능 수량

쇼핑백 양면

회사명, 로고, 희망문구

1

단가
10,000,000원

◦ 전시회 명 아래에 회사의 로고 및 국·영문 회사명이 ‘협찬사’로 기재

4) 현장 리플렛 광고
현장 리플렛은 20,000부 이상 발행되며 전시회 기간 중
관람객들에게 무료 배포됩니다. 관람객들이 전시회를
참관할 때 항시 소지하는 쇼 가이드의 역할을 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큰 광고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치

상 세

신청 가능 수량

현장 리플렛 앞면

도면 오른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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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1,000,000원

팩스 신청
02-785-6117로 신청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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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폰서십 프로그램 신청서

스폰서십 프로그램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5. 9. 18(금)까지 팩스(02-785-6117)로 신청 바랍니다.
(Tel. 02-785-4771 E-mail. mw@kyungyon.co.kr)

(V.A.T 별도)

항 목

세부항목

단 가

수 량

금 액

표2

1,500,000원

개

원

표3

1,500,000원

개

원

표4

3,000,000원

개

원

Page 1

1,500,000원

개

원

내지

1,000,000원

개

원

천정배너 광고

2m X 5m

1,500,000원

개

원

쇼핑백

로고, 문구

10,000,000원

개

원

현장 리플렛 광고

앞면

1,000,000원

개

원

디렉토리 광고

합 계

원

위와 같이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회사명:
신청자:

20

(인)

팩스 신청
Exhibitor’s
Manual
02-785-6117로 신청서
송부

4. 세미나실 임대 신청서

세미나실 임대 신청서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5. 9. 18(금)까지 팩스 신청 바랍니다.
(Tel. 02-785-4771 E-mail. mw@kyungyon.co.kr)
본 신청서는 MARINE WEEK 홈페이지 www.marineweek.org에서 DOWN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22일)과 폐막일(25일)은 세미나실 임대 신청을 받지 않사오니, 양해바랍니다.
1. 세미나 정보
세 미 나 명
임 대 일 자

임대시간

참석인원

2015년 10월 21일(수)

명

2015년 10월 22일(목)

명

세팅형태

임대장비(비용별도)
□빔

□스크린

기타요청사항
※ 임대시간기준

A(9시-12시), B(13시-17시), C(18시-21시), D(9시-17시), E(13시-21시), F(9시-21시)

※ 세 팅 형 태

①극장식(의자만) - 150명 수용가능 ②클래스식(책상,의자 혼합) - 70명 수용가능 ③기타

2. 신청사 정보
참 가 업 체 명

대

표

자

주소 / 우편번호
담당 자 / 직위

휴 대 폰 번 호

전

화

번

호

F A X

홈

페

이

지

E - M a i l

번 호

3. 임대료 안내

(VAT별도, 장비임대료 별도)
09:00-12:00 13:00-17:00 18:00-21:00 09:00-17:00 13:00-21:00

A

B

C

D

E

09:00-21:00

70 인석(클래스식기준)

282,000 원

385,000 원

282,000 원

609,000 원

609,000 원

835,000 원

140 인석(클래스식기준)

564,000 원

770,000 원

564,000 원 1,218,000 원 1,218,000 원 1,670,000 원

구분

F

* 기본포함사항: 유선마이크 2개, 사회자 강연대 1개

위와 같이 세미나실 임대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회사명:
신청자:
2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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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정 협력 업체
1. 운송 · 물류 업체

(주)미림이앤에프 김성근 팀장
TEL. 02-569-7711

CP. 010-7310-8572 E-mail. saint@mirimenf.com

1) 해외 전시물품
해외 전시품은 아래와 같이 부산이나 인천에 도착되어야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 해상화물: 전시회 장치공사 시작 8일전(2015. 10. 12) 까지 부산 도착
◦ 항공화물: 전시회 장치공사 시작 5일전(2015. 10. 15) 까지 인천 도착
► 선적서류의 기재사항 (해외 전시물품만 해당)
Consignee;

Notify;

MARINE WEEK 2015

Mirim E&F Co., Ltd.

Mirim E&F Corp.

14F., Yeong Chang Bldg., 561, Cheonho-

- C/O 전시회 참가사의 회사명, 부스번호,

daero, Gwangjin-gu, Seoul, Korea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영문으로

Tel. 82-2-569-7711

기재

Contact. Mr. Saint Kim

Fax. 82-2-567-8460

2) 국내 전시물품 반입
전시물품의 반입은 2015. 10. 17(토) ~ 19(월)까지 입니다. 국내 물품을 위하여 전시장 내에
지게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최측과 반입 가능한 날짜를 협의 바랍
니다. (지게차 사용 유료) 중량품 또는 외형이 큰 장비는 2015. 10. 18(일) 14:00까지 반입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가 임박해서 서두르시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 전시장 내에서는 원활한 작업 및 사고발생시 통제를 위하여 전시장내에서의 운송작업은
“㈜미림이앤에프” 만 작업이 가능하오니 이점 인지하시어, 반입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림이앤에프의 김성근 팀장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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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립부스 공사업체

연락처 추후공지
► 조립부스 포함사항
◦ 측면 및 후면 벽면
폭 1m, 높이 2.4m의 백색 판넬을 알미늄 프레임으로 장치
◦ 상호간판 및 부스번호판
폭 75cm 크기의 흰색 현수막 1가 전면 상단에 설치되며 통일된
11cm 크기의 고딕체로 참가사의 상호 및 부스번호가 인쇄됨
◦ 조명 스포트라이트 2개 설치
◦ 전력 220V 단상 5AMP 소켓(2구) 1개 설치
◦ 가구 안내데스크와 접의자 각 1개 및 휴지통
◦ 바닥 파이텍스 회색

3. 압축공기 및 급배수 공사업체

(주)대유산업 박영희 사장
TEL. 051-861-3143 CP. 010-3862-3143

1) 압축공기 설치공사 및 공급
◦ 기본형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양을 별도로 기술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기본사양 공급 압력: 최대 5kg/㎠

호스규격: Ф20(외경 22.22mm/내경 20.22mm)

◦ 신청된 압축공기는 전시장 내 서비스용 트랜치로부터 장비까지 대행업체에서 시공해 드립니다.
◦ 소형콤프레셔를 보유하고 있는 참가사는 전시장 내 콤프레셔의 반입이 가능하며 가동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정밀한 장비는 반드시 별도의 공기 건조기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2) 급배수 설비공사 및 공급
기본사양 급수: Ф20(외경 22.22mm/내경 20.22mm) 배수: Ф50(외경 48.6mm/내경 46.2mm)
수압: 약 4 kg/㎠

공급일자

압축공기

급배수

2015. 10. 19(월)

16:00-20:00

16:00-20:00

2015. 10. 20(화) ~ 22(목)

09:00-17:00

09:00-17:00

2015. 10. 23(금)

09:00-16:00

09:00-16:00

※ 표준사항이 아닌 특별사양의 경우 주최자와 반드시 사전협의 바라며, 미 협의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주최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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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공사업체

(주)화성전력 한재수 대표
TEL. 031-791-6539 CP. 011-355-9414

전시장 천정 조명은 400 Lux 이며 장비 가동용이나 조명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된 전력은 전시장 내 서비스용 트랜치로부터 부스까지 시공해드리며 부스 내 안전 개폐기로부
터 장비까지는 참가사가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전시장의 안전을 위하여 주최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행업체의 시공은 허가될 수 없으며 전시진행이
나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모든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최자가 지정한 시공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력공급은 주변업체를 포함한 전시물품의 완전한 반입과 전이 전시장비에 완전히 연결된 상태에서
주최자와 벡스코 담당자, 시공사에서 안전검사가 끝난 후 전을 공급하며 비상 시 주최자는 예고 없
이 전원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급일자

천정조명 점등 및 소등

장비조명 점등 및 소등

2015. 10. 17(토)~19(월)

08:00-20:00

-

2015. 10. 19(월)

08:00-20:00

16:00-20:00

2015. 10. 20(화)~22(목)

09:00-17:20

09:00-17:20

2015. 10. 23(금)

09:00-20:00

09:00-16:15

2015. 10. 24(토)

08:00-16:00

-

※ 표준사항이 아닌 특별사양의 경우 주최자와 반드시 사전협의 바라며, 미 협의된 사항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주최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전화 및 인터넷 공사업체

KT Networks
TEL. 051-740-7700

◦ 국내통화가 기본이며, 국제통화를 하시면 신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료는 추후
별도 정산합니다.
◦ 전화의 회선은 Fax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팩스기는 참가사에서 준비, 또는 별도 임대)
◦ 인터넷 설치는 전시가 시작된 이후 추가 설치가 불가합니다.
공급일자

전화

인터넷

2015. 10. 19(월)

18:00-20:00

18:00-20:00

2015. 10. 20(화) ~ 23(금)

09:00-17:00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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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구 임대업체
(주)파인렌트 김연화 대리
TEL. 02-6000-2660 CP. 010-5090-2186 E-mail.finerent@naver.com

◦ 조립부스 신청기업에게는 부스당 안내데스크 1, 접의자 1 및 휴지통이 기본제공 됩니다.
◦ 신청한 가구는 부스까지 운반해 드리며, 배치는 참가사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참가사에서 필요한 가구를 직접 가져오셔도 무방합니다.
가구 배치 완료

가구 회수

2015. 10. 19(월) 18:00

2015. 10. 23(금) 16:15~20:00

7. 컴퓨터, 전자제품 임대업체
(주)렌탈서브 정승현 팀장
TEL. 02-409-4746

CP. 010-3750-9026 E-mail.jsh@rentalserve.co.kr

◦ 신청한 가전은 부스까지 운반해 드리며, 배치는 참가사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참가사에서 필요한 가전을 직접 가져오셔도 무방합니다.
컴퓨터, 전자제품 배치 완료

컴퓨터, 전자제품 회수

2015. 10. 19(월) 18:00

2015. 10. 23(금) 16:15~20:00

8. 안내, 통역, 나레이터 등 도우미 공급업체
(주)애드라인 송윤진 실장
TEL. 051-959-7546

CP. 011-1750-7527

◦ 통역은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가 가능하고 그 외의 외국어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기본으로 하므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신청할 시 사전에 전시사무국으로 문의)
◦ 전시장비의 설명을 위한 나레이터의 경우 교육기간도 신청기간에 포함됩니다.
◦ 신청기간 중 중식은 참가업체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공급업체에서 참가업체와 도우미의 미팅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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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차안내
1. 참가업체 무료주차서비스[작업용 화물차량]
1) 전시품 반입(출)과 장치/철거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에 참가업체 및 공사업체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업용 차량에 한해 3시간 무료를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차량을 화물차량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승용차를 허용할 경우 화물출입구 주변의
혼잡이 가중되고, 주차장 입구에서 작업용 차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번거로워져서 오히려 실제
작업을 위해서 진입하는 업체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3) 무료주차적용 기준
- 적용기간: 장치기간(10월 17일 ~ 19일) / 철거기간(10월 23일 전시종료 후~24일 16:00)
- 적용수량: 적용 차량수의 제한은 없음
- 유효시간: 작업용 차량은 BEXCO(화물출입구)진입 후 3시간 동안만 유효
- 무료적용차량: 화물차량(일반트럭), 15인승 이상 승합차량(단, 반드시 화물적재한 차량만)
※위에 명시되어있는 승합차량은 반드시 화물주차장으로 들어와야 무료 처리됩니다.
2. 화물주차장 이용 안내
벡스코 화물
주차장입구통과

➡

(화물차 확인)

전시장내 주차
(1 일 최대 3 시간)

➡

작업완료

➡

주차장 출구 통과
(주차시간 확인)

3. 행사차량 등록 서비스
전시사무국에서는 참가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부스규모에 따라 행사 주차권(4일 주차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참가업체 주차권은 10월 20일(화)~23(금) 동안에만 사용가능 합니다.
참가 부스 수

1~3부스

4~6부스

7~8부스

9부스 이상

주차지원차량

1대

2대

3대

4대

◦ 배포일정 : 10월 18일(일)~19일(월) 09:00-18:00
◦ 장

소 : 제1전시장 2홀 입구(참가업체 출입증 수령처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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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용차 주차
전시회 개최 기간 중 인원 상주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주차하는 경우 주차비를 지불해야 합니
다.
(단위: 원)
구 분

일반주차권

일일주차

최초 30 분

초과 30 분 마다

1,000

500

10,000

1,400

800

15,000

승용차
소형

승합차(25 인승 미만)
화물차(2.5t 미만)

대형

승합차(25 인승 이상)
화물차(2.5t 이상)

※ 일일주차는 08:00~22:00 까지 이며, 이후에는 30 분에 500 원씩(화물차 800 원) 추가
※ 10 분 이내 출차시 무료
※ 일반 추자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 차량: 최초 1 시간 무료, 추가시간 50% 할인
☎ 주차권 구입 관련 문의처: 벡스코 시설운영팀 051-740-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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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시장 안내
1. 시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43 (우: 612-704)
Tel. 051-740-7300 / Fax. 02-740-7320

위치

BEXCO 1층

바닥하중 및 처리

5ton/m2

천정높이

최고높이 20m, 최저 12m (장치높이제한 5.5m)

화물출입구

4.5m Wide × 6m High

전력

220V-60HZ 단상 / 220V-60HZ 삼상 ± 5% / 380V-60Hz 삼상 neutral

조명

Hall lighting up to 400Lux

에어 및 급배수

압력 5Kg/㎠(에어)

콘크리트 마감

4Kg/㎠(급배수)

2. 교통
1) 지하철 : 센텀시티역 하차 1번출구

2) 버스
- 고속버스터미널 :
2002 번 특급버스(소요시간 : 60 분)
택시 (40 분) 지하철 (70 분)
- 고속도로 이용
서울방면 :
경부고속도로→부산톨게이트→수영강변로(석
대분기점 우측차로 이동)/원동 IC→해운대방면
→올림픽 교차로
마산방면 :
남해고속도로→서부산톨게이트→동서고가도로
→황령산터널→광안대로→올림픽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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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
► 공식지정호텔
전시기간 중 (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이용객에 대해서는 할인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아래 지정호텔에서는 전시회 기간 중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파라다이스 호텔 (특1급)
- 위치 : 부산 해운대
- 전화번호 : 02-2277-2100
- 홈페이지 : www.paradisehotel.co.kr
- 담당자 : 오재혁 지배인
HP. 010-2014-2150 E-mail. jhoh@paradisehotel.co.kr
- 전시장까지 셔틀버스 무료운행

► 그 외 숙박정보
벡스코 홈페이지(www.bexco.co.kr) → [교통/숙박/관광] → [숙박안내]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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