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회 세부일정표

진

행

내

용

#장치공사 기간

일 정
~ 23(화)
[ 10. 21(일)
08:00 ~ 20:00 ]

- 조립부스 설치 완료
- 독립부스 장치공사 완료
- 중량 전시품 반입 완료

10. 23 (화) 20:00 까지

- 일반 참가업체 전시품 반입 완료
- 전시장 전화, 전기, 압축공기, 급/배수 공급 완료

- 참가업체 명찰(뱃지) 수령 [전시장 입구로비]

#전시기간

10. 22 (월) 10:00 ~ 18:00
10. 23 (화) 09:00 ~ 15:00

[

10.24(수) ~ 26(금)

]

- 참가업체 명찰(뱃지) 수령 [전시장 입구로비]

10. 24 (수) 08:00 부터 수령

- 개막시간 (관람객)

10. 24(수) ~ 26(금)
10:00 ~ 17:00

- 전시물품의 작동 정지

매일 전시회 종료 후
15분 이내

#전시물품의 철수기간

전시 종료 후
[ 10. 26(금)~ 27(토)
]
20:00

- 전시물품의 작동 정지

전시회 종료 후 15분 이내

- 전기, 전화, 압축공기, 급/배수 공급 중단
- 장치업체의 임대물품 회수

10. 26(금) 17:15

- 출품업체의 전시품 반출
- 부스 철거 및 자재 반출

10. 26(금) 17:30 ~ 20:00
10. 27(토) 08:00 ~ 20:00

★전시준비는 반드시 2018. 10. 23(화) 20:00까지 끝내고 전시장에서 퇴장하셔야 합니다.
★전시철거는 2018. 10. 26(금) 17:30~20:00, 10. 27(토) 08:00~20:00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주차
1) COEX 주차장 이용 요금 안내
구분

주차 요금
최초 30분 2,400원/ 15분당 1,200원/ 1일 주차시 48,000원

승용차

▶전시 참가사 명찰(뱃지) 지참 차량에 한하여
1일 주차 24,000원

화물차(2.5t이상) 승용차

승용차 주차요금의 2배

대형버스

코엑스 주차장 이용불가(탄천 주차장 이용)

Grace Time

입차 후 15분 이내 출차 차량 : 주차료 면제
입차 후 15분 초과 출차 차량 : 정상요금 (15분 포함)
무인요금계산기 정산 후 출차 시 Grace Time 15분
인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50% 할인

- 주차권은 주차고객서비스센터(Tel. 02-6002-7130)에서 구매
▶ COEX 1층 A-1홀 옆(동문 Lu:옆)에 위치
- 1일권 : 차량번호 구분 없이 1회만 사용 가능, 시간은 당일 무한정

2) 작업 차량 무료주차
- 적용기간 : 전시 준비기간(2018.10.21~23) 및 철거기간(2018.10.26~27)
- 대상차량 : 화물 수송 전용 화물차 및 9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
(승용, SUV 등은 제외)
- 주차료 : COEX 진입시부터 3시간동안 전시장 화물주차장(지하 및 옥상주차장 주차
제외) 무료주차이고 초과시 15분당 1,200원 부과됩니다.
(단, 동일차량은 1일 1회에 한함)

3) 화물차량 출입구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