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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시회 안내
국제 모션컨트롤 산업전 (Motion Control Show 2022)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매뉴얼은 참가업체의 전시회 준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전시회 및 전시장 안내, 부대시설 신청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업체는 전시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정보 수정 및 부대시설 신청의 경우, 전시사무국에서 공지한 기한 내에
국제 모션컨트롤 산업전(www.motioncontrol.kr)에 접속하시어
참가안내 - 전시관련서식 메뉴를 통해 문서를 다운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안내
명

칭

2022 국제모션컨트롤산업전(Motion Control Show 2022)

일

시

2022. 10. 5. (수) ▶ 7. (금), 3일간 / 10:00 - 17:00 ( 7일은 16:00까지)

장

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COEX) Hall C

주

최

월간 모션컨트롤, 월간 비전시스템

동시 개 최

반도체 대전(SEDEX), 한국 전자전(KES)

2. 사무국안내

구 분

문의처

Tel. 02-824-7282

국제 모션컨트롤산업전
Exhibition Team

전시사업부

Fax. 02-824-7283
E-mail. visionsys@visionsyste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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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회 세부 일정표

기 간

진

행

내

용

일

정 (2022년)

전시회 참가 신청 마감

7. 29(금) 까지

참가비 납부

- 계약금 : 계약 후 10일 이내
- 잔금 : 2022. 06. 30일 까지

디렉토리 제출

8. 26(금) 까지

부대시설 신청 (전기, 가구, 명찰 등)

9. 14(수) 까지

부대시설 신청 비용 납부

9. 14(수) 까지

참가업체 명찰(출입증) 수령 _ 전시장 입구 로비

10. 4(화) 09:00 ~ 20:00

장치 공사 기간

기본부스 설치 완료

10. 4(화) 16:00

10. 3(월) ~ 4(화)

독립부스 장치공사 완료

10. 4(화) 20:00

전시품 반입 완료

10. 4(화) 20:00

전화, 전기, 압축공기, 급/배수 공급 완료

10. 4(화) 16:00 ~ 20:00

개막 시간 (관람객)

10. 5(수) ~ 7(금)
10:00 ~ 17:00 (7일은 16:00까지)

전시물품의 작동 정지

매일 전시회 종료 후 15분 이내

전기, 전화, 압축공기, 급/배수 공급 중단

10. 7(금) 16:15

장치업체의 임대물품 회수

10. 7(금) 16:15

출품업체의 전시품 반출,

10. 7(금) 16:30 ~ 20:00

부스 철거 및 자재 반출

10. 7(금) 17:00 ~ 24:00

전시회 참가
준비 기간

08:00~20:00

전시 기간
10. 5(수) ~ 7(금)

전시 물품의
철수 기간
10. 9(일까지)

★ 전시 참가 신청은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전시준비는 반드시 2022. 10. 4(화) 20:00까지 끝내고 전시장에서 퇴장하셔야 합니다.
★ 전시철거는 2022. 10. 7(금) 17:00 ~ 24:00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폐막 전까지 사전철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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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 별 체크리스트
전시회 개최 전 [부스 신청 완료 ~ 2022년 7월]
참가 부스규모 확정 및 참가계약서 제출, 참가비 납부 완료
- 납부시기 : 계약 후 10일 이내 계약금 50%, 2022년 6월 30일까지 잔금 50%

전시회 개최 1개월 전 [2022년 8월 ~ 9월]
1)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한 업체정보 입력 (전시사무국에서 인증키 발급 예정)
- 디렉토리(출품 제품 홍보자료) 등록, 바이어초대권 등 신청 가능

2) 해외 운송제품이 있는 참가업체의 경우 전시품 운송 회사 신청
- 전시장 내 원활한 물품 반입을 위해 전시사무국 지정 운송업체 이용

3) 부대시설 신청
- 기본부스 신청사 : 기본부스 간판 상호 명 신청 및 그 외 부대시설 신청
- 독립부스 신청사 : 부스 장치 및 인테리어 업체 선정 및 부대시설 신청

기 한

항 목

해당사항

기본부스

독립부스

제출

~ 8/26

온라인 디렉토리(업체 및 출품제품 정보) 제출

O

O

메일

~ 9/14

기본부스 상호명(부스 간판) 신청

O

X

홈페이지

선택

전력신청
필수

홈페이지

독립부스 시공사 신고

X

O

홈페이지

명찰(상주요원 출입증) 신청

O

O

홈페이지

바이어 초대권 신청

선택

선택

홈페이지

위험물 반입 신고 (가스, 석유, 난방 기구 등 위험 요소)

해당 업체에 한함

부대시설(전력, 압축공기, 전화, 인터넷 外) 신청

메일 / 팩스

4) 사전 마케팅 활동 시작
- 유치대상 바이어 명단 작성
- 초청바이어 대상 초청장 및 초대공문 발송
- 자사 부스 홍보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5) 마감일 및 진행 사항 확인
- 부대시설 신청 완료 (2022. 9. 14) 및 내역 확인
- 부대시설 신청비용 납부 (2022. 9. 14)
- 부스 장치계획 수립, 준비하는 부스 운영계획이 주최자의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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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10일 전 [2022년 9월 23일 ~]
1) 현장인력, 전시품, 홍보물, 바이어명단 최종 점검
2) 부대시설 신청 접수 여부 사무국에 재확인
3) 각종 상담 준비물 점검

전시회기간 [2022년 10월 5일(수) ~ 7일(금)]
1) 전시장 입/퇴장 시간
장치기간

10.3(월)~4(화)

전시회기간

10.5(수)~7(금)

철수기간

10.7(금)

2)
3)
4)
5)

08:00 ~ 20:00
08:00 ~ 20:00 (참가업체)
10:00 ~ 17:00 (관람객) 7일은 ~16:00
(금) 17:00 ~ 24:00

전시장 출입증 수령 : 전시장 입구
부대설비 신청내역 수령 확인, 부스설치 및 전시품 진열
관련 시장동향과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
차기 년도 전시회 부스 예약

전시회 종료 이후 [2022년 10월 ~]
1) 전시회 결과보고서 수령 : 사무국에서 개별 E-mail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2) 전시기간 중 자사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 데이터 수령
- 관람객정보관리시스템 신청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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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식 지정 협력사 연락처

운송 / 물류 (지게차)
(주)캐미리 조대희 과장
Tel : 02-565-3543

Fax : 02-553-8458

E-mail : superlee@kemi-lee.co.kr

기본부스
(주)아티스타코리아 김태현 실장
Tel : 02-3454-1815 H.P : 010-7477-1821 E-mail : kth041124@gmail.com

압축공기, 급/배수, 전기, 전화, 인터넷
(주)아티스타코리아 김태현 실장
Tel : 02-3454-1815 H.P : 010-7477-1821 E-mail : kth041124@gmail.com

가구 임대
(주)파인렌트 정은영 과장
Tel : 02-6000-2660~1 Fax : 02-6000-2662 E-mail : finerent@naver.com

참가업체 명찰(출입증)
위즈넷 남준영 과장
Tel : 02-2038-3354 H.P : 010-5335-0256 E-mail : jy@wiznet.ai

고객관리시스템
위즈넷 남준영 과장
Tel : 02-2038-3354 H.P : 010-5335-0256 E-mail : jy@wizne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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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시회 운영 숙지사항
1) 전시품 반입 및 반출
- 반입기간 : 2022. 10. 4(화) 08:00 ~ 20:00
- 반출기간 : 2022. 10. 7(금) 16:30 ~ 20:00
반입 및 반출 기간 내 지게차를 이용하시는 업체는 사전에 전시장 내 지정 운송업체인
(주)캐미리 (Tel. 02-565-3595 이형진 대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시 참가사 출입증 수령
- 직원용 전시장 출입증 수령기간 :
2022. 10. 4(화) 09:00 ~ 20:00

직원용 전시장 출입증은 전시장 입구에서 지급할 예정이오니 전시장에 나오시면 가장 먼저
출입증부터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업체들은 반드시 출입증을 소지하셔야 전시장 입구의 경비요원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3) 보세구역 설정
코엑스 전시장은 전시기간 중 보세구역으로 설정하여 외국 전시품을 세관 규정에 의해
간소화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전시할 수 있습니다.

4) 방염처리 및 위험물 관리
전시장에 반입되는 모든 장치물에는 방염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독립부스 및 자체시공 업체의 경우 상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시장 내에서는 전기톱, 용접기 등 먼지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불가하므로 조립작업만
가능합니다.

5) 현장 운영센터 이용안내
전시사무국에서는 2022. 10. 2(일) ~ 4(화)까지 전시장 현장 운영센터를 운영합니다.전시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텝으로 구성,참가업체 여러분의 불편
을 최소화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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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립부스 장치공사 규정
목재 또는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특색있는 부스를 꾸미는 독립부스의 경우, COEX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하기 내용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불이행 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코엑스 등록업체가 아닌 자체시공 전시자는 공사착수에 앞서 부스 구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사본 각 1부를 코엑스에 제출하여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승인 받고
시공하여야 함.
*도면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전시장 규정에 위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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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할 것.
- 장치공사 잔해 및 쓰레기는 각 공사업체에서 수거하여 2022년 10월 4일(화) 20:00까지
전시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전시 장치물은 2022년 10월 7(금)24:00까지 시공업체에서
완전히 해체하여 전시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함.

- 조명장치를 포함한 구조물은 할당된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 구조물의 높이는 코엑스 규정에 의거, 바닥으로부터 5m를 초과할 수 없음.
리깅 시공업체도 리깅 구조물을 최상단의 높이가 5m를 초과할 수 없음.

- 할당된 면적 내에 소화전이 위치한 경우 비상 시 작동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전시실 바닥 처리용 카펫은 방염처리가 되어야 하며, 제거가 용이한 것이어야 함.

- 독립부스 신청업체는 다른 업체의 조립부스(기본부스) 벽면을 사용할 수 없음.

- 타 업체와 인접하는 시공면을 설치하는 각 독립부스 시공사는 뒷벽면 처리
(지상 ~ 2.4m지점 ~ 독립부스 구조물 최상단 5m지점까지)를 하여야 하며, 뒷벽면 상단에
회사상호 간판 등 사인물을 설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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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시장 폐기물 처리
전시기간 중 반입된 폐기물(목재, 비닐, 에어팩, 폐자재 등)은 반입업체에서 전시회 종료 후
반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해당업체는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 발생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참가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독립부스 계약업체는 장치공사 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이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재를 이용한 독립부스 및 장치물을 제작한 참가사
전시물품 및 전시물품을 보조하기 위하여 자재를 반입하였던 참가사
기본부스 내부에 자체적으로 장치하기 위하여 자재를 반입하였던 참가사
전시물품 보호용 포장재(종이, 비닐, 에어팩, 목재)가 포함된 전시품을 반입한 참가사

8) 소 음
전시기간 중 전시제품을 설명하고 시연하기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내레이션을 하는 경우,
지나친 소음 발생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소음은 타 업체의 상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에 귀사의 부스 내에서만 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시회는 많은 업체들이 제품을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주변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리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타 업체의 이의 제기 시 주최자는 소음을 발행하는 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전시장 내 판매 행위 금지(호객행위)
본 전시회는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관람하는 전문전시회로,
참가업체는 전시품에 대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느나, 직매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필요에 따라 전시사무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발생 시 강제 퇴장 조치)

10) 전시물품 및 귀중품 도난주의
전시장치기간 내에는 귀중품이나 손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전시품(노트북, 디지털카메라,
고가의 소형 장비 부품 등)은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고 전시장 퇴장 시
별도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해서 주최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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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대시설 신청 안내
1. 부대시설 온라인 신청 안내
1) 부대시설이란?
전시품의 작동 및 부스 운영을 위한 각종 서비스 항목입니다.
2) 부대시설 신청 방법

1

참가계약서 접수 후 전시사무국에서
모션컨트롤산업전 홈페이지 로그인을 위한 안내

(인증키: 전시사무국에서 전달 예정

2
3

ID/PW: 로그인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국제모션컨트롤산업전 홈페이지(www.motioncontrol.kr)에
접속하여 ‘참가업체 로그인’ 메뉴를 클릭

로그인 후
- 업체정보 등록 및 확인
- 바이어 초청장 신청
- 각종 부대시설 신청

3) 부대시설 신청 기한
2022. 9.14(수) 18:00까지

4) 수정 및 추가신청 방법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한 모든 양식 및 업체정보는 2022년 9월 14일(수) 18:00 까지만 수정이가
능합니다. 신청 기한 이후의 문의사항은 전시사무국(02-824-7282, visionsys@visionsystem .kr)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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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대시설 사용 요금 안내
1) 부대시설 세부 항목
[전시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설치료 포함,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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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정 협력 업체
운송 � 물류 업체
(주) 캐미리 조대희 과장
Tel : 02-565-3543

H.P : 010-6342-1018 E-mail. : superlee@kemi-lee.co.kr

1) 해외 전시물품
해외에서 선적되시는 전시품은 아래 날짜까지 항공물품은 인천공항으로,
해상물품은 부산항(인천항)으로 전시품이 도착해야만 전시물품 반입기간 중 원하시는 날짜에 물품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날짜를 맞추지 못하실 경우에는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전시품 도착일 (Incheon or Busan Seaport)

September 17, 2022

항공 전시품 도착일 (Incheon Airport)

September 19, 2022

Consignee ( 수하인 )

Notify ( 통지인 )

KEMI-LEE CO., LTD.
RM. 201 Arcvally, 37 Seongsui-ro 22-gil
Sungdong-gu Seoul, Korea 133-120
Tel 82-2-565-3716, ax : 82-2-565-371
Attn : Mr. Brandon Kang, Mr. Evan Lee

“MOTION CONTROL SHOW 2022”

Bill 상의 Description
출품하시는 대표적인 물품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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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선적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이 선적되기 전 ㈜캐미리 쪽에 INVOICE & PACKING LIST를
제출하여 제품 수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적품이 한국에 도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하기 서류를 ㈜캐미리 쪽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AFREIGHT CONSIGNMENT : 1 express BL,
1 set Invoice / Packing Lists
AIRFREIGHT CONSIGNMENT :

1 original M(H)AWB
1 set Invoice / Packing Lists

• Marking
MOTION CONTROL SHOW 2022
October 5-7, 2022
COEX, Korea
Company/Exhibitor : ..........................
Hall / Stand No.: ..........
Case No. : ........... of ............ i.e. 1/5 of 5/5
Dimensions : ..... CM x ..... CM x ..... CM
Gross Weight : ............. KG
Net Weight : ............... KG

각 제품 포장 겉면 양쪽에 위 사항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내 전시물품 반입
전시물품의 반입은 2022. 10. 4일(화) 08:00~20:00까지 입니다.
국내 물품을 위하여 전시장 내에 지게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최측과
반입 가능한 날짜를 협의 바랍니다. (지게차 사용 유료)
중량품 또는 외형이 큰 장비는 2022. 10. 3일(월) 14:00까지 반입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가 임박하여 서두르시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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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스 공사업체
(주)아티스타코리아 김태현 실장
Tel : 02-3454-1815

H.P : 010-7477-1821

E-mail : kth041124@gmail.com

| 기본부스 포함사항
• 측면 및 후면 벽면
폭 1m, 높이 2.4m 백색의 판넬을 알미늄 프레임으로 장치
: 3m(W) X 3m(D) X 2.5(H)

• 상호간판 및 부스번호판
- 부스정면(대각, 코너부스인 경우 사이드 쪽)에
2930mm X 1000mm 현수막 간판
- 로고 or 고딕체로 참가사의 상호명 출력
(로고는 신청기한 내 제출 시 무료)

• 배너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설치 수량은 부스 타입에 따라 변동
• 가구 (1부스 당)
: 안내데스크 1개/ 접의자 각 1개/ 휴지통 1개
• 바닥 파이 텍스(회색)
※ 기본부스 세부내용은 주최자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압축공기 및 급/배수 공사업체
(주)아티스타코리아 김태현 실장
Tel : 02-3454-1815

H.P : 010-7477-1821

E-mail : kth041124@gmail.com

1) 압축공기 설치공사 및 공급
• 작업은 오직 공식 시공업체에 의하여 부스 내의 지정장소까지만 수행됩니다.
• 장비, 씽크대와의 급배수, 압축공기의 연결은 별도의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 급배수 및 압축공기는 전시오픈 하루 전 공급이 시작되며 전시기간 중 전시 오픈 시간 동안만 공급됩니다.
연장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양식을 통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현장신청 시 20% 비용이 추가됩니다.
2) 급/배수 설비공사 및 공급
압축공기

급/배수

2022. 10. 4(화)

16:00-20:00

16:00-20:00

2022. 10. 5(수) ~ 7(금)

09:00-17:00(금, ~16:15)

09:00-17:00(금, ~16:15)

공급일자

※ 특별사양의 경우 주최자와 사전협의 바라며, 미 협의된 사항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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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공사업체
(주)아티스타코리아 김태현 실장
Tel : 02-3454-1815

H.P : 010-7477-1821

E-mail : kth041124@gmail.com

• 기본부스를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9㎡당 3개의 스포트(100W)와 200V단상 5AMP 용량의 소켓이
제공됩니다.
• 동력용 전력은 부스내의 지정된 위치까지만 공급되며 장비/기계까지의 HOOK-UP은 전시 참가
업체에서 시공하셔야 합니다.
• 전시장의 안전을 위하여 주최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행업체의 시공은 허가될 수 없으며 전시진행이나
시설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모든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최자가 지정한 시공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신청 시 20% 비용이 추가됩니다.
공급일자

전기

2022. 10. 4(화)

16:00-20:00

10. 5(수) ~ 7(금)

09:00-17:00(금, ~16:15)

※ 특별사양의 경우 주최자와 사전협의 바라며, 미 협의된 사항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전화 및 인터넷 공사업체
(주)아티스타코리아 김태현 실장
Tel : 02-3454-1815

H.P : 010-7477-1821

E-mail : kth041124@gmail.com

• 국내통화가 기본이며, 국제통화를 하시면 신청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가 신청금액을
초과시 정산합니다.
• 국제전화 신청 시 +200,000(예치금)가산됩니다. 전시회 종료 후 통신공사발행 영수증에 따라
예치금 ￦200,000에서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장신청 시 20% 비용이 추가됩니다.
전화

인터넷

2022. 10. 4(화)

18:00-20:00

18:00-20:00

10. 5(수) ~ 7(금)

09:00-17:00(금, ~16:15)

09:00-17:00(금, ~16:15)

공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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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리시스템 공급업체
위즈넷 남준영 과장
Tel : 02-2038-3354 H.P : 010-5335-0256 E-mail : jy@wiznet.ai
• 고객관리시스템(전자명함시스템) 사용을 신청한 업체의 영업지원을 위하여 Barcode Reader를
활용하여 전시기간 중 부스에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사용업체에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 본 전시회를 방문한 모든 참관객은 전시장 입구에서 등록 후, Barcode에 참관객 개인의 정보가
저장된 출입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고객관리시스템(전자명함시스템)을 이용하면 부스에 방문한
참관객들의 정보를 Data Base로 제공받게 됩니다.
• 고객관리시스템 전용 어플 [나눔아이]를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부스방문객현황, 방문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 임대업체
(주) 파인렌트 정은영 과장
Tel : 02-6000-2660~1
•
•
•
•
•

Fax : 02-6000-2662

E-mail. : finerent@naver.com

가구는 카달로그 참고하시어 상기 업체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가구는 부스까지 운반해 드리며, 배치는 참가업체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현장 신청 시 30% 비용이 추가됩니다.
대여물품의 분실, 파손 시 구매 금액을 추가 변상하셔야 합니다.
물품 수령 후 취소 시에 환불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능한 가구/가전 목록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카달로그이므로 2022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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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01

Folding Chair

FC-02

Round Chair

FC-03

Black

500X420X750
FC-04

500X400X750
FC-07

￦10,000
Cyber Chair

￦20,000
Office Chair

420X420X700
FC-05

Wood Chair

500X400X750
FC-08

FC-10

￦20,000
Arm Chair

18

￦45,000

￦20,000

Conference Chair

Black

450X550X800

440X430X830
FC-06

550X450X800
FC-09

White

￦15,000
Parasol Chair

￦110,000
Wheel Chair

White

450X550X800
FC-11

￦25,000

Arm Office Chair

Black

480X420X830

￦15,000

Design Chair

580X660X1030

500X550X800

￦25,000

FC-12

Soft Chair

550X550X780

￦40,000

White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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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13

Interior Chair

FC-14

Fabric Chair

Red

620X560X700
FC-16

450X480X800
FC-19

￦45,000
Enamel Chair

￦40,000
Air Sofa

FC-15

Eiffel Chair

White

￦40,000

660X550X760
FC-17

F.R.P Chair

￦35,000

480X450X840
FC-20

Sofa(Black)

450X500X850

￦35,000

FC-18

Arm Sofa

650X670X880

￦55,000

FC-21

Sofa(White)

A

A

B

B

800X700X900
FC-22

￦60,000
Muzi Sofa

A:1300X680X800
B: 800X680X800

￦120,000
￦ 60,000

A:1300X680X800
46X42X77
B: 800X680X800

￦120,000
￦60,000

FC-23

Cube Stool

FC-24

Cube Sofa

A
B

850X750X750
19

￦80,000

A:400X400X670
B
A:430X430X460

B
￦35,000
￦30,000

1600X400X400

￦50,000

2022 국제 모션컨트롤 산업전 참가업체 매뉴얼

FC-25

Bench

FC-26

Pressure Stool

White

1500X400X400
FT-01

A:Φ900X730
A:Φ750X730
B
C
A:Φ600X730

FT-04

Φ600X730
FT-07

A:700X700X730
B:600X600X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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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
Round Table

￦40,000
￦30,000
￦30,000
Eiffel Table

￦50,000
Square Table 3

￦40,000
￦35,000

FC-27

Black

Pressure Stool

White

Black

Φ450X(665~880) ￦20,000

400X(700~920)

FT-02

FT-03

Cyber Table

￦40,000

Φ800X730
FT-05

Square Table 1

A:700X700X730
46X42X77
A:600X600X730
B

FT-08

￦35,000
￦30,000

Glass Square Table

700X700X730

￦45,000

Glass Table

￦45,000

Φ700X730
FT-06

￦25,000

Square Table 2

A:700X700X730
A:600X600X730
46X42X77
B

FT-09

A:1820X720X740
B:1530X760X740
C:1200X600X740

￦45,000
￦40,000
Folding Table

￦35,000
￦30,000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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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10

Rectangular Table

A:1750X800X730
B:1450X800X730
C:1200X800X730

FT-13

High glossy Table

1400X600X750

￦70,000
F.R.P Table

FT-16

Φ600X(670~870)

FT-19

￦40,000
￦38,000
￦35,000

￦50,000

Standing Table

FT-11

Rectangular Table

Event Table

FT-12

A:1750X600X730
B:1200X600X730

￦40,000
￦35,000

A:1800X600X730
B:1200X450X730

FT-14

Bar Table

FT-15

Φ600X1000

￦45,000

Φ600X1000

FT-17

Conference Table

A:2100X900X740
B:1800X900X740

￦200,000
￦150,000

FT-20 Wood Parasol & Table

Glass BarTable

FT-18

￦50,000
Sofa Table

1150X600X500
FT-21

￦40,000
￦35,000

￦70,000
Table Cloth

Navy / White / Blue

1500X400X950
21

￦80,000

Φ900X730

￦12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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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01

Information Desk

￦30,000

955X530X750
FB-04

Display Base

￦100,000
￦180,000
￦165,000

A:1960X900X974
A:1480X900X974
B
C
A:1000X900X974

FB-07

Display Cube

FB-02

Wood I/D

FB-03

TV Stand

1070X570X760

￦45,000

700X500X1000

￦45,000

FB-05

Display Base

FB-06

Display Base

A:1960X600X974
A:1480X600X974
B
A:1000X600X974
C

￦70,000
￦60,000
￦50,000

A:1960X600X762
A:1480X600X762
B
A:1000X600X762
C

FB-08

Cupboard

FB-09

￦55,000
￦45,000
￦35,000

Display Showcase

A

B
C

A:500X500X750
A:500X500X500
B
C
A:500X500X250

FB-10

￦35,000
￦30,000
￦28,000

Display Showcase

900X450X750
FB-11

Tall Showcase

A
900X450X900
22

￦80,000

￦45,000

A:900X450X2000
B:500X500X2000

A:900X500X1000
A:900X450X900
B

FB-12

￦70,000
￦65,000

Black Tall Showcase

B
￦220,000
￦150,000

900X450X2000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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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13

Premium Showcase

A:1200X550X1000
B:1000X550X1000

FB-16

￦200,000
￦150,000

Display Acryl Table

FB-14

Jewelry Showcase

960X535X1000 ￦150,000

700X350X800

FB-17

FB-18

Lighting Acryl Table

￦60,000

Φ500X1000

FB-19

Shelf Unit

FB-20

750X350X1850

￦50,000

800X400X1800

Catalogue Holder 1

260X1560
23

￦20,000

Storage Unit

Black / Wood

Φ500X750

FP-01

FB-15

FP-02

￦80,000
Angle Shelf

￦50,000

Catalogue Holder 2

255X310X1470

￦40,000

￦60,000
Shelf

￦30,000
￦25,000

A:Slope
B
A:Flat

FB-21

Display Stand

1500X750X850
FP-03

￦50,000
Spec Stand

200X(800~120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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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04

Φ300X1700
FP-07

900X1200
FP-10

Stand Hanger

￦20,000
Steel Mesh

￦20,000
P.O.P Stand

350X(1300~1800) ￦25,000

FP-13

Lighting I/D

FP-05

Cloth Hanger

24

Bag Hanger

1200X(960~1620) ￦20,000

450X(940~1620)

FP-08

FP-09

Belt Guard-rail

1EA(0~1800㎜)
FP-11

￦20,000

Spec Stand A3”

1EA(0~900㎜)

500X(400X700)

FP-14

Platform

FP-15

A:800X510X1200
B:450X450X1160

￦120,000
￦190,000

￦15,000
Easel

FP-12

￦40,000

B

￦20,000

Roof Guard-rail

A3” H800~1200

A

1200X400X1000 ￦150,000

FP-06

￦15,000

Acryl Platform

A

A:800X1180
B:500X1180

B

￦200,00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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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16

White Board

FP-17

Kitchen Unit

FP-18

Waste Basket

B

A

￦60,000

1800X900
FP-19

Fire Extinguisher

￦30,000
FE-01

Water Dispenser

350X350X980

1000㎖
25

FP-20

￦80,000
Cabinet

FP-21

Water

900X510X1780 ￦150,000

18.9ℓ

￦10,000

FE-02

FE-03

Refrigerator

Refrigerator

A:120ℓ
B:80ℓ

생수 1통 포함
(With 1Water)

FE-04

900X550X880

￦50,000

Coffee Maker

￦40,000

￦13,000
￦10,000

A:15ℓ
B:30ℓ

A:230ℓ
B:145ℓ

A:500X500X820
B:460X420X730

￦80,000
￦60,000

A:580X600X1680
B:530X530X1300

FE-05

Laser Fax

FE-06

A4’

￦100,000

B4’ ~ A3’

￦200,000
￦150,000

Copy Machine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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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07

LED Monitor

￦100,000
￦180,000

32[inch]”
27[inch]”

FE-10

LED TV

￦550,000
￦350,000
￦250,000

63[inch]”
51[inch]”
43[inch]”

FE-13

FE-08

Computer

FE-09

32[inch]”
27[inch]”

￦120,000
￦100,000

15[inch]”

￦150,000

FE-12

Wall Screen

200[inch]”
120[inch]”
100[inch]”

￦200,000
￦120,000
￦180,000

FE-11

5000 Ansi
3000 Ansi

LCD Projector

￦400,000
￦300,000

LED TV Stand

FE-14

Amp Set

￦50,000

800W
300W
150W

￦500,000
￦300,000
￦120,000

600X400X1630

FE-15

FINERENT Co.,Ltd.
상기 금액은 전시회 기간동안의 단가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The above amount is the unit price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and value-added tax is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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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top

Walkie-talkie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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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차안내
1. COEX 주차장 이용 요금
구

분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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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참가사 명찰(출입증) 지참 차량에 한하여 50% 할인
1일 주차 : 24,000원 (1일 주차권만 할인 가능)

화물차(2.5t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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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위치
* 1일권 : 차량번호 구분 없이 1회만 사용 가능, 시간은 당일 무한정

2. 탄천 공영 주차장
구

분

주차요금

강남 탄천주차장

5분마다 100원(소형)
5분마다 200원(중형)
5분마다 300원(대형)

주차장관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02-2176-0901

주차대수

996대

송파 탄천주차장

더이상 운영안함

※ 더이상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탄천 주차장 운영여부도 2022년10월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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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물차량 출입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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