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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 내

독립부스 및 자체시공 참가 업체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는 독립부스를 신청하신 업체에 한하여 발송 드리는 자료로
참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사항을 요약한 안내자료입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코엑스 보안 및 홀매니저의 제지로 현장공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2. 부대시설 사용 신청

※ 독립부스는 바닥 면적만 제공이 되므로, 독립부스 참가업체는 조명 및 그 외 전기제
품 사용을 위해 반드시 전기 사용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파일명] 붙임4.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

3. 작업신고서

[파일명] 붙임8-1. 독립부스 작업신고서

1. 독립부스: 독립부스는 바닥 면적만 제공하므로, 부스 준비에 필요한 장치, 전기 등의 작업은 업체
선정을 통해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작업신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독립부스 업체 제출서류
- 작업신고서: 대표자 직인 필수, 담당자 직인 또는 서명 필수
＊제출처 : smartcitykorea@coex.co.kr
3. 유의사항
- 코엑스 지정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시는 경우, 작업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
- 본 전시회공사 지정 업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보다 더 편리하게 부스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
- 업체명: V&I 파워텍
- 담당자: 유경우 대리
- 연락처(메일): vni3553@naver.com
- 연락처(전화): 02-6000-3553 / 010-4939-5995

[파이텍스]
- 업체명: 정우파이텍스
- 담당자: 진우현 대표
- 연락처(메일): cry1111@nate.com
- 연락처(전화): 02-6000-3355 / 010-3395-1060

자필서명 및 직인 필수

4. 자체시공

[파일명] 붙임8-2. 자체시공 서약서

1. 자체시공 업체: 부스, 전기, 파이텍스 등 부스 설치와 관련된 일련의 작업을 코엑스 지정업체 외의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업체
2. 자체시공 업체 제출서류
- 서약서
- 작업신고서: 대표자 직인 필수, 담당자 직인 또는 서명 필수
- 도면: 평면도, 입면도( jpg, png 등 이미지 파일로 송부)
- 사업자등록증
＊제출처 : smartcitykorea@coex.co.kr
3. 유의사항
- 코엑스 지정업체 외의 업체가 전기 시공을 할 경우, 코엑스 지정업체로부터 반드시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 코엑스 지정업체 외의 업체가 파이텍스 시공을 할 경우, 공사일 전 반드시 방염성능검사 결과통보
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 및 직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