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Booth 참가 신청서

2017년도 공동 학술대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음향학회, 대한기계학회 동역학및제어부문)

전시회 출품 신청서
전시회 출품 안내
2017년도 공동 학술대회(2017년 4월 26일~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음향학회, 대한기계학회 동역학
및제어부문의 유사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다 폭넓은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본 공동 학술대회는 기계, 전기전자, 건축, 토목, 환경, 조선/해양, 자동차 부문의 소음진동, 음향, 동역학 및 제어 관련 전문가
800여 명이 참석하는 관련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의 학술행사입니다.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는 관련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제품
전시회를 병행하여, 관련분야 제품 현황 및 신제품 소개의 장을 함께 마련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전시회 일정 : 2017년 4월 27일~28일(목,금), 김대중컨벤션센터 * 전시회 일정은 프로그램 구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참가신청 마감 : 2017년 2월 17일(금) 18:00

 참가신청 :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www.knvam.org) * 전시부스 위치는 접수순(참가비 입금)으로 결정됩니다.
 제공내용 :
전시부스는 3×2m(또는 3×1.5m) 기본 칸막이로 Desk 1, 의자 1, 테이블1(450×1800), 상호, 스포트 3, 형광등 1, 콘센트 2구,
점심식권 2매와 만찬식권 1매가 기본 제공(식권 추가 필요 시 실비로 구입이 가능하며, 테이블 추가는 전시부스 설치업체에 별도
문의바랍니다. 부스 설치 업체 010-3119-6778 / 이강성 부장)
 문의 : 각 학회 사무국 전시담당자
한국소음진동공학회 : 허갑식 상임이사, TEL : (02)3474-8002, E-mail : ksnve@ksnve.or.kr
한국음향학회 : 이다연 국장, TEL : (02)556-3513, E-mail : ask@ask.or.kr
대한기계학회 : 박기서 과장, TEL : (02)501-5035, E-mail : manage@ksme.or.kr

전시회 출품 내용 및 신청
신청정보
신청회사명/
(대 표 자 명 )

* 상호명 다음에는 대표자성명 기입.
ex. 상호명(대표자명)

소재지
신청부스수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중복선택 불가)

 1부스  2부스  3부스  4부스  기타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E-mail

당일부스
참여자

* 성명을
기입바랍니다.

관계학회 구분
관계학회

* 어느 학회로부터 전시회 관련 정보를 입수 했는지? 또는 기존에 참가 또는 참가를 희망하는 학회를 선택바랍니다(중복선택 가능).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음향학회

 대한기계학회

* 해당란 체크()는 선택사항입니다.

출품정보

출품품목
또는 내용

※ 부스당 50자(3행) 내외로 요약 기술하여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2017년도 공동 학술대회와 병행하여 실시되는 “관련 재료, 기기, 장비 및 제품과 각종 연구 성과물” 전시회에 위와 같이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전시료는 본 행사 주운영 학회인 한국소음진동공학회로 계좌입금(하나은행 103-237748-00105)하고 입금 영수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2017년

2017년도

월

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일

귀하

회사(기관)명 :
대 표 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