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계 탄소제로 엑스포
www.carbonzeroexpo.com

Trade Show for the Zero Carbon Energy

CARBON ZERO EXPO 2019

International Carbon Zero Expo & Conference

2019. 6.19(Wed.) ~ 21(Fri.)

KINTEX, SEOUL, KOREA
동 시 2019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개 최 2019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주 최 세계 탄소제로 엑스포 조직위원회
주관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 !
CARBON ZERO EXPO 2019에서
‘탄소제로’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CARBON ZERO EXPO 2019 (세계 탄소제로 엑스포)는 저탄소 산업
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전문적인 세미나와 컨퍼런
스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을 제시하고
주요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CARBON ZERO EXPO 2019 개요
행 사 명

 ARBON ZERO EXPO 2019 : 세계 탄소제로 엑스포
C
International Carbon Zero Expo & Conference

전시기간

2019년 6월 19일(수)~21일(금) 10:00~17:00

전시장소

KINTEX 제1전시장 4홀, 5홀 (21,384sqm)

주

최

세계 탄소제로 엑스포 조직위원회

주

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인더스트리 뉴스,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참가규모

참가업체 : 28개국 250여 기업 (예정)
참관객 : 28,000여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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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CARBON ZERO EXPO 2019
•저탄소 산업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은 물론 잠재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타깃 마케팅 가능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탄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현장에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전개
•정부의 정책과 유관산업계 의사결정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술정보와 시장정보, 정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 숍
•저탄소 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향상하고 마켓 리더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현재 고객은 물론 새로운 잠재 고객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 보장

Pavilion & Combined Events
전시장 구성
•대한민국 탄소제로 우수제품 홍보관
•탄소제로 시티 구현 지자체/유관기관 홍보관
•탄소포인트제 및 에코 마일리지 홍보관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관
마이크로그리드·스마트그리드관
탄소제로 교통·운송관, 탄소저감 흡수 시스템·솔루션관
제로에너지 하우스·빌딩관, 탄소제로 제품관

동시개최행사
•EXPO SOLAR 2019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ESS EXPO 2019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CARBON ZERO WORLD FORUM 2019

전시품목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온실가스 감축장비, 이산화탄소 관리 솔루션,
미세먼지 포집 및 모니터링 장비, 공기청정 장비, 이산화탄소
포집·처리·저장시스템(CCS), 대기측정 및 수질측정기 등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태양광(열)발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지열발전 및 모니터링 시스템, 바이오매스 발전 및 모니터링 시스템,
풍력발전 및 모니터링 시스템, 해양에너지(조류·파력·해수
온도차·염분차 발전) 및 모니터링 시스템, 바이오가스 생성 및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폐자원 및 자원순환 제품,
항온·항습장비, 폐열회수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등
저탄소배출 차량·교통·운송  전기차 및 충전서비스, 전기버스,
하이브리드카, 수소차, 전동 자전거, 에코 드라이빙 제품 등
마이크로그리드·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융·복합 분산전원, ICT 구현기술, IoT 및
빅데이터 제품 등
제로에너지 하우스·빌딩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단열 및 고효율
창호, 이산화탄소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LED조명, 에너지환경관리
시스템(TEEMS), BIPV, 에너지소비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장비,
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고효율 히트펌프, 주거용 연료전지 시스템,
미러 덕트 시스템, 휴대형 고용량 리튬 이온배터리 전력공급 시스템,
빌딩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친환경 건축 자재 등
탄소제로 지자체 홍보  탄소제로 시티 및 지자체 정책홍보, 정부 및
공공기관 추진 사업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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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Located Events

Renewable Energy Revolution
CARBON ZERO EXPO와 동시에 개최되는 EXPO SOLAR, ESS EXPO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에너지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상호밀접한
전시품목을 한 곳에서 선보임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The Key
Marketplace
Trade Show for the Zero
Carbon
Energyfor

세
2019
세계2019
탄소
2019 세계
태양
에너
EXPO 2019

INTERNATION
INTERNATIONAL CARBON
ZE

INTERNATIONAL SOLAR ENERGY EXP
EXPO SOLAR 2019 개요

CARBON ZERO EXPO 2019 개요

ESS EXPO 2019 개요

행 사 명

2019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행 사 명

2019 세계 탄소제로 엑스포

행 사 명

2 019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주

최

 계 태양에너지 엑스포
세
조직위원회

주

최

 계 탄소제로 엑스포
세
조직위원회

주

최

 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세
조직위원회

주

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

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

관

한국ESS산업진흥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인더스트리 뉴스

서울에너지공사

인더스트리 뉴스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녹색에너지연구원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전시품목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인더스트리 뉴스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전시품목

 양광 셀 & 모듈  
태
태양광 생산장비  
태양광 소재 및 부품  
태양광 전력 및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시스템 및 솔루션  

전시품목

 실가스감축 솔루션  
온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저탄소배출 차량
교통·운송
마이크로그리드·스마트그리드
제로에너지 하우스·빌딩  

 너지저장 관련 기술  
에
에너지저장시스템용 부품 & 장비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 최적 소비용 컨트롤
엔지니어링

CARBON ZERO WORLD FORUM / Conference
행 사 명

CARBON ZERO WORLD FORUM  

주

관

인더스트리 뉴스,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규

모

1개 트랙, 3일간 5개 세션, 200여명 참석(예정)   


CARBON ZERO WORLD FORUM은 저탄소 산업관련 전문가는
물론 기업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저탄소 중립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에너지 효율화 설비, 제로에너지 빌딩 및 하우스 설계와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저탄소산업과
비즈니스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탄소제로 관련 정부정책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 청사진으로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원전·석탄 전력설비 비중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

현재

2030년

현재

2030년

50.9%

34.7%

9.7%

33.7%

발전량 기준 비중

현재

2030년

현재

2030년

석탄

석탄

신재생

신재생

45.3%

36.1%

6.2%

20.0%

원전

원전

LNG

LNG

30.3%

23.9%

16.9%

현재
미세먼지

3만4천톤

18.8%
2030년

62% 감소

미세먼지

1만3천톤

※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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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Show Report : CARBON ZERO EXPO 2018-Exhibitors Status

Since 1988

(주)정우이엠씨 
JUNGWOO EMC CO.,LTD

Since 1988

(주)정우이엠씨 
JUNGWOO EMC CO.,LTD

Since 1988

(주)정우이엠씨 
JUNGWOO EMC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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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Show Report : CARBON ZERO EXPO 2018-Visitors Status

참관객

참가기업

전시회 상담액

전시면적

24,278명

250개사

9,700억원

460booth

국내 21,553명•해외 2,725명

국내 198개사•해외 52개사

구매상담 9,150억원•계약액 550억원

10,611sqm

※ 상기 통계는 CARBON ZERO EXPO, EXPO SOLAR, ESS EXPO를 통합한 결과자료입니다.

업체별 참관객

석유·가스·전기
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

16.53%

신재생에너지

9.79%

16.34%
에너지 서비스 공급

건설·건축·
해양플랜트·제철·철강

6.09%

프로젝트 개발

6.10%

6.83%

EPC 발전사업

5.91%

자동차 운송 물류
소재 및 부품

4.16%
온실가스감축
대상기업

2.68%
탄소배출거래

2.69%

제조공장 및 생산시설
설비 관련 설계 시공

친환경 건설
건축 소재공급

4.81%

2.86%

기타

금융기관 및 투자

열병합발전
대기오염 환경측정

1.85%

9.88%

1.66%

벤처캐피탈
금융산업 서비스 공급

자산 관리 및 평가

1.29%

0.55%

해외 국가별 참가업체

해외 국가별 바이어

중국

한국

아시아

유럽

북미

20%

72%

61%

9%

5%

독일

일본

오세아니아

중동

3%

3%

1%

3%

포르투갈

아프리카

기타

2%

2%

19%

직종별 참관객 분류

목적별 참관객 분류

20.9%

27.65%

엔지니어

20.22%

온실가스
감축솔루션

탄소제로 관련
시장동향 수집

마케팅/영업/
사업기획 23.87%

CEO

관심분야별 참관객 분류

제품구매
관심

20.26%

14.27%

전기차/전기버스

연구/개발

풍력·
바이오매스

20.95%

18.9%

15%

관리이사

7.47%

탄소제로 관련 기술동향 수집

13.82%

ICT/IoT

11.4%

운영/유지보수

4.18%

판매 및 영업 네트워크 구축

11.03%

융복합분산전원

8.7%

금융/재무 담당

3.08%

디스트리뷰터/에이전트 비즈니스

탄소제로정책홍보

6.6%

정부관련 기관

3.01%

기타

프로그램 관리

1.17%

기타

7.5%
4.72%

BEMS/FEMS
기타

4.7%
13.8%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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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ors Info
CARBON ZERO EXPO 2019는 국내외 바이어와의 실질적인 상담기회 및 온오프라인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출품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회 종료 이후에도 전문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의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참가혜택

홍보/마케팅 계획

Carbon Zero Business Matching

On-Line & Prints

•국내외 Qualified Buyer 초청 및 비즈니스 상담기회 마련

•전시회 브로슈어 및 온라인 뉴스레터(영어, 일어, 중국어,
중동·아랍어 등) 제작, 발송

•참가기업 초청 해외바이어 호텔숙박 제공(사전협의)
•프로젝트 개발자, 투자자간 현장 비즈니스 상담회 주선

•Carbon Zero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웹사이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전시회 무료 초청장, 포스터 제작 발송

Onsite
•Carbon Zero World Forum(세계 저탄소 산업
컨퍼런스) 무료 강연기회 제공
•잠재 바이어 대상, Event Planner에 기업정보 무료
리스트업

On/Off Line PR
•홈페이지에 참가기업 출품 제품소개 포스트 기회 제공
•인더스트리 뉴스,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취재지원

Media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홍보
•태양광 전문지 ‘월간 SOLAR TODAY 탄소제로’ 및
인터넷신문 ‘인더스트리 뉴스’ 기사게재 및 현장 취재 보도
•일간지, 공중파 TV/라디오, 케이블 방송, 주요 전문지
광고 및 보도자료 배포

Global PR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제품홍보 기사 노출

•해외 바이어 초청 관련 항공, 숙박 제공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현장취재 지원

•해외 주요 전시회 동시 출품 기회 제공
•저탄소산업 관련 주요 해외 전시회 부스 참가 및
사전영업, 홍보대행

기타
•온오프라인 무료초대권 우편발송 대행
•참가업체 전용 온라인 고객 초청 뉴스레터 제작 및 전달
•전시회 종료 후 바이어 문의요청 대응/참가기업 연결
•해외 Carbon Zero 시장 개척 및 글로벌 태양광산업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국내외 Carbon Zero 산업 관련 시장정보 및 기술
트렌드 정보 제공

•인터넷 다국어 포털 사이트 보도자료 배포 및 해외
주요 탄소제로 협회와 기구 등과의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바이어 유치
•해외 저탄소산업 관련 전문지 및 포털 사이트 광고,
홍보
•해외 탄소제로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자 초청
프로그램 운영

참가신청 안내
1. 참가신청 절차

1 2 3 4 5 6
참가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 후
15일 이내
계약금 30% 입금

온라인 등록
부대시설 신청
~ 2019. 4. 30

잔금 입금 완료
~ 2019. 5. 17

부스설치 및 반입
~ 2019. 6. 17~18

전시회 개막
2019. 6. 19

부스 철거
2019. 6. 21
(17:00~)

2. 참가비 안내

부스 형태
독립부스

참가비

비고

2,000,000원/1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 참가업체 부스공사 별도진행

※1부스 : 3m×3m = 9sqm

(최소 2부스 이상)

2,400,000원/1부스

조립부스

*VAT 별도

※1부스 : 3m×3m = 9sqm

전시면적 + 기본장치 제공

3. 참가비 할인율
20% 할인

10% 할인

일반신청

~ 2018. 12. 31일까지

~ 2019. 3. 20일까지

2019. 3. 21일 이후 ~

4. 부스안내
독립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참가업체가 부스공사를 별도 진행
•부스공사는 킨텍스 지정공사업체만 가능하며 2부스 이상
신청

조립부스
•전시면적 + 기본장치 제공
2.5m
•제공내역 : 기본부스(부스벽체 , 높이 2.5m),
상호간판(국/영문),
형광등(40W), 스포트라이트(100W) 3개, 바닥파이텍스,
휴지통, 안내데스크 및 접의자(업체당 1조), 220V 2구 소켓 1개

3.0m

5. 부스면적 및 배치 구성
A 1부스

B 2부스

C 3부스

D 4부스

3m X 3m=9m2

6m X 3m=18m2

9m X 3m=27m2

12m X 3m=36m2

6m X 6m=36m2

15m X 3m=45m2

F 6부스

H 8부스

I 9부스

J 10부스

K 12부스

L 15부스

15m X 6m=90m2

12m X 9m=108m2

15m X 9m=135m2

9m X 6m=54m2

12m X 6m=72m2

9m X 9m=81m2

E 4부스

F 5부스

6. 참가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 출 처 : 세계 탄소제로 엑스포 전시사무국  T. (02)-719-6931(Ext. 503) / 070-5031-5319(직통)  F. (02)715-8245 E. expo@infothe.com
•참가신청 마감 : 부스 면적 소진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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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계약서 | Application Form

(0416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마포동, 신한디엠빌딩 13F)
www.carbonzeroexpo.com
T. (02)719-6931(Ext. 503) / 070-5031-5319(직통) F. (02)715-8245 E. expo@infothe.com

참가업체 정보
국문

회사명

영문
국문

주

소
영문
연락처

TEL

FAX

URL

대표자

성 명

휴대폰

E-mail

성 명

직 위

부 서

전 화

휴대폰

E-mail

담당자

연락처

E-mail

담당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시품목

부스 신청
부스타입
독립부스

(전시면적 제공)

구분

조립부스

(전시면적+기본장치 제공)

단가 (VAT 별도)

신청부스

합계 (VAT 별도)

2,000,000원/부스

부스

원

2,400,000원/부스

부스

원

※1부스 = 9m²(3m×3m)

※1부스 = 9m²(3m×3m)

참가비 납입방법
•참가신청서에 서명(인) 날인 혹은 서명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팩스(02-715-8245) 또는 이메일(expo@infothe.com)로 송부바랍니다.
•계약금(참가비의 30%)는 2019년 2월 28일 이후 환불되지 않으며, 계약금 납부 시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2019년 5월 1일 이후 참가 취소 시에는 참가비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
(CARBON ZERO EXPO 2019 전시회 참가규정 제6조)
•참가신청서 접수와 함께 계약금을 입금해야 하며, 참가비 잔금은 2019년 5월 17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완납바랍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 1005-001-335394

예금주 : (주)인포더

•전시회 참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CARBON ZERO EXPO 2019 참가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CARBON ZERO EXPO 2019과 킨텍스의 참가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참가 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제6조 참가취소 및 위약금

①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② ‘전시회’라 함은 ‘CARBON ZERO EXPO (세계 탄소제로 엑스포)’를 말한다.
③ ‘주관자’라 함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5(마포동, 신한디엠빌딩 13층)에 소
재하고 있는 (주)인포더(Infothe)를 말한다.

①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입하
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신청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전시자의 참가신청 취소로 인한 위약금 납부는 2019. 01. 01~2019. 02. 28일까
지는 전체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3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고, 2019.
03. 01~2019. 04. 30일까지는 전체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분의 50%를 위
약금으로 납부하며, 2019. 05. 01일 이후부터는 전체 참가비(부스비) 또는 축소
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규정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① 전시회에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참가신청금(부스 참가비)을 납입하여야 하
며 신청금을 납입함으로써 본 규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
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
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통보 후, 15일 이내에 참가비 등 기납부금
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
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부스 배정
① 주관자는 신청 및 참가비 납입순서, 참가규모, 전시품의 성질 등을 감안한 주
최자의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전시자의 전시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② 주관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부스 위치를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실 관리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
사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 허가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없이 배정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⑤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원
상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⑥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전시회 취소 또는 변경
①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
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이거나 기타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면적 내로의 장치, 전시품 반입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
연시킬 경우, 주관자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부하여
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①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②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중에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이나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①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선
행되어져 있어야 한다.
②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①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전시자는 주관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참가비 납입조건
①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시 참가비 30%를 신청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2019년 5월 17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시자가 잔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관자는 완납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
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
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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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사무국

(0416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마포동, 신한디엠빌딩 13F)
T. (02)719-6931(Ext. 503) / 070-5031-5319(직통)
F. (02)715-8245 E. expo@infothe.com
www.carbonzeroexpo.com

Overseas Offices

Germany : info@eisenacher-medien.de
Japan : info@nikko-pb.co.jp
China : eileen@honorgroups.com
Taiwan : hiramlai@gmail.com

CARBON ZERO EXPO :

Where Strategy Platform for Zero Carbon Industry
Venue : KINTEX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 킨텍스
T. (031)810-8114
F. (031)810-8033
www.kinte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