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   가   안   내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의 정리)
1. “전시자”라 함은 본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 납부
를 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주)엑스코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1. 전시회 참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해
야 하며, 제출 후 10일 이내에 참가비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참가비 잔금
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완납하여야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계약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부스배정)
1. 주최자는 계약음 납입 순에 따라 부스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의 전시효과와 관람
자 편의를 위하여 참가규모, 전시품목 등을 고려하여 부스위치를 배정한다. 부스 주최
자의 고유 권한으로 사정에 따라 부스 배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
기 할 수 없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1.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
실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
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성격에 부합되
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
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
도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
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5. 전시자는 임대한 전시 면적 이내 공간에서만 전시품 배치치가 가능하며 면적 초과 설
치 시 주최자는 이에 대한 제재를 할 권한이 있다.

제6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1. 전시자는 참가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시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 취소 후 15
일 이내에 주최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으로 선차감 후 위약금 차액을 추가 납입한다. 
● 참가취소 위약금
 「 전시 개막일 30 일 이전 취소 : 계약금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 전시 개막일 30 일 이내 취소 : 계약금 2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제7조 (해약)
1.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
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시회 변경)
1. 주최자가 국가 위기 사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방화)
1.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전시자의 모든 물품
의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제10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증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
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
소할 수 없다.

부스안내

독립부스 기본부스 프리미엄 부스

전시면적만 제공하며, 참가 업체가 부스 시공 업체를 선정
하여 직접 디자인 및 시공

※ 전기신청 필수

규격
9㎡ (3 x 3 m) / 2.4mH 벽체 칸막이 
기본 제공
바닥 파이텍스, 상호 간판, 부스 번호, 전기 배선 (2구, 콘센
트 1개), 기본조명(형광등 2개, 스포트라이트 3개), 안내데
스크 1개, 의자 1개, 전기 1kW (업체당)

규격
9㎡ (3 x 3 m) / 2.4mH 벽체 칸막이
기본 제공
바닥 파이텍스, 상호 간판, 부스 번호, 전기 배선 (2구, 콘센
트 1개), 기본조명(형광등 4개, 스포트라이트 6개), 안내데
스크 1개, 의자 1개, 전기 1kW 
프리미엄 부스 제공 비품
상담테이블 1개, 의자 3개(업체당)

블록부스 Type A 블록부스 Type B 블록부스 Type C

규격
18㎡ (6 x 3 m) / 블록 시스템
기본 제공
바닥 신품 파이텍스 지정색, 업체명 컷팅시트, 전기 배선 
(2구, 콘센트 1개), 기본조명(LED스팟 8개, 매입등 4개), 
스카시 간판, 안내데스크 1개, 스툴 1개
블록(A타입) 부스 제공 비품
상담테이블 2개, 의자 6개, 벽걸이 TV 1대, 카탈로그 스탠
드 1개(업체당)

규격
36㎡ (6 x 6 m) / 블록 시스템
기본 제공
바닥 신품 파이텍스 지정색, 업체명 컷팅시트, 전기 배선 
(2구, 콘센트 2개), 기본조명(LED스팟 14개, 매입등 10
개), 스카시 간판, 안내데스크 1개, 스툴 1개
블록(B타입) 부스 제공 비품
상담테이블 3개, 의자 9개, 벽걸이 TV 1대, 카탈로그 스탠
드 1개(업체당)

규격
72㎡ (12 x 6 m) / 블록 시스템
기본 제공
바닥 신품 파이텍스 지정색, 업체명 컷팅시트, 전기 배선 (2
구, 콘센트 8개), 기본조명(LED스팟 22개, 매입등 10개), 
스카시 간판, 안내데스크 1개, 스툴 1개
블록(C타입) 부스 제공 비품
상담테이블 4개, 의자 12개, 벽걸이 TV 1대, 카탈로그 스
탠드 1개(업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