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모바일 프런티어 콘퍼런스 참가자 사전안내
안녕하십니까, ‘2020 모바일 프론티어 컨퍼런스’ 사무국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당일 불편함 없이 강연을 들으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즐겁고 유익한 컨퍼런스 되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0 모바일프론티어컨퍼런스
○ 행사일시: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 행사장소: 코엑스 아셈볼룸 201-203호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경제신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함께하는 기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App Annie
■ 등록안내
○ 등록시간
- 오전등록: 09시 00분 ~ 10시 10분
- 오후등록: 12시 00분 ~ 13시 10분
○ 등록절차
등록 확인
(모바일바코드/소속・이름)

▶▶

중식쿠폰
및 위치안내도 수령

▶▶

자료집 수령 및 입장

* 식권과 자료집은 사전 등록자에 한해 오전 등록 시에만 수령 가능합니다.
■ 강연안내
○ 좌석
- 강연장은 연사대기석과 기자석(별도 명패)을 제외하고는 자유석입니다.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
을 위해 앞자리부터 자리를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오후 트랙은 트랙별 교차 수강이 가능하오니 신청하신 트랙 외에 원하시는 트랙이 있을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강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강연자료
- 자료집은 사전등록자에 한해 1인당 1권씩 제공됩니다.
- 오후 늦게 도착하여 자료집을 현장에서 받지 못하신 참가자는 안내데스크에서 명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종료 후 개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 식사안내
○ 중식 식권은 오전 등록 시에 수령 가능합니다. (※식권은 당일 점심시간 사용에 한함)
○ 점심시간: 11시 30분 ~ 13시 00분
- 원활한 강연진행을 위해 5분 전 강연장에 자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식사장소: 지하 1층 CJ 푸드월드 외
- 컨퍼런스 장소와 다소 거리가 있으니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점심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치

A섹션

B섹션

상 호 명

전화 번호

CJ푸드월드

02-1670-0865

흑백홍

02-508-7557

메인메뉴(입점브랜드)
계절밥상. 제일제면소.
차이나팩토리. 빕스마이픽. 방콕9.
투썸플레이스
중국집

힘난다
모박사 부대찌게

02-6002-3580
02-551-2288

샐러드.스테이크
부대찌게

셰프의 국수N육개장

02-6002-3333

육개장.국수

반하는 보쌈&밥상

02-6002-3131

비빔밥.가정밥

소노야
가득 드림

02-6002-6462
02-551-8288

일식돈까스
세트도시락

○ 식권이용안내
- 등록 시 수령하신 식권으로 ‘CJ FOODWORLD’외 아래 안내된 코엑스몰 지하1층 지정식당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용 가능한 식당은 식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만원 이내에서 메뉴 주문을 하실수 있으며, 식권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메뉴 이용시, 주문시
현장에서 추가금액 지불하에 메뉴이용 가능 합니다. 식권의 메뉴보다 저렴한 메뉴를 이용하셨
을 경우 차액은 반환되지 않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권 구매안내
○ 본 행사는 무료주차권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주차권이 필요
한 참가자들을 위해 사무국에서는 행사용 종일권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구입가능 위치: 등록데스크

- 구입가능 시간: 오후 14시 20분(Coffee Break) ~ 15시 30분까지
- 주차권 금액: 24,000원(1일권, 정상가 48,000원) ※ 현금구입만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시, 사무국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발행요청 정보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
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카드결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실 수 없습니다. (팩스:
02-360-4503, 이메일: bsjang@hankyung.com)
■ 행사장 약도

■ 행사장 구성

Track A(201)

Track B(202)

Track C(203)

■ 연락 및 문의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 문화전시부 (담당: 장병석 부장)
☎ (02) 360-4509. 팩스. (02) 360-4503. 모바일 010-8972-3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