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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OCEANS’12 MTS/IEEE Yeosu 초대의 글

  OCEANS Conference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산하 해양공학협회(OES: Ocean Engineering Society)가 주최하는 해양과학, 해양 
공학 및 해양 관련 산업 제반 분야에서의 학술 교류, 최신 기술 소개, 연구 동향 파악을 위한 전문 학술
대회로서 IEEE가 주관하는 해양과학기술분야 최대의 대규모 학술대회입니다.

  OCEANS Conference에는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 연구소 및 유수의 해양산업체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
하며, 대회기간 동안 학술발표 행사와 동시에 학술대회 참가자와 관련 연구 및 산업 응용분야에 필요
한 각종 장비를 개발하는 산업체간의 교류 협력과 제품 정보 공유를 위한 전문 전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되는 OCEANS’12에는 IEEE/OES와 함께 해양산업분야 최대 전문가 협회의 하나인 
해양기술학회(MTS: Marine Technology Society)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합니다. 미국 내 학술대회만 참석
해오던 MTS가 이례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구에서 개최되는 IEEE OCEAN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감안할 때 여수 OCEANS’12를 통한 기업 홍보 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 기술의 최근 연구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본 학술대회는 약 45개국 600여명의 MTS, 
IEEE/OES, 해양과학기술협의회의 회원을 비롯한 관련 업계의 대표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이에 OCEANS’12 MTS/IEEE Yeosu 국제학술대회의 전시에 참가하시어 귀 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가시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02 OCEANS’12 MTS/IEEE Yeosu 개요

(1) 행사명 : OCEANS’12 MTS/IEEE Yeosu

(2) 행사기간 : 2012년 5월 21일(월) ~ 24일(목)

(3) 행사장소 : 전라남도 여수, The Ocean Resort (디오션리조트)

(4) 주최 : Marine Technology Society (MTS, 해양과학기술학회),
          IEEE Oceanic Engineering Society (IEEE/OES, 국제전기전자공학회 해양공학학회),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KAOSTS)

(5) 주관 : OCEANS’12 MTS/IEEE Yeosu 한국 조직위원회(LOC)

(6) 후원 : 2012 여수세계박람회, ONRG,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

(7) 공식언어 : 영어

(8) 참가자 : 45여개국 총 600여명 (국외 약 300명)

(9) 주제 : The Living Ocean and Coast - Diversity of Resources and Sustainable Activities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 풍부한 자원 보전과 미래지향적 활동

(10) 주요 발표주제 : 해양학/해양환경보호, 조선/연안구조물과 공학, 해양/해안공학, 해양환경공학, 수중 
음향학과 관련 과정, 대양/해양관찰시스템, 플랫폼/기기장치, 공기/대양 표면의 원격 
탐사, 대양자료가시화, 모형제작/정보관리, 해양교통/부위 구조물, 기후 변화/생물 
다양성, 해양 재생에너지와 해양 CCS, 양식, 해양/연안 법, 정치, 관리, 교육, 해양산업, 
쓰나미, 해양재해, 해양 에너지 등

(11) 전시규모 : 약 70개 기관/업체

(12) 전시물품 : 조선 및 해양기자재, 해양플랜트, 측량/센서, 해양물리/생태/화학/지질/환경/IT 장비 등

(13) 웹사이트 : www.oceans12mtsieeeyeosu.org

(14) 준비사무국

   

OCEANS’12 MTS/IEEE Yeosu 준비사무국
코엑스, 135-73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Tel. 02-6000-2507  Fax. 02-6000-2501
EMAIL. info@oceans12mtsieeeyeos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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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OCEANS’12 MTS/IEEE Yeosu 한국 조직위원회 (LOC)

¦ General Chair
  - 강창구 (윙쉽테크놀러지)

¦ Finance Chair
  - 강성길 (한국해양연구원)
  - 신승호 (한국해양연구원)

¦ Technical Program Chair
  - 이판묵 (한국해양연구원)
  - 명철수 (에코션)
  - 허주호 (STX조선해양(주))
  - 권영섭 (조선대학교)
  - 이문옥 (전남대학교)
  - 현범수 (한국해양대학교)

¦ Tutorials Chair
  - 전호환 (부산대학교)

¦ Student Poster Chair
  - 조양기 (서울대학교)

¦ Exhibition Chair
  - 정정훈 (한국기계연구원)
  - 김진환 (한국과학기술원)
  - 김홍선 (지오시스템리서치)
  - 강사준 (한국조선협회)
  - 고재용 (목포해양대학교)
  - 안성모 (삼성물산(주))
  - 윤양호 (전남대학교)

¦ Local Arrangement Chair
  - 조현서 (전남대학교)

¦ Publicity Chair
  - 조원철 (중앙대학교)

¦ Secretary
  - 오정환 (한국해양연구원)
  - 김보영 (해양과학기술협의회)

04 OCEANS’12 MTS/IEEE Yeosu 프로그램

Time May 21 (Mon.) May 22 (Tue.) May 23 (Wed.) May 24 (Thu.)

07:00

Exh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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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s Breakfast

Exhib
itio

n &
 Stud

ent Po
sters D

isp
lay

Speakers Breakfast

Exhib
itio

n &
 Stud

ent Po
sters D

isp
lay

Speakers   
Breakfast

08:30 Tutorials
Opening Ceremony 
& Plenary Session

Technical Sessions
Technical   
Sessions

10:00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10:30
Tutorials

Plenary Session &
Exhibition Open

Technical Sessions Technical Sessions
11:00

12:00 Lunch Lunch Lunch Lunch

13:00 Tutorials Technical Sessions Technical Sessions
Technical   
Sessions

14:30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15:00 Tutorials Technical Sessions Technical Sessions Technical Sessions

17:00 Welcome
Reception

Exhibition
Reception

Break

18:00
Conference Dinner 

“Korean Night”
19:00

20:00

Ÿ 6개의 튜토리얼이 5월 21일(월)에 개최됩니다.

Ÿ 기조연설, 각 분과별 400여편의 논문 발표, 포스터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Ÿ 해양과학기술분야와 관련된 약 70개의 기관과 업체들이 전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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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OCEANS’12 MTS/IEEE Yeosu 전시 안내

(1) 전시 개요

  ¦ 전시 일정

    

구 분 일 시 시 간

부스설치 2012년 5월 20일(일) ~ 21일(월) 09:00 ~ 17:00

전시기간 2012년 5월 22일(화) ~ 24일(목) 09:00 ~ 18:00

부스철수 2012년 5월 24일(목) 15:00 ~ 20:00 

  ¦ 신청 마감일 : 조기신청 - 2012년 2월 25일

                  일반신청 - 2012년 4월 30일

  ¦ 전시 장소 : 디오션리조트 호텔 그랜드볼룸 + 에머랄드홀

구 분 크 기 부 스 수 합 계

그랜드볼룸 23.8 x 46.7 x 6.5 51개
70개

에머랄드홀 11.2 x 31.8 x 6.5 19개

(2) 전시신청 정보

  ¦ 참가금액

    

구  분 Early Bird (조기신청)
(2012년 2월 25일 까지)

Regular (일반신청)
(2012년 2월 26일 이후)

참가비 2,700,000원 2,900,000원

비  고 10%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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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혜택

    - 대회전체등록 1명 (포함내역: 환영리셉션, 대회공식만찬, 전시리셉션, 오찬, 컨퍼런스 참가 등)

    - 전시 출입증 2명

    - 전시회 리셉션 2명 참가

    - 참가자 KIT (기념품 포함)

    - 공식 홈페이지에 참가업체 리스트 게재 및 홈페이지 링크

    - 프로그램북에 참가업체 정보 게재

  ¦ 부스안내

    1) 독립부스

      - 전시면적만 제공

      - 참가업체가 지정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전시 장치물을 설치하고 부스를 장식함

      - 장치공사시, 설계도면을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

    2) 조립부스 (3m x 3m)

      - 전시면적 및 기본장치 제공

      - 기본장치 제공내역

 

구 분 내  용

상호간판 영문 상호와 부스번호 부착 

바닥처리 파이텍스 설치 

안내데스크
/의자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안내데스크 1개, 접이식 의자 

1개 지급

조명등
/형광등

부스당 조명등(100W) 2개 및 
형광등(40W) 1개 지급

  ¦ 신청절차

    

참가신청서 

작성
ð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ð

계약금 

청구서 수령
ð

계약금 송금 

및 확인
ð 접수완료

  ¦ 문의처

   

OCEANS’12 MTS/IEEE Yeosu 사무국

코엑스, 135-73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Tel. 02-6000-2507  Fax. 02-6000-2501

EMAIL. info@oceans12mtsieeeyeosu.org



OCEANS’12 MTS/IEEE Yeosu
May 21~24, 2012 / The Ocean Resort, Yeosu, Republic of Korea

OCEANS’12 MTS/IEEE Yeosu 사무국
코엑스, 135-73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Tel. 02-6000-2507   Fax. 02-6000-2501   EMAIL. info@oceans12mtsieeeyeosu.org

06 OCEANS’12 MTS/IEEE Yeosu 전시 참가신청서

※ 전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단체 정보

회사/단체명

대 표 자 명 담  당  자

소속 및 직위

주     소

전     화 팩     스

핸  드  폰 E – m a i l

홈 페 이 지

주요전시품목

2. 전 시 신 청

구  분 Size 부스수 체 크 신청구분 금  액

기본부스
(조립부스) 3m*3m / Booth      EA

□ Early Bird (조기신청) 2,700,000원

□ Regular (일반신청) 2,900,000원

총     계             원

※ 독립부스 신청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3. 결 제 방 법

   ¨ Credit Card

      ¦ 카드번호:                              ¦ 유효기간:    년/   월  ¦ 서명:               

   ¨ Bank Transfer

      ¦ 예금주: (사)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1(오션스)

      ¦ 계좌번호: 468401-04-146848

      ¦ 은행명: 국민은행

      ¦ 송금인명:                     

당사는 OCEANS’12 MTS/IEEE Yeosu 참가와 관련된 참가규정(이면수록)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의 내용과 같이 전시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성 명: 직 책: 일 시: 

서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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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OCEANS’12 MTS/IEEE Yeosu 전시회 참가(계약) 규정

OCEANS’12 MTS/IEEE Yeosu 전시회 참가(계약) 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a.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의미한다.
b. “전시회”라 함은 “OCEANS'12 MTS/IEEE Yeosu 전시회‘를 의미한다. 
c. ”주최자“라 함은 ”OCEANS'12 MTS/IEEE Yeosu 조직위원회“를 의미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계약)
a.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계약은 성립된다.
c. 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주최자가 “전시회”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3조 (전시면적 배정)
a. 주최자는 참가신청서 및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및 전시품성격,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참가업체의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b. 주최자는 전시회의 공간 조화와 관람효율 및 전시효과 등을 고려,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전시장 관리)
a.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b. 전시자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락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및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c.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d.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명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형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금, 부대시설 사용료 정의)
a. 계약금이라 함은 부스 임차비(조립부스, 독립부스) 총 금액의 100%(부가세 포함)를 말한다. 부대시설사용료라 함은 전기, 

전화, 급/배수, 압축공기 등 부대시설 신청비를 말한다.
제6조 (납입조건)
a.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금을 포함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2012년 4월 30일전까지 납부 기한 내에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b. 전시자가 부대시설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계약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제7조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a. 전시자가 배정된 전시 부스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계약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b. 전시자가 전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전시자는 반드시 전시개시 이전에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신청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c.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고,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 2012년 3월 30일 이전 취소 :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12년 4월 30일 이전 취소 : 계약금의 8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12년 4월 30일 이후 취소 : 계약금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
제8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a.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반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취소 또는 개최 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전시장 설치)
a.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설치 기간동안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주최자의 허락을 받은 후 시간외 사용료를 전시자가 주최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철거)
a.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및 시간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시장내 경비, 위험부담, 도난 및 보험)
a. 주최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b.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c.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자재, 전시품 및 진행요원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제12조 (방화 규칙)
a.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b.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누전, 방화 및 화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3조 (보충규정)
a.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규제를 제정할 수 있다.
b.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a. 본 참가 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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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혜   택

Conference Dinner

20,000,000원 
(10% VAT 별도)

¦ 대회만찬(Korean Night) 일시 : 2012년 5월 23일(수)

¦ 전시장내 전시부스 1개 제공 (3m X 3m)

¦ 대회 1명 무료 등록 (Full Registration)

  * 대회만찬(Korean Night), 환영리셉션, 전시회리셉션, 오찬, 참가자KIT 포함

¦ 대회만찬 2명 무료 참가

¦ 만찬 장소 내 안내판 및 제작물에 후원사 로고 게재

¦ 만찬 장소 내 후원사 홍보물 배포 가능한 홍보테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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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혜   택

“Gold” Patron

40,000,000원
(10% VAT 별도)

¦ 전시장내 전시부스 3개 제공 (3m X 3m)

¦ 전시부스 추가 신청시 1부스당 30% 할인

¦ 대회 6명 무료 등록 (Full Registration)

  * 대회만찬(Korean Night), 환영리셉션, 전시회리셉션, 오찬, 참가자KIT 포함

¦ 프로그램북 컬러 광고 2 Pages 게재

¦ 공식 홈페이지에 후원사 로고 게재 및 홈페이지 링크

¦ 행사장 내 안내판 및 제작물에 후원사 로고 게재

“Silver” Patron

25,000,000원
(10% VAT별도)

¦ 전시장내 전시부스 2개 제공 (3m X 3m)

¦ 전시부스 추가 신청시 1부스당 20% 할인

¦ 대회 4명 무료 등록 (Full Registration)

  * 대회만찬(Korean Night), 환영리셉션, 전시회리셉션, 오찬, 참가자KIT 포함

¦ 프로그램북 컬러 광고 1 Page 게재

¦ 공식 홈페이지에 후원사 로고 게재 및 홈페이지 링크

¦ 행사장 내 안내판 및 제작물에 후원사 로고 게재

“Bronze” Patron

15,000,000원
(10% VAT별도)

¦ 전시장내 전시부스 1개 제공 (3m X 3m)

¦ 전시부스 추가 신청시 1부스당 10% 할인

¦ 대회 2명 무료 등록 (Full Registration)

  * 대회만찬(Korean Night), 환영리셉션, 전시회리셉션, 오찬, 참가자KIT 포함

¦ 프로그램북 컬러 광고 1 Half-Page 게재

¦ 공식 홈페이지에 후원사 로고 게재 및 홈페이지 링크

¦ 행사장 내 안내판 및 제작물에 후원사 로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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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Reception

12,000,000원 
(10% VAT 별도)

¦ 환영리셉션 일시 : 2012년 5월 21일(월)

¦ 대회 1명 무료 등록 (Full Registration)

  * 대회만찬(Korean Night), 환영리셉션, 전시회리셉션, 오찬, 참가자KIT 포함

¦ 환영리셉션 3명 무료 참가

¦ 리셉션 장소 내 안내판 및 제작물에 후원사 로고 게재

¦ 리셉션 장소 내 후원사 홍보물 배포 가능한 홍보테이블 설치

Luncheon

24,000,000원
(10% VAT 별도) 

* 개별후원가능: 12,000,000원 
(1회당)

¦ 오찬 일시 : 2012년 5월 22일(화), 23일(수)

¦ 대회 1명 무료 등록 (Full Registration)

  * 대회만찬(Korean Night), 환영리셉션, 전시회리셉션, 오찬, 참가자KIT 포함

¦ 오찬 3명 무료 참가

¦ 오찬 장소 내 안내판 및 제작물에 후원사 로고 게재

¦ 오찬 장소 내 후원사 홍보물 배포 가능한 홍보테이블 설치

Coffee Break

20,000,000원
(10% VAT 별도) 

* 개별후원가능: 4,000,000원 
(1회당)

¦ Coffee Break 일시 : 2012년 5월 22일(화), 23일(수) 각 2회, 24일(목) 1회

¦ Coffee Break 안내판 및 제작물에 후원사 로고 게재

¦ Coffee Break 장소 내 후원사 홍보물 배포 가능한 홍보테이블 설치

¦ 후원사 로고가 들어간 종이컵 사용 (개별후원시 미적용)

Conference Bag/Name Tag

7,000,000원
(10% VAT 별도)

¦ 모든 대회 등록자에게 제공되는 등록 Kit 및 명찰/명찰 목걸이

¦ 약 600개의 Kit과 명찰 제작

¦ 가방 앞면, 명찰 앞면, 명찰 목걸이에 후원사 로고 게재

¦ 모양, 크기, 위치는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짐

USB, Pens, Memo pads

5,000,000원
(10% VAT 별도)

¦ 모든 대회 등록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 OCEANS’12 Yeosu 와 함께 후원사 로고 게재

¦ 모양, 크기, 위치는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짐

Advertisement

2,000,000원(칼라)
1,000,000원(흑백)

(10% VAT 별도)

¦ 모든 대회 등록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북 광고

¦ 1 Full page(칼라) / 1 Full page(흑백)

¦ 후원사 광고 위치는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짐

기 타
¦ 기업 세션 구성 및 기타 후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OCEANS’12 MTS/IEEE Yeosu 조직위원회와 협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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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 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CEANS’12 MTS/IEEE Yeosu 사무국
코엑스, 135-73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Tel. 02-6000-2507   Fax. 02-6000-2501   EMAIL. info@oceans12mtsieeeyeosu.org

1. 회사/단체 정보

회사/단체명

대 표 자 명 담  당  자

소속 및 직위

주     소

전     화 팩     스

핸  드  폰 E – m a i l

홈 페 이 지

2. 후 원 신 청

구  분 체 크 패키지명 금  액

후원 패키지

□ GOLD Patron 40,000,000원

□ SILVER Patron 25,000,000원

□ BRONZE Patron 15,000,000원

Social Events

□ Conference Dinner 20,000,000원

□ Welcome Reception 12,000,000원

□ Luncheon 24,000,000원

□ Coffee Break 20,000,000원

기 타

□ Conference Bag 7,000,000원

□ Name Tag 7,000,000원

□ USB 5,000,000원

□ MEMO Pad & Pens 5,000,000원

□ Advertisement – Color 2,000,000원

□ Advertisement – Black &White 1,000,000원

총     계                원

3. 결 제 방 법
   ¨ Credit Card
      ¦ 카드번호:                              ¦ 유효기간:    년/   월  ¦ 서명:               

   ¨ Bank Transfer
      ¦ 예금주: (사)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1(오션스)

      ¦ 계좌번호: 468401-04-146848

      ¦ 은행명: 국민은행

      ¦ 송금인명:                     

당사는 OCEANS’12 MTS/IEEE Yeosu 참가와 관련된 참가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의 내용과 같이 후원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성 명: 직 책: 일 시: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