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재외 베트남 동포의 글로벌 경제 포럼
2019년 6월 6일~9일
인천 – 송도 컨벤시아 국제 전시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전시 참가 신청서
회사명:………………………..……………..………………………..………………………………………….
주소: ……………………………………………………………………………………………………………..
전화번호: …………………..팩스: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직위:……………………………………………………..
담당자: ……………………………………………..연락처: ……..…………………….....………………….
이메일: ..……………………..............................................................................................................................
전시 상품: ………………………………………………………………………………………………………
…………………………………………………………………………..…………………….............................

신청하실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항목

내용

단가 (KRW)

신청 수량

전시 부스

부스 사이즈 3m x 3m

2,200,000

개

행사 참석

Gala Dinner (7일)
경제포럼 (8일)
미인대회 (8일)

300,000

명

총 금액 (KRW)

신청 가능 기타 서비스 (비용 별도) :
전시 상품 운송 서비스
통역 서비스
부스 비품 추가 임대 (첨부 파일 참고)
추가 신청서에 비품 코드 및 수량 정확히 기재

2019년 …...월 …..일
성함

서명

신청 기간: 2019년5월25일까지

신청서 접수 방법:

결제 정보:

베트남:

해외송금 (USD):

* Lĩnh vực nông nghiệp:
Ms. Quyên (+84-983-656-532 / quyen.hoang@tkmart.vn)
Mr. Trung: (+84-789-898-679 / trung.le@tkmart.vn)
* Các lĩnh vực khác:
Ms. Dương (+84-913-834-677 / admin@doanhnhanvietnam.org.vn)

Name: Hanvemodu.Co.Ltd
Account number: 180-008-890454
Shinhan Bank, Seongdong Branch,
34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Swift code: SHBKKRSE

한국:
Ms. Liên (+82-10-6860-2802 / hhl@vibak.org)

국내송금 (KRW):
신한은행: 100-033-541839

Mr. Sơn: (+84-10-6888-2807 / sonnt@vibak.org)

(주) 한베모두, 김선미

Overseas Vietnamese Economic Forum – OVECOF / Website: www.ovecof.com; Email: info@ovecof.com

제1회 재외 베트남 동포의 글로벌 경제 포럼
2019년 6월 6일~9일
인천 – 송도 컨벤시아 국제 전시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23
전시 부스 비품 추가 신청서
첨부된 카탈로크를 참고해 전시 부스에 추가 신청 비품을 적어 주십시오:

번호

비품 종류

비품 코드

추가 신청 수량

단가

금액

1
2
3
4
5
6
7
8
9
총
기타 요청 사항:

2019년 …...월 …..일
성함

서명

신청 기간: 2019년5월25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신청서 접수 방법:

결제 정보:

베트남:

해외송금 (USD):

* Lĩnh vực nông nghiệp:
Ms. Quyên (+84-983-656-532 / quyen.hoang@tkmart.vn)
Mr. Trung: (+84-789-898-679 / trung.le@tkmart.vn)
* Các lĩnh vực khác:
Ms. Dương (+84-913-834-677 / admin@doanhnhanvietnam.org.vn)

Name: Hanvemodu.Co.Ltd
Account number: 180-008-890454
Shinhan Bank, Seongdong Branch,
34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Swift code: SHBKKRSE

한국:
Ms. Liên (+82-10-6860-2802 / hhl@vibak.org)

국내송금 (KRW):
신한은행: 100-033-541839

Mr. Sơn: (+84-10-6888-2807 / sonnt@vibak.org)

(주) 한베모두, 김선미

Overseas Vietnamese Economic Forum – OVECOF / Website: www.ovecof.com; Email: info@ovecof.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