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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SUMMIT 2015 in Seoul

행사개요

일시
2015. 10. 5 ~ 6일 (양일간)

장소
COEX 신관 Grand Ballroom

컨셉
Game과 Ad-tech, SNS, Commerce, Startup, Venture Capital 등 Mobile 생태계에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다양한 세계적 모바일 업계 플레이어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장.

모바일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insight를 얻고 마음껏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참가자 3천명 / 전체 참가자 5천명 예상



Services Offered

VIP Exclusive Service
   VIP Exclusive Seminars

   VIP 전용 라운지 제공

   VIP After Party

      Global Support
   해외 참석자를 위한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영어, 일본어, 중국어)

   현장에서의 의사 소통을 위한
   영어 통역자 제공 (사전 예약 필요)

   숙박이 필요한 게스트를 위한 숙박 및
   각종 편의시설 안내 및 알선

 Networking에 최적화
   Casual Networking을 위한
   만남의 공간

   투자 유치 상담이 가능한 
   private meeting room 제공

   업계의 다양한 인재들이 모이는
   After Party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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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프로그램

   스타트업부터 세계적인 대기업까지! 
   모바일 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200곳 이상의 부스 전시 

   모바일 구인구직 Fair   

   모바일 & 게임 테마 아트 전시 

    전설적인 창업자와 투자자의 진솔한 이야기

    모바일 업계의 핫이슈를 논하는 끝장 토론

    비공개 VIP 세미나 및 토론회 

    게임/테크 업계 유망 기업의 기술 세미나와
    솔루션 설명회 

   “올해의 스타트업“ “올해의 게임” Award와 Pitch 

전시 

COEX 신관 1층 Grand Ballroom

컨퍼런스 

COEX 신관 4층 Auditorium
2층 Conference Room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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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원

 MAX Summit의 자리를 빛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행사 대관 임대료, 식음료, 행사 운영 

 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영세 스타트업, 학생 벤처 등의 무료 초대 및 

 지원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스       

   우리 회사, MAX Summit에서 자랑하세요!

   부스 종류

            Standard Booth (3m x 2.7m) : 2,000,000원 (티켓 3, 입장권 5 제공)
            Mini Booth (3m x 1.5m): 800,000원 (티켓 2, 입장권 2 제공)
            Table Booth (2m x 1m) : 500,000원 (티켓 1, 입장권 2 제공)
            Exclusive Booth (별도 상담)

 

          참여

   게스트 등록 및 일반 참여
      사전 구입 또는 현장에서 티켓 구입

   티켓 가격

            정규티켓: 220,000원
            B2B 입장권: 99,000원 (Conference 입장불가)
            VIP Pass

    단체 할인 가능 (문의: hello@maxsummit.co)

          발표

    당신의 이야기, MAX Summit에서 나누어 주세요!

    예시

           나의 성공비결
            기업 솔루션 설명회
            토크 콘서트
            스타트업 Pitch

 

함께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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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Hall A (1층)

Hall E
(3층)

Hall C (3층)

서문

남문

남문

동문
트레이드 타워

코엑스 동문
아셈타워

코엑스 북문

코엑스 서문

북문

Hall B (1층)

Hall D (3층)컨퍼런스 룸
(3층) 
301-327

컨퍼런스 룸
(4층) 
401-403 300

 오디토리움 (4층)

 컨퍼런스룸 (2층)

 그랜드볼룸 (1층)

로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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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ny more...

Game-Next Summit 2014

과거 참여 업체
MAX SUMMIT 2015 in Seoul

E  M&

Korea



Contact
MAX SUMMIT 2015 in Seoul

         

hello@maxsummit.co

www.maxsummit.co

 

URL

행사 관련 문의사항은  
e-mail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관) (주) 모비데이즈, (주) Game Next 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