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2016 unBOUND Digital Conference 일정표

날짜 일정 시간 장소

출국 및 영국 런던도착

호텔 체크인 및 저녁식사 & 휴식

조식 후 집합 9:00 Novotel London City South

런던 레벨39 방문

   - 피칭 리허설

   - XNTree의 스타트업 Pitch 멘토링 교육

런던 테크시티 지역 방문 (개별) 15:30 ~ 18:00 London Tech City

개별시간

unBOUND Digital Conference Day1 참가 07:30 ~ 19:30 Brick Lane, London

    - Registration & Exhibition 설치 7:30 코리아 스타트업 부스

    - 스타트업 Investment 홍보 및 미디어 인터뷰 09:30 ~ 12:00 코리아 스타트업 부스

    -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12:30 ~ 14:00 메인 스테이지

    - 스타트업 Investment 홍보 및 미디어 인터뷰 14:00 ~ 19:00 코리아 스타트업 부스

    - 갈라디너 19:30 ~ 22:00 행사장

unBOUND Digital Conference Day2 참가 07:30 ~ 19:30 Brick Lane, London

    - Registration & Exhibition 설치 7:30 코리아 스타트업 부스

    - 스타트업 Investment 홍보 및 미디어 인터뷰 09:30 ~ 12:00 코리아 스타트업 부스

    -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12:30 ~ 14:00 메인 스테이지

    - 스타트업 Investment 홍보 및 미디어 인터뷰 14:00 ~ 19:00 코리아 스타트업 부스

개별시간 행사장

12월 9일

(금)
개인일정 및 귀국 인천국제공항

q 스타트업 행사장부스(Booth) 정보

부스 개요

부스 사이즈

q 비상연락망

대사관  주영국한국대사관 +44 (0)20 7227 5500

런던히드로(Heathrow)

국제공항

12월 8일

(목)

  ▶ 부스 벽면에 기업 로고 부착 (포스터는 기업마다 준비)

  ▶ 2개의 배너가 들어갈 공간

11:00 ~ 15:3012월 6일

(화)

12월 7일

(수)

12월 5일

(월)

Level39, Canary Wharf

  한국 스타트업 전체 공동사용

  2m x 3m 규격

  ▶ 1개 42인짜리 플라즈마 스크린(모니터) 제공

스타트업

준비 사항

  ▶ 테이블 1개와 2개의 의자 제공

부스 내 시설

  ▶ 부스 내 설치할 사홍보 배너 자체 준비

  ▶ 사업발표자료 PPT 송부 (11월 30일까지)



q 날씨 및 콘센트

날씨

전압

화폐

시차

q 행사장 및 주요지역

* 행사장: Brick Lane, London

 240V 전압이고 콘센트 플러그는 G형 타입이므로 전원 코드변환 어답터 사전 구매

 영국은 유로를 쓰지 않고 파운드를 사용 * 1 pound = 1,500원 정도

 한국보다 9시간 늦음 

 비가 예상되니 우비(우산) 및 방한복 준비 필수. 12월 초 평균기온 섭씨 5도 ~ 10도

Venue 

Level39 

Tech City 

Soho 

City H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