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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rdially invite you to KSFM 2017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 덕분입니다. 
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는 격년으로 특정 산업 고객분들을 모시고 
Korea Sales Force Meeting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를 통해 당사의 신제품과 신기술을 홍보함은 물론,고객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고 더욱 잘 지원하기 위해 엔드레스하우저의 문화와 임직원들의 열정을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한국에서 제일 큰 울산공업단지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울산에서의 KSFM을 통해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회상하고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하오니,  
함께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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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1일 (목)에는 14:00 부터 창립 20주년  
행사를 울산 지역의 고객분들과 함께 롯데호텔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행사에는 울산 지역의 고객분들에게 신제품과  
신기술에 대한 세션 발표와 라이브 데모 시연을 통해  
다양한 문의사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의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를 위해 참여해주시는 고객분들의 이름으로  
울산지역의 결식 아동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디너 레크레이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먼 길을 발걸음 해주신 고객분들이 엔드레스하우저의  
문화를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으니,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등록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행사 당일 푸짐한  
경품 추첨이 진행됩니다.

날짜 : 2017년 6월 1일 (목)

시간 : 14:00 ~ 22:00

(13:30부터 입장 가능)

장소 : 크리스탈볼룸홀 

        울산롯데호텔 2F 

        울산 남구 삼산로 282

        

비고 : 주차권을 제공하며,  

롯데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 

마케팅팀 / 02-3660-0367

event@rok.end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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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ress+Hauser Korea Co., Ltd.

리셉션

공식행사

세미나

저녁 만찬

디너이벤트

축하 공연

폐회식

13:30 ~ 14:00
고객 등록 및 입장 (테이블 착석)

14:00 ~ 14:55
오프닝 퍼포먼스
환영사
엔드레스하우저의 제품 포트폴리오 소개
Give’nWrite 울산지역 기부 프로그램

14:55 ~ 17:35
신제품 Proline 유량계 및 2선식 기술 소개
플랜트의 환경 법규 준수를 책임지는 분석계
세계 최초의 80GHz 레이다 레벨계
경품 추첨

17:35 ~ 18:45

18:45 ~ 19:55
창립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 및 고객 케이크 컷팅식
레크레이션

19:55 ~ 21:30
사내 및 외부 공연팀 공연 
초청 가수 무대

21:30 ~ 22:00
경품 추첨 및 Closing speech

▶사전등록 :  http://bit.ly/2oxrL6N

*사전 신청은 5월 23일 (화)까지 접수 받고 있으며, 150명의 고객이 모두 등록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vent detai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