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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KSC 2018(제 62차 추계학술대회) 후원(전시 및 광고) 신청 안내

1. 귀 사의 일익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본 재단에서는 대한심장학회와 공동으로 2018년 10월 11일-13일(목토) 워커힐 호텔에서 KSC 2018 (제62차 추계학술대회)을 개최합니다. 이에 전시
및 광고(Brochure, Daily News Letter, APP, 인터뷰 광고)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후원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후원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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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 KSC 2018 국제학술대회 인준 공문과 함께 해당 협회(KRPIA, 제약, 의료기기)에 반드시 9월 5일
(수)까지 후원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술대회 인준 공문은 7월 초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 전시 신청 안내 **
1. 전시규격 및 전시비 :
1 Booth : 비스타홀 3m(가로) x 2m(세로)
그 외

3m(가로) x 3m(세로)

5,000,000원(VAT없음)
5,000,000원(VAT없음)

*전시기간: 10/11-13(목-토) 3일간 진행

2. 신 청 방 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① KSC 2018(제62차 추계학술대회) 홈페이지(http://www.ksc2018.or.kr/)에 접속합니
다.
②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전시→전시 및 광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전시 및 광고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3. 신청 기간 : 2018년 6월 중 ~ 8월 17일(금)
4. 입 금 정 보 : 국민은행 : 827937-04-003754 (재)심장학연구재단
(※세금계산서는 발행 불가하며 기부금 영수증만 발행 가능)

5. 전시신청 업체 선정 방법: 기여도 및 선착순
6. 부스 추첨 안내 (부스 위치 선정)
부스 위치는 신청 마감일 이후 선정된 업체 중 입금한 순서에 따라 부스 추첨을
통하여 재단에서 결정합니다.
① 부스 추첨일: 신청 마감일 이후 선정 업체 발표 및 일정 안내 예정
② 추첨 순서: 부스의 규모, 기여도(학술대회행사, 학회지 게재 등)가
높은 업체 순을 우선순위로 하며 순서가 동일한 경우 재단 사무
국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결정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단, 후원금 미납업체는 순서에서 제외됩니다. (임의배정)
7. 유의사항
① 부스 배정이 확정된 후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 부스를 취소하실
경우, 신청 시 납입한 후원금은 반환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시 공간 부족으로 신청하신 부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제외입니다.
② 설치 가능한 부스가 한정된 관계로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리가
없을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③ 해당 협회(KRPIA, 제약, 의료기기)에 9월 5일(수)까지 반드시 후원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고지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전시 진행이 어려우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입금은 사무국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학술대회 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신규 신청업체는 신청 마감일까지 후원금 일체를 납부하셔야 신청이 완료
됩니다.
⑥ 전시비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심장학연구재단에서 기부금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⑦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 확인 후 발행 가능하며, 전시 및 광고 신청 시
후원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사전 발행 불가)

※ KSC 2018 국제학술대회 인준 공문과 함께 해당 협회(KRPIA, 제약, 의료기기)에 반드시 9월 5일
(수)까지 후원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술대회 인준 공문은 7월 초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 광고 신청 안내 **
1. 광고 종류
① 브로셔 광고
지면

금액(VAT포함)

표2

1,650,000

표3

1,100,000

내지

770,000

② 모바일 앱 광고(앱 접속 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는 첫 화면에 광고 노출)
앱화면

금액(VAT없음)

첫 화면

10,000,000

③ 데일리 뉴스레터 광고(학회 기간 동안 매일 발행하며 3일간 광고 노출)
지면
표1
내지

금액(VAT없음)
5,000,000
2,000,000

④ 인터뷰 광고(KSC 2018 Wrap-Up Interveiw 영상에서 인터뷰 시작 전
2-3초 간 광고 노출)
인터뷰 광고

금액(VAT없음)

화면

10,000,000

2. 신 청 방 법 : (온라인 신청만 가능)
① KSC 2018(제62차 추계학술대회) 홈페이지(http://www.ksc2018.or.kr/)에 접속합니
다.
②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전시→전시 및 광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전시 및 광고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3. 신청 기간: 2018년 6월 중 ~ 8월 17일(금)
4. 입 금 정 보 :
① 브로셔 광고료: 세금계산서 발행
(브로셔 광고만 진행 시 학회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 됩니다.)
국민은행 : 827-01-0337-591 대한심장학회
② 모바일 앱 광고료: 기부금 영수증만 발행
국민은행 : 827937-04-003754 (재)심장학연구재단
③ 데일리 뉴스레터 광고료: 기부금 영수증만 발행

국민은행 : 827937-04-003754 (재)심장학연구재단

④ 인터뷰 광고료: 기부금 영수증만 발행

국민은행 : 827937-04-003754 (재)심장학연구재단
5. 광고파일 크기: 신청 마감일까지 광고파일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herz6@circulation.or.kr)
① 브로셔 광고파일 크기: 추후 공지
② 모바일 앱 광고파일 크기: 추후 공지
③ 데일리 뉴스레터 광고파일 크기: 추후 공지
6. 유의사항
① 브로셔 광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② 데일리 뉴스레터와 모바일 앱 광고, 인터뷰광고는 기부금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오니 신청 시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해당 협회(KRPIA, 제약, 의료기기)에 9월 5일(수)까지 반드시 후원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광고 진행이 어려우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입금은 반드시 학술대회 전까지 해주시기 바라며 신청하신 광고 종류에
따라 입금처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 확인 후 발행 가능하며, 전시 및 광고 신청 시
후원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사전 발행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문의처(KSC)
이메일 주소: herz6@circulation.or.kr, Tel : 02-3275-5258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문의처(KCRF)
이메일 주소: herz4@circulation.or.kr, Tel : 02-3275-5080

⑥ 광고자리가 한정적인 관계로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리가 없을 수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