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 인 생 략 ]  

대심장  제 2017-039호                                      2017. 02. 10.

수  신  의료기기 및 제약회사장

제  목  2017년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 전시 및 광고 신청 안내

       1. 귀 사의 일익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는 2017년 4월 21일–22일 (금-토) 경주 HICO에서 2017년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전시 및 광고 등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전시 및 광고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전시 및 광고 신청 안내 1부.

     2. 홈페이지 광고 신청 안내 1부. 끝.

      대  한  심  장  학  회         회        장       노   태   호

                                     이   사   장       박   승   정



<별첨 1>

◈ 전시 및 광고 신청 안내 ◈

1. 전시 및 광고 신청

  1) 전시규격 및 전시비: 

  2) 브로셔 광고 [210mm(가로) X 280mm(세로)]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2월 중 오픈예정 추후 공지) 

    ① 2017년 춘계 심혈관 통합 학술대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www.circulation.or.kr/workshop/2017spring/) 

    ② 홈페이지 상단 메뉴 Sponsor > 전시를 클릭합니다. 

    ③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4) 입금정보: 국민은행 827-01-0337-591 예금주: 대한심장학회

  5) 부스 추첨 안내 (부스 위치 선정)

    신청 마감일 후 입금 순서에 따라 부스추첨 순위를 학회에서 결정합니다.

    ① 부스추첨일: 신청 마감일 이후 안내 예정

    ② 추첨순서: 부스의 규모, 학회기여도(학술대회행사, 학회지 광고 게재 등)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며 순위가 동일한 경우 학회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결정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 추첨에 불참하실 경우, 학회에서 임의 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① 부스배정이 확정된 후 전시 업체의 사정으로 신청부스를 취소하실 경우  

       신청시 납입한 부스비를 반환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시  

       공간 부족으로 신청하신 부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는 제외입니다. 

    ② 부스 개수가 한정된 관계로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리가 없을 수  

       있사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리 부족 시 신청 순이 아닌 입금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③ 입금은 반드시 신청서 제출 후 학회사무실과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규 신청업체는 신청 마감일까지 전시비 일체를 납부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면 광고료(VAT포함)

표2 1,650,000원

표3 1,100,000원

내지 770,000원

1 Booth [3m(가로) X 3m(세로)] 당 3,300,000원 (VAT포함)



<별첨 2>

◈ 홈페이지 광고신청 ◈

1) 신청방법: 2017년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http://www.circulation.or.kr/workshop/2017spring/)

    ① 아래 신청서 양식 내용 기입하여 배너파일과 함께 메일로 발송

    ② 접수 메일: herz6@circulation.or.kr

    ③ 신청서 양식

  2) 광고 후원 금액

    

종류 광고료 (VAT없음)

Gold 20,000,000 원

Silver 10,000,000 원

    Gold 광고: 페이지 상단에 노출 (사이즈: 180 * 100 픽셀)

    Silver 광고: 페이지 하단에 노출 (사이즈: 129 * 84 픽셀)

 

  3) 계약기간: 2017년 3월 21일(화)부터 1년간

  4) 신청 마감일: 2017년 3월 20일 (월)

  5) 입금정보: 국민은행: 827-01-0337-591 예금주: 대한심장학회

업체명 신청자 연락처 메일 후원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