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42nd KSCCM Annual Congress · Acute and Critical Care Conference 

2022 후원 안내 

-모든 비용은 VAT포함. 

후원 안내(Sponsor) 

1. DIAMOND  

1) 금액: 132,000,000원  

2) 내용  

(1) Diamond sponsor - 학술대회 메인 페이지 로고 링크  

(2)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장 및 Abstract Book – 표지 로고 인쇄  

(3) Abstract Book 광고 (내지)  

(4) 오프라인 부스 제공 / 행사장 현수막에 로고 게시 

(5) 온라인 플랫폼 메인 페이지에 로고 및 부스 바로가기 기능 제공  

(6) 온라인 플랫폼 스폰서쉽 부스 별도 구성  

(7) Coffee Break 내에 광고 영상(10초) 또는 PPT 5면 노출 2일 

(8) 온라인 부스 내  

- 광고 이미지 5종 (A4, JPG 파일), 광고 영상 5종 (16:9, 동영상)  

- 제품안내서 및 문서 5종(PDF 또는 영상도 가능, 버튼식으로 클릭 시 팝업)  

- 설문조사 버튼(업체 제공 문항)  

- 런천 심포지엄 바로가기 버튼  

- 부스 내 담당자 사진 게시 (전신사진 제공 시 반영, 클릭 시 명함 팝업)  

- 이메일 문의하기 버튼(담당자 이메일 주소)  

- 스탬프 투어 이벤트  

(9) User meeting 제품 소개(출시1년 이내의 신제품 / 최대 3건 / 1인당 10분 발표)  

(10) 런천심포지엄 1세션 우선 선택(식사비(런천심포지엄 참여자 쿠폰제공), 연자비 포함)  

(11) 런천심포지움 소개 및 홍보 뉴스레터 1회 발송(뉴스레터 시안은 자체 제작 필요) 

(12) 뉴스레터 웹진에 스폰서 로고 게시 및 링크 

 

2. GOLD 

1) 금액: 77,000,000원  

2) 내용  

(1) GOLD sponsor - 학술대회 메인 페이지 로고 링크  

(2) Abstract Book 광고 (내지)  

(3) 오프라인 부스 제공 / 행사장 현수막에 로고 게시 

(4) 학술대회 심포지엄 플랫폼 스폰서쉽 부스 별도 구성  

(5) Coffee Break 내에 광고 영상(7초) 또는 PPT 4면 노출 2일  

(6) 온라인 부스 내  

- 광고 이미지 4종 (A4, JPG 파일), 광고 영상 4종 (16:9, 동영상)  

- 설문조사 버튼(업체 제공 문항)  

- 부스 내 담당자 사진 게시 (전신사진 제공 시 반영, 클릭 시 명함 팝업)  



The 42nd KSCCM Annual Congress · Acute and Critical Care Conference 

2022 후원 안내 

-모든 비용은 VAT포함. 

- 이메일로 문의하기 버튼(담당자 이메일 주소)  

- 스탬프 투어 이벤트  

(7) User meeting 제품 소개(출시1년 이내의 신제품 / 1건 / 1인당 10분 발표)  

(8) 뉴스레터 웹진에 스폰서 로고 게시 및 링크 

 

3. SILVER  

1) 금액: 44,000,000원  

2) 내용  

(1) SILVER sponsor -학술대회 메인 페이지 로고 링크  

(2) Abstract Book 광고 (내지) 

(3) 오프라인 부스 제공 / 행사장 현수막에 로고 게시 

(4) 온라인 플랫폼 스폰서쉽 부스 별도 구성  

(5) Coffee Break 내에 PPT광고 3면 노출 2일  

(6) 부스 내  

- 광고 이미지 3종 (A4, JPG 파일), 광고 영상 3종 (16:9, 동영상)  

- 이메일로 문의하기 버튼(담당자 이메일 주소)  

- 스탬프투어 이벤트  

(7) 뉴스레터 웹진에 스폰서 로고 게시 및 링크 

 

4. BRONZE 

1) 금액: 22,000,000원  

2) 내용  

(1) BRONZE sponsor -학술대회 메인 페이지 로고 링크  

(2) Abstract Book 광고 (내지) 

(3) 오프라인 부스 제공 

(4) 온라인 플랫폼 스폰서쉽 부스 별도 구성  

(5) Coffee Break 내에 PPT광고 1면 노출 2일  

(6) 부스 내  

- 광고 이미지 1종 (A4, JPG 파일), 광고 영상 1종 (16:9, 동영상)  

- 이메일로 문의하기 버튼(담당자 이메일 주소)  

- 스탬프 투어 이벤트  

(7) 뉴스레터 웹진에 스폰서 로고 게시 및 링크 

 

5. BASIC 

1) 금액: 5,500,000원   

2) 내용:  

(1) E-부스 및 로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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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이미지 1종 (A4, JPG 파일)  

- 광고 영상 1종 (16:9, 동영상)  

- 이메일로 문의하기 버튼(담당자 이메일 주소)  

- 스탬프 투어 이벤트 

 

 

 

 

지면 광고 신청 

1) 내용: 

뒤표지(표4) 앞표지 이면(표2) 뒤표지 이면(표3) 내지 

220만원 165만원 110만원 77만원 

- 신청이 많은 경우 학회 기여도 순에 따라 배정될 예정입니다. 

 

Satellite Symposium 

1) 내용: Gold 등급부터 별도 신청가능하며, 금액은 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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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환자의학회 후원업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1) 기간: 2022년 1월 10일(월) ~ 2월 24일(목) 24시까지  

2) 방법: 학술대회 홈페이지 –Sponsorship&Exhibition –> Application 메뉴에서 신청  

 

2. 오프라인 부스 위치 선정  

: 2월 24일(목) 신청 시 입력한 담당자 메일로 개별 안내  

* 신청 부스가 마련된 부스보다 초과된 경우 학회에서 기여도 순위로 조율 예정임  

** 자세한 안내 사항은 추후 담당자에게 개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입금  

1) 3월 31일(목)까지 부스 및 광고 금액 전액을 입금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는 3월 31일자로 일괄 발행예정이며, 세금계산서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경우 

학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입금 계좌 : 국민은행 477401-01-209685 (예금주: 대한중환자의학회)  

3) 부스 선정이 완료된 후 전시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스를 취소할 경우에는 납입한  

부스 및 광고비를 반환하지 않음.  

 

4. E-부스 파일 제출  

1) 기간: 2022년 4월 5일(화)  

* 기간 내 파일 미 제출 시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음.  

2) 방법: 담당자 메일로 개별 안내  

 

5. 기타  

1) E-부스, 배너광고 위치는 학회 기여도 및 입금 순으로 배정합니다. 

2) 기여도 순위는 최근 2년 학술대회 후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학회에서 정합니다. 

3) 등급별 혜택 사항은 대회 진행에 의하여 필요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모든 혜택은 후원 신청 접수 기한 내에 접수 했을 경우이며, 신청이 늦어 일부 혜택을 제공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대한중환자의학회 최미정 실장 02-2077-1532 / ksccm1532@kscc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