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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PO 온라인 학술대회 후원사  

프로그램 기획안

한국단백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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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라인 전시부스

1-3. 온라인 전시 방법

가. 2020.khupo.org / Live Streaming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전시 링크 및 홍보하여 

   관람객 유도

나. 온라인 전시의 예

  : 전시부스를 통해 업체들의 기술, 영상, 광고를 학술행사 이후에도 Khupo 학회와 

   연계된 업체로 지속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는 이점

1-4. 후원사 모집 방법

가. 코로나 사태 악화 및 장기화로 업체들이 오프라인 학술대회 참여를 꺼리는 현상이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후원사 프로그램 마련

나. 후원사 프로그램

   - Live Streaming으로 진행 시, 강연 중간 Break Time에 후원사 광고 판매

   - CW1/2 세션에 메인 스폰서 강연 판매 

   - 온라인 전시회 상품 판매

   - 학술대회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 상품 판매

   - 메인 후원사는 학술대회 방송 내 메인 후원사 브랜드 노출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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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후원사 패키지

후원사 등급 내용 금액(VAT 없음)

다이아몬드

학회 온라인 전시 공간 제공
학회 온라인 Corporate Workshop 1-time
온라인 세션 중간 Break 화면에 광고
광고 4회(학회 초록집, 뉴스지 2회, 신기술워크샵)
홈페이지 배너광고 삽입
온라인 세션 중간 Break 화면에 광고 
홈페이지 내 후원사 로고 노출
옵션 A 중 선택

10,000,000원

골드

학회 온라인 전시 공간 제공
하계기술워크샵 Corporate Workshop 1-time
온라인 세션 중간 Break 화면에 광고
광고 3회(학회 초록집, 뉴스지 1회, 신기술워크샵)
홈페이지 배너광고 삽입
홈페이지 내 후원사 로고 노출
옵션 B 중 선택

8,000,000원

실버

학회 온라인 전시 공간 제공
온라인 세션 중간 Break 화면에 광고 
광고 1회(학회 초록집, 뉴스지 1회, 신기술워크샵)
홈페이지 내 후원사 로고 노출
홈페이지 배너광고 삽입

5,000,000원

옵션 A
1. E-초록집 표지4 (다이아몬드 1개업체만 가능)
2. 학술대회 메인후원사 로고 노출

옵션 2 1. 광고 1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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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술대회 후원사 프로그램

마. Advertisement: Workshop

※ 스폰서쉽에 참여한 업체는 본 학회 홈페이지 업체리스트의 업체정보를 제공하며,   

   KHUPO 회원들에 제공할 소식들을 홈페이지 관련소식 게시판에 게재할 수 있음

Conference Sponsorship 내용 금액

e-초록집 광고

내지: 1면 칼라(A4 사이즈) 1,000,000원

표지 1 2,000,000원

표지 3 1,500,000원

표지 4 3,000,000원

삽지, 간지 광고 700,000원

Corporate Workshop

- 기업에서 연사초청 방식의 70분 세미나 발표

- 연구발표/제품 및 신기술/리쿠르팅/기관 소개

- Diamond Sponsor 우선 배정, 최대 2개 업체 가능

8,000,000원

연사 저녁 식사 후원 초청연사 및 귀빈과 업체 대표와의 만남 주선 2,000,000원

e-광고
- 세미나 프로그램 중간 Break Time에 기업 광고 홍보

- 제품 및 신기술/시약/리쿠르팅/기관 홍보
2,000,000원

웹페이지 광고 학술대회 등록 또는 초록제출 사이트에 팝업 광고 1,000,000

온라인 전시
온라인 전시 플랫폼에 기업 제품, 기술 관련 정보 게재 

자체 전시공간으로 활용가능
1,000,000

개별 Sponsorship 내용 금액

웹진 광고 2회/연, 1회 시(칼라, A4사이즈) 1,000,000원

홈페이지광고 로고 배너삽입 (1년) 1,200,000원

신기술워크샵 교재 광고 칼라 1면 (A4 사이즈) 1,000,000원

신기술워크샵 내

Corporate Workshop
본 프로그램 내에 1-time 2,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