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South Korea
June 28-30, 2017

2017 년에는 2 배 커진 규모, 대폭 낮아진 참가비로
참가업체와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 합니다

SPONSORSHIP & EXHIBITING OPPORTUNITIES

Exhibitor Package (전시부스 및 스폰서 안내)
독립 부스 (Space Only)


3 x 3 = 9sqm(1 부스) 비용: 2,600,000 원 (부가세 별도)



2 부스 이상부터 신청가능 (예: 독립부스 3 x 6m 비용은 5,200,000 원 입니다)



행사 웹사이트 및 기타 가능한 홍보 자료에 전시 업체로 개제.



부스 당 1 장의 Two Day Conference Pass 무료 지급



추가 등록 시 컨퍼런스 입장권 20% DC.

조립 부스 1 (TYPE A) -프리미엄 부스


3 x 3 = 9sqm(1 부스) 비용: 3,800,000 원 (부가세 별도)



행사 웹사이트, SHOWGUIDE 및 기타 홍보자료에 전시업체로 게재.



부스 당 2 장의 Two Day Conference Pass 무료 지급



추가 등록 시 컨퍼런스 입장권 20% DC.



포함 내역: 목공 판넬, 스포트 라이트 3 개, 전원 콘센트 1 개, 카다로그 꽂이
1 개, 인포데스크 1 개, 접이식 의자 2 개, 상담 테이블 1 개, 상담용
의자 2 개, 휴지통, 상호 간판, 카펫 제공

조립 부스 2 (TYPE B) – 고급형 부스


3 x 3 = 9sqm(1 부스) 비용: 3,000,000 원 (부가세 별도)



행사 웹사이트, SHOWGUIDE 및 기타 홍보자료에 전시업체로 게재.



부스 당 1 장의 Two Day Conference Pass 무료 지급



추가 등록 시 컨퍼런스 입장권 20% DC.



포함 내역: 알루미늄 판넬, 스포트 라이트 3 개, 전원 콘센트 1 개, 인포데스크
1 개, 접이식 의자 2 개, 휴지통, 상호 간판, 카펫 제공

조립 부스 3 (TYPE C) – 스타트업 부스 (단, 100 번대 위치만 신청가능)


3 x 2 = 6sqm(1 부스) 비용: 1,800,000 원 (부가세 별도)



행사 웹사이트, SHOWGUIDE 및 기타 홍보자료에 전시업체로 게재.



추가 등록 시 컨퍼런스 입장권 10% DC.



포함 내역: 알루미늄 판넬, 전원 콘센트 1 개, 인포데스크 1 개, 접이식 의자
1 개, 상호간판, 카펫 제공

< 조립부스 예시– TYPE A >

< 조립부스 예시 – TYPE C >

< 조립부스 예시- TYPE B >

< 독립부스 예시 >

Premium Package (프리미엄 스폰서쉽)
Diamond Sponsor Package (\32,000,000, 부가세 별도)


독립부스 공간 제공 (8 부스)



인사이드 3D 프린팅 국제 컨퍼런스 스폰서 세션 제공 (우선 순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한 회사 언급 시 최우선 순위 리스팅



정기 뉴스레터를 통한 회사 혹은 신제품 소개



행사장 메인 출입구(6 홀)에 회사 로고 랩핑 (단, 선착 순 1 개사 限)



인사이드 3D 프린팅 컨퍼런스 세션 간 회사 명/로고 스크린 투영



전시장 내 대형 현수막에 회사 로고 표출



행사장 로비 현장등록 작성대에 회사 로고 표출



컨퍼런스 이메일 홍보 시 회사 로고/링크 표출



컨퍼런스 홈페이지 내 프리미엄 위치에 회사 로고/링크 표출



행사 쇼가이드 및 뉴스레터에 회사 로고 삽입



컨퍼런스 가방을 통한 홍보 인쇄물 배포 (선택 사항)



행사 안내서(SHOWGUIDE) 프리미엄 위치 광고 배정



15 장의 Two Day Conference Pass 무료 제공



추가 등록 시 컨퍼런스 입장권 20% DC



참석자 전원 대상 감사편지에 스폰서 로고 표출

Platinum Sponsor Package (\25,000,000, 부가세 별도)


독립부스 공간 제공 (6 부스)



인사이드 3D 프린팅 국제 컨퍼런스 스폰서 세션 제공 (가능여부 확인)



언론 보도자료를 통한 회사 홍보 시 우선 순위 리스팅



정기 뉴스레터를 통한 회사 혹은 신제품 소개



인사이드 3D 프린팅 컨퍼런스 세션 간 회사 명/로고 스크린 투영



전시장 내 대형 현수막에 회사 로고 표출



행사장 로비 현장등록 작성대에 회사 로고 표출



컨퍼런스 이메일 홍보 시 회사 로고/링크 표출



컨퍼런스 홈페이지 내 프리미엄 위치에 회사 로고/링크 표출



행사 쇼가이드 및 뉴스레터에 회사 로고 삽입



컨퍼런스 가방을 통한 홍보 인쇄물 배포



행사 안내서(SHOWGUIDE) 프리미엄 위치 광고 배정



10 장의 Two Day Conference Pass 무료 제공



추가 등록 시 컨퍼런스 입장권 20% DC



참석자 전원 대상 감사편지에 스폰서 로고 표출

Gold Sponsor Package (\16,000,000, vat 별도)


기본 전시공간 제공 (4 부스): 기본 혹은 독립 중 선택 가능



인사이드 3D 프린팅 국제 컨퍼런스 스폰서세션 기회 (가능여부 확인)



언론 보도자료를 통한 회사 홍보 시 우선 순위 리스팅



정기 뉴스레터를 통한 회사 혹은 신제품 소개



컨퍼런스 홈페이지 프리미엄 위치에 회사 로고/링크 표출



전시장 내 대형 현수막에 회사 로고 표출



행사장 로비 현장등록 작성대에 회사 로고 표출



컨퍼런스 이메일 홍보 시 회사 로고/링크 표출



행사 쇼가이드 표지에 회사 로고 배치



컨퍼런스 백을 통한 인쇄물 배포 혹은 행사 안내서 내 전면 광고 (택일)



6 장의 Two Day Conference Pass 무료 제공



추가 등록 시 컨퍼런스 입장권 20% DC



참석자 전원 대상 감사편지에 스폰서 로고 표출

Silver Sponsor Package (\10,000,000, vat 별도)


기본 전시공간 제공 (2 부스): 기본 혹은 독립 중 선택 가능



언론 보도자료를 통한 회사 홍보 시 우선 순위 리스팅



정기 뉴스레터를 통한 회사 혹은 신제품 소개



행사장 로비 현장등록 작성대에 회사 로고 표출



컨퍼런스 홈페이지 내 회사 로고/링크 표출



컨퍼런스 백을 통한 인쇄물 배포 혹은 행사 안내서 내 전면 광고 (택일)



컨퍼런스 이메일 홍보 시 회사 로고/링크 표출



4 장의 Two Day Conference Pass 무료 제공



추가 등록 시 컨퍼런스 입장권 20% DC

Sponsorship – a la carte (개별 스폰서쉽 안내)
예시

가격 (부가세 별도)

내용

목줄 스폰서쉽

참석자 전원에게
자사 브랜드 노출 가능
제작비 불포함

600 만원

(단, 1 개사 限)

컨퍼런스 가방

참석자 전원에게
자사 브랜드 노출 가능
제작비 불포함

500 만원

(단, 1 개사 限)

T-Shirt

참석자 전원에게
자사 브랜드 노출 가능
제작비 불포함

500 만원

(단, 1 개사 限)

FREE Wi-Fi

스폰서명이 기재된 Wi-Fi
서비스를 통해 Wi-Fi 이용자
전원에게 브랜드 노출

종류

450 만원

(단, 1 개사 限)

가격 (부가세 별도)

내용

스폰서 세션

스폰서 세션으로 발표 진행

(약 30 분)

홈페이지 스폰서 및 연사 표출

단독 진행: 500 만원
부스참가 시: 300 만원

5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Two Day Pass 1 장 제공
(가능여부 확인)

참관등록 페이지 (1055x175)
컨퍼런스 주제 페이지
(1055x175)
컨퍼런스 연사 페이지
(1055x175)

출입문 광고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행사장 출입문에
브랜드 표출가능

400 만원

400 만원

250 만원

150 만원

미팅룸 옵션

(단, 1 개사 限)
Outside Back Cover (표 4)
쇼가이드 광고
Inside Front/Back (표 2/표 3)
쇼가이드 광고
Inside Page
쇼가이드 광고 (지면선택 불가)

포함내역 (2부스 기준):
테이블 2개, 의자 6개, 조명,

150 만원 (2 부스)
250 만원 (4 부스)
380 만원 (6 부스)

카펫, 콘센트, 출입문, 상호 간판
※ 상담 외 다른 용도 사용 불가
6 월 29 일(목) 3:30- 5pm

칵테일 파티 스폰서

비즈니스 라운지(6 홀)에서
칵테일 파티 개최
포함내역:

300 만원

이젤 사인(2 개), 브랜딩 패널,
웹사이트 리스팅, 환영사(5 분)

배터리 충전소

노트북, 휴대폰 등
충전 공간(108sqm)에
이젤(2 개), 브랜딩 패널을 통한
자사 로고 표출 가능

250 만원
※ ‘Sponsored by 로고’로 표출

Discount Policy (부스참가 할인혜택)


귀 사가 지정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혹은 2 년 연속으로 행사 참가하실
경우 하기와 같이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구 분

~’16. 12. 31 까지

~’17. 3. 31 까지

~’17. 5. 31 까지

Early Bird

10%

-

-

조기 신청

-

5%

-

전년 참가업체

5%

2 부스 이상

5% 추가 할인

규모

4 부스 이상

10% 추가 할인

할인

6 부스 이상

15% 추가 할인

8 부스 이상

20% 추가 할인

총 할인혜택

최대 35%

최대 30%

최대 25%

스폰서쉽에 대한 문의는 031-995-8074 혹은 ybkim@kintex.com 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