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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1. 행사명

Korea Cardiovascular Interventional Imaging Forum (K-IMAGING 2022)

2. 행사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4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50분 수원컨벤션센터
2022년 6월 5일(일) 오전 9시~오후 4시 20분 수원컨벤션센터

3. 조직위원장

최소연(아주의대), 김상욱(중앙의대), 이성윤(인제의대), 홍영준(전남의대)

4. 주최/주관

심혈관바이오연구원

5. 후원

아주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일산백병원,

6. 예상 참가인원

국내외 약 300여 명

7. 공식 언어

영어

8. 학회 홈페이지

www.k-imaging.org



후원 신청

1.문의 및 제출처

K-IMAGING 2022 사무국

경기도 광명시 덕안로 104번길 17 엠클러스터 1313호 이영실 팀장

Tel) 02-6676-4976

Email) kimagingonline1@gmail.com

2. 신청 방법

신청서의 모든 사항 빠짐없이 기재하여 반드시 이메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 파일(해당 등급)

4. 유의 사항

신청서 접수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도 접수 바랍니다.

일부 후원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후원프로그램 취소 및 변경 시, 납부 완료된 참가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mailto:kimagingonline1@gmail.com


후원프로그램

1. 기본프로그램

후원 등급 금액(부가세 별도) 제공사항

플래티넘 1억 원

런천 심포지엄

러닝센터

메인 전시 부스 A (15mx3m 규격)

홈페이지 배너 광고 1년 (150x60 PX 규격)

학회지 지면 광고 (A5 크기)

등록 데스크 로고

네임 배지(줄) 로고

무료 등록 10명

다이아몬드 8,000만 원

런천 심포지엄

러닝센터

메인 전시 부스 B (9mx3m 규격)

홈페이지 배너 광고 1년 (150x60 PX 규격)

학회지 지면 광고 (A5 크기)

등록 데스크 로고

네임 배지(줄) 로고

무료 등록 8명

골드 5,000만 원

런천 심포지엄

전시 부스 2개 (3mx3m 규격)

홈페이지 배너 광고 1년 (150x60 PX 규격)

학회지 지면 광고 (A5 크기)

무료 등록 5명

실버 3,000만 원

전시 부스 2개 (3mx3m 규격)

홈페이지 배너 광고 1년 (150x60 PX 규격)

학회지 지면 광고 (A5 크기)

무료 등록 3명

브론즈 1,000만 원
전시 부스 1개 (3mx3m규격)

무료 등록 2명

크리스탈 500만 원
학회지 지면 광고 (A5 크기)

무료 등록 1명

Free Sponsoring 조직위원회와 후원사가 협의하여 금액, 제공 사항 확정



2. 추가프로그램

기본프로그램 선택시 추가로 신청 가능

품목
금액

(부가세 별도)
제공 사항 신청 가능한 등급

기념품 1,000만 원 학회 기념품에 회사 로고 인쇄

플래티넘,다이아몬드,골드,실버

Free Sponsoring 3000 만 원

이상

커피 부스 500만 원
회사 배너 설치

음료 컵에 회사 로고 인쇄

네임 카드 300만 원 네임카드(줄)에 회사 로고 인쇄

생수 지원 300만 원 회사 로고 인쇄된 생수 제공

APP 광고 500만 원
컨퍼런스 모바일앱 노출 광고,

전체 등급
사이즈 미정

SNS 광고 500만 원
컨퍼런스 SNS 노출 광고,

크기 미정

<참고 사항>

1. 제공 사항은 조직위원회와 후원사 협의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부스 위치는 후원사 등급을 우선하여 조직위원회에서 배정할 예정이며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학회지 지면광고의 위치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4. 배너광고는 홈페이지 하단의 고정식이며, 규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Free Sponsoring의 금액과 혜택은 조직위원회와 후원사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6. 런천 심포지엄의 연자 및 프로그램은 해당 업체가 관장합니다.

7. 추가프로그램은 기본프로그램 신청 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모든 광고 파일은 업체에서 제작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