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개요 

 

 행사명: 제 19차 심혈관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 

        (Joint meeting of Coronary Revascularization 2019) 

 

 행사내용: 

- 주제발표: New Horizon in Cardiovascular Intervention 

- 전시회: 제약회사 및 의료기자재 업체 10-20개 업체 

- 네트워킹: 전문의부터 기초 연구원 및 약사, 제약회사 관계자 등  

            다양한 의료관계 자간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기간/ 장소: 2019년 12월 12일(목) – 14일(토) / 부산 롯데호텔 

 

 주최기관: 동아대학교 심혈관센터,  

          JCR 운영위원회 

 

 후원기관: 동맥경화 및 중재시술 연구소,  

          동아대학교병원 임상글로벌선도센터,  

          동아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센터 

 

Website 

 

www.jcr.kr 

http://www.jcr.kr/


 

후원/ 전시 패키지 

Category 
Platinum 

30,000,000 원 

Gold 

20,000,000 원 

Silver 

10,000,000 원 

Bronze 

5,000,000 원 

전시부스공간 

(1 booth / 3m*2m) 

*12/13(금)~14(토) 

2 booths 1 booth 1 booth 1 booth 

무료등록 3 persons 2 persons 2 persons 1 person 

Abstract book 광고 ✓ ✓ ✓ ✓ 

후원사  

로고 노출 

컨퍼런스 가방 

로고 인쇄 
✓ ✓ ✓ 

 

회의장

intermissions에 

로고 노출 

✓ ✓  

 

 

광고 및 전시 

항목 금액 세부사항 선택 

부스전시 

5,000,000 원 

 부스 사이즈: 3m(w) * 2m(d) 

 Sponsorship Level에 따라 순차 배치 

 일자: 2019. 12. 13(금) ~ 14(토) 

□ 

2,500,000 원 

 부스 사이즈: 3m(w) * 2m(d) 

 일자: 2019. 12. 12(목) 

 선착순 3개 업체에 한함 

□ 

광고 
표지 2,500,000 원  Abstract book 광고 인쇄 

 후원사 우선 배치 후 신청순에 따라 배치 

□ 

내지 2,000,000 원 □ 

*전시: 회의장 운영에 따라 13~14일은 3층에, 12일은 41층에 전시공간이 마련됩니다. 

 

홍보 아이템 

항목 금액 세부사항 선택 

런천 세션 10,000,000 원 

 세션 간격에 업체 광고 

 오찬 장소 내, 업체 배너 설치 

 선착순 1개 업체에 한함. 

□ 

웹사이트 배너광고 10,000,000 원  공식 웹사이트에 배너광고 연간 게시 □ 

학회등록가방 광고 3,000,000 원  학회등록가방 전면, 업체 로고 인쇄 □ 

홍보 리플릿 삽입 3,000,000 원  학회등록가방 내, 업체 리플릿 삽입 □ 

생수후원 3,000,000 원  생수 후원 □ 



 

커피 브레이크 2,000,000 원 
 커피 브레이크 시, 업체 배너 설치 

 선착순 4개 업체에 한함. 
□ 

원하시는 내용이 목록에 없으신지요?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안하실 점이 있으시면 학술대회 사무국

으로 연락 바랍니다. jcrnbusan@gmail.com  

mailto:jcrnbusan@gmail.com


 

JCR 2019 전시운영 

 

 전시 부스 운영 장소: 부산 롯데 호텔 3층 로비 (12월 12일(예외): 41층) 

 부스 사이즈: 3m(w) x 2m(d) 

 부스는 Sponsorship Level에 따라 순차 배치  

 Sponsorship Level에 따라 무료등록(중식 제공) 인원이 결정되며, 행사장(호텔) 주차

장 및 와이파이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결제 마감일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결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결제가 늦어지는 

경우 차기 학회 전시 부스 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플래티넘~브론즈 후원사 전시부스 및 General한 전시부스는 Day2~3 (12/13(금) ~ 12/14(토))에 

전시될 예정이며, Day 1(12/12, 목)에는 전시부스 3개를 한정하여 별도로 신청 받습니다.  

(*대관상황에 따라 Day1 전시부스 수량 변동될 수 있음) 

 

 부스 배치(안) 

- 3층 부스배치안 (12/13(금)~14(토)) 

 



 

- 41층 부스배치안 (12/12(목)) 

 



 

         후원/ 전시 신청서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무국(jcrnbusan@gmail.com)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시/ 후원 기관 및 업체 정보 

업체명 
(국문) 

(영문) 

주소지  

대표자  홈페이지  

담당자  부서 및 직위  

이메일  

연락처 (Tel)                        (Mobile) 

 

 Sponsorship Program 

 

아이템 금액(VAT 별도) 선택 

후원/ 전시 패키지 

플래티넘 (Platinum) 30,000,000 원 □ 

골드 (Gold) 20,000,000 원 □ 

실버 (Silver) 10,000,000 원 □ 

브론즈 (Bronze) 5,000,000 원 □ 

광고 및 전시 

부스전시 
12/13(금)~14(토)  5,000,000 원 □ 

12/12 (목)  2,500,000 원 □ 

표지 2,500,000 원 □ 

내지 2,000,000 원 □ 

홍보 아이템 

런천 세션 10,000,000 원 □ 

웹사이트 배너광고 10,000,000 원 □ 

학회등록가방 광고 3,000,000 원 □ 

홍보 리플릿 삽입 3,000,000 원 □ 

생수 후원 3,000,000 원 □ 

커피 브레이크 2,000,000 원 □ 

 

 

 금액 

 



 

납입 금액 합계 (VAT 별도) 원 

VAT 10% 원 

총 납입 금액 (VAT 포함) 원 

 

 

 

 계좌정보 

 

계좌번호 504-10-224078-8 

예금주 (주)덱스코 

은행명 대구은행 

* ㈜덱스코는 JCR 운영을 위임 받아 대행하는 공식행사 대행사입니다. 

* 상기 후원 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귀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무국  

(E-mail: jcrnbusan@gmail.com / Fax + 82-53-740-0413)으로 발송 요청 드립니다. 

 

 문의처 

 

JCR 2019 사무국 

 

담당자: 문수현 

TEL: 053-740-0413  I  E-Mail: jcrnbusan@gmail.com 

Website: www.jcr.kr 

 

mailto:jcrnbusa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