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nging Urology, Leading Future

붙임1. 전시부스/광고 후원안내

2020년도 대한비뇨의학회 정기학술대회 온라인 전시부스/광고 후원안내

 COVID-19 사태의 장기화로 학술대회 대면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과 참석자들

의 안전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습니다. (적용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1일)

 이에 따라 2020년도 대한비뇨의학회 정기학술대회 (온라인개최) 온라인 전시부스 / 온라인 광고/ 

초록집 광고 후원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온라인 광고
 - 노출방식 

   (1) 실시간 재생되는 강의영상 內 회사 로고 롤링형식 노출

   (2) 학술대회 홈페이지 하단 상시 로고 노출

 - 금액 : 2,200,000 원 (vat 포함) / 최대 1개

 - 제출 파일 

- 제출기한 : 2020년 9월 20일까지

- 제출방법 : 웹하드 업로드 https://www.webhard.co.kr/  

             (ID : uromaster / PW : uro12345)

             ‘2020 대한비뇨의학회 학술대회-온라인 광고자료’  폴더에 저장

             파일명 : 회사명 zip 파일로 압축 후 저장

2. 온라인 전시부스
-  노출방식 : 웹사이트 e-booth 페이지 (부스 스탬프 행사 진행예정)

-  금액 : 2,200,000 원 (vat포함) / 최대 1개

- 제출파일

(1) 회사로고  파일형식ai/png

(2) 동영상파일 

** Satellite Symposium 진행회사는 추가로 회사 소개 동영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시부스 內 재생 및 atellite Symposium 강

의 전 상영예정)

- 형식 : mp4/avi

- 사이즈 : 720x480이상

- 영상길이 : 약 30초

(3) 회사소개 (이미지+text)

- 형식 : jpg/png/gif

- 사이즈 :　1020px x 760px

- 소개글 :　워드파일 1페이지 內  (편집된 이미지만 제출도 가능)

(4) 제품정보 (이미지+text)

- 형식 : jpg/png/gif

- 사이즈 :　530px x 460px

- 소개글 :　제품명 표기/3개 이상 (편집된 이미지만 제출도 가능)
(5) 제품 문의 담당자 정보 - 성함/직책/주소/이메일/전화
(6) 자사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url 주소 (제품소개 페이지 또는 회사 메인 페이지)

(1) 회사로고 - 파일형식 ai/png 

(6) 자사 홈페이지 주소
- 홈페이지 url 주소 

  (제품소개 페이지 또는 회사 메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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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20년 9월 20일까지

- 제출방법 : 웹하드 업로드 https://www.webhard.co.kr/  

             (ID : uromaster / PW : uro12345)

             ‘2020 대한비뇨의학회 학술대회-온라인 부스자료’  폴더에 저장

             파일명 : 회사명 zip 파일로 압축 후 저장

        

             *온라인 부스 제출파일 (Satelite symposium 진행회사 대상 요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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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 : 2020년 9월 20일까지

- 제출방법 : 웹하드 업로드 https://www.webhar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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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부스 제출파일 (신청회사 대상 요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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