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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비 뇨 의 학 회
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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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72차 대한비뇨의학회 정기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변경안내 및 전시 및 광고 협

조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도 대한비뇨의학회 제72차 정기학술대회를 10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오프라인 개최예정이었으나 COVID-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일별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15일(목)부터 16(금)까지 온라인 개최로 변경 되었습니다.
3. 비뇨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과 진료 및 수술에 참여하는 간호사 및 연구원, 전시업
체 등 참석자의 안전과 COVID-19 확산 방지라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협력하기 위해 내린 결정
이며,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 되지만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양질의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학술대회의 제품 전시 및 광고는 부스전시는 KMDIA, KPBMA, KRPIA의 ‘온라인 학
술대회 한시적 지원 세부기준’을 따라 아래 안내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니 확인하신 후 학회 홈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귀 사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금년 대한비뇨의학회 정기학술대회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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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부스 및 광고 신청 및 안내문 : 학회 홈페이지(http://urology.or.kr)

KUA 2020 배너 클릭

후 학술대회 홈페이지 → “후원”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계속 업로드 할 예정이니 “전시 및 광고” 계획이 있는 회사
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학술대회 일정 : 2020년 10월 15일(목)~16(금) / 온라인 개최
2. 온라인 전시부스/광고 일정 : 2020년 10월 15일(목)~16(금)
3. 온라인 전시부스/광고 공간 : 대한비뇨의학회 학술대회 온라인 페이지
4. 온라인 전시부스/광고 신청 : 2020. 9. 20(일) 까지 (마감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전시부스/광고 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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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매체

금액

온라인 부스

2,200,000 원

(40개 예정)

비 고
회사당 2개까지 신청가능
(단 한 회사에서 2개를 할 경우
온라인 광고 1개, 온라인부스
1개씩 가능, 똑같은 것 2개는

온라인 광고

2,200,000 원

(20개 예정)

불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6. 부스 및 광고비 입금처

우리은행 189-04-123541 (예금주 : 대한비뇨의학회)
7. 세금계산서 발행
부스 신청하시면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희망 발행 일자”, “PO 번호 기재”가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메모 부탁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
T.

02) 573-8190

M.

urology@urology.or.kr

담당자. 김가영 과장 / 박경애 부장

#붙임1. 전시부스/광고 후원 안내 1부
2. 온라인 학술대회 세부기준(공정경쟁규약) 1부
3. 통장사본 1부
4. 프로그램 1부 끝.

대한비뇨의학회장
담당자 김가영

사무실장 박경애

시행 대비뇨 2020-(19)-657호
우 04385

총무이사 홍준혁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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