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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2014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학회는 모발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유일한 세계학회로서, 1995년 벨기에 브뤼쉘에서 1차 대회가 열린 이후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규모가 급팽창함에 따라 2013년 제7차
영국대회를 기점으로 매년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모발연구학회는 다른 분야의 세계학회와는 달리 각 대륙 또는 지역별 모발연구학회의
연합학회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 북미, 일본, 호주 그리고 대한모발학회가
주요 학회로 세계모발연구학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동유럽,
중동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참가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모발연구
학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2014년

제주에서

열릴

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에는

국내참가자 350여명을 포함하여 약 1,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역대 최대 규모는
물론 역대 최고 수준의 학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모발분야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게 될 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본 조직위원회에서는 공식 후원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개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발분야 의료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귀사의 혁신적인 제품과
최신 의료 정보기술을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모발분야를 이끌어 가는 세계적인 석학들과도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늘 학회 발전과 학문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오신 귀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에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
대 회 장 이 원 수

대 한 모 발 학 회
회 장

김 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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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모발연구학회 소개
세계모발연구학회(World Congress for Hair Research)는 모발 및 탈모증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의사 및 전문가를 비롯하여 모발이식외과의사, 생명과학분야 기초 연구개발자
그리고 제약회사와 화장품회사 연구진 등 모발 전 분야를 아우르는 모발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입니다.
본 학회는 모발연구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95년 벨기에 브뤼쉘에서
시작하여 3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고, 최근 들어 급팽창 함에 따라 2013년
제7차 영국대회를 기점으로 매년 개최하는 연례행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호주 케언즈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모발연구학회에서 2014년 제8차 대회로
대한민국에서의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것입니다.
본 학회는 모발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학회로서, 모발 및 탈모와 관련된 임상 및
연구분야의

의사와

학자,

연구원

및

기업인들이

모이는

이

분야

최고

권위

의학

학술대회입니다. 모발관련 의사, 전문연구자, 기사, 간호사, 연구원, 관련 기업인 등
국내에서 350 여명을 포함하여 유럽, 북미,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등 전세계 60 여 개국 1,000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술프로그램에서는 국제적으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모발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문적 가치가 높은 최신 연구결과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발 관련 신제품과 의료기기 전시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학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의학

관련

모발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새롭게 주목 받는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전도유망한 과학 및 의학 전문가들이 최근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산업계의 연구기관 소속 개발자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회를 통해 모발 및 두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들이 소개 되며, 학회에서 공유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임상 및 연구 분야에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 입니다.
본 학회는 모발연구분야와 관련된 귀사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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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모발학회 소개
대한모발학회는 1998년 10월 29일 대한피부과학회 내에 모발연구
분과위원회 발기인 모임을 시작으로 태동이 되었습니다. 이후
모발연구

분과위원회의

주도로

매년

춘·추계피부과학회마다

모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왔으며, 기존의 모발연구 분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대한모발학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2004년 7월 11일 제주도에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초대회장으로 노병인 교수를 비롯한 임원진이 선출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모발학회는 세계모발학회의 주축이 되는 5개 학회인 북미모발학회, 유럽모발학회,
일본모발학회, 호주모발학회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모발학회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2006년 5월 28일 제 2대 회장으로 박장규 교수, 2008년 5월 25일 제 3대
회장으로 임철완교수, 2010년 6월 13일 제 4대 회장으로 강진수 원장이 선출되어 학회를
이끌었습니다. 현재는 2012년 6월 3일 개최된 제9차 대한모발학회에서 제5대 회장으로
김도원 교수가 선출되어 제5기 집행부를 구성하여 학회활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모발학회 주요 학술 내용
Ⅰ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는 매년 5, 6월경에 개최되는
정기학술대회로 해외모발학자 초청강연, 교육강연 및 지난 1년간의 연구결과 발표 등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모발학회의 가장 중요한 학술행사입니다.

ⅠHair Forum 2002년에 처음 시작하여 매년 8월말에 열리는 Hair Forum은 모발학회
회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격식 없는 모임으로서, 주로
진단 및 치료가 어려운 증례에 대한 토론, 실험결과 발표, 해외모발연구학회 참관기 소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Ⅰ대한피부과학회 학술대회 모발심포지엄 개최 대한모발학회는 대한피부과학회
산하의 분과학회입니다. 이에 따라 매년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모발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Ⅰ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대한모발학회는 여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다수의
공동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며

다양한

학회공동연구를

통하여

세계적인

피부과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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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 조직위원회
Ⅰ대회장 (Congress President)
이원수 (원주의대)

Ⅰ사무총장 (Congress Secretary)
권오상 (서울의대)

Ⅰ재무 (Treasurer)
최광성 (인하의대)

Ⅰ학술 (Scientific)
강

훈 (가톨릭의대)

Ⅰ간행 및 정보 (Publication and Information)
이동윤 (성균관의대)

Ⅰ등록 및 장학 (Registration and Scholarship)
김문범 (부산의대)

Ⅰ의식 및 행사 (Ceremony and Social)
허창훈 (서울의대)

Ⅰ숙박 및 수송 (Accommodation and Transport)
이양원 (건국의대)

Ⅰ고문 (Honorary Advisor)
김도원 (대한모발학회 회장), 강진수, 김풍명, 김형옥, 김홍직, 노병인, 박장규, 은희철,
임철완

Ⅰ자문위원 (Advisory Committee)
강광영, 계영철, 김광호, 김규한, 김기호, 김상덕, 김성진, 김수찬, 김시용, 김양제, 김영조,
김정철, 김형주, 남기흠, 노영석, 노영우, 류영욱, 박경찬, 박동재, 박미연, 박영립, 백용관,
서구일, 성열오, 송기훈, 송동훈, 신기식, 신문석, 심우영, 오준규, 오창근, 유재학, 윤태영,
이석종, 이성열, 이승헌, 이인준, 이형순, 임이석, 장승호, 정진욱, 정진호, 조광현, 조성환,
조항래, 채영수, 최광호, 최지호, 홍남수, 홍창권, 황규왕, 황준성

Ⅰ실행위원 (Executive Committee)
김동현, 김범준, 김상석, 김혜성, 김효진, 노윤우, 류효섭, 민복기, 박병철, 박성욱, 박원석,
박 진, 박진모, 성영관, 유종엽, 원종현, 유박린, 이드보라, 이상훈, 이세원, 이승호, 이 영,
이원주, 이종록, 조성빈, 조재위, 홍승필, 황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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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차 세계모발연구학회 개요
학

회

명

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
8th World Congress for Hair Research (WCHR 2014)

T h e m e

Wonder of Nature, Wonder of Hair

기

간

2014년 5월 14일(수)~17일(토)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

최

대한모발학회

주

관

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 조직위원회

공 식 언 어

영어

웹 사 이 트

www.hair2014.org

사

㈜인터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20-2번지 삼익라비돌빌딩 8층
전화: 02-566-3877 / 02-567-3810 팩스: 02-6254-8049
이메일: info@hair2014.org

무

국

대회 로고
제 8 차 세계모발연구학회의 로고 모양은
모낭에 모발이 자라는 것을 돌하루방으로
형상화한 것이며, 로고에 나타나는 색상은
모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색상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요 참가자
국내 350 여명 포함, 유럽, 북미,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와 중국, 일본, 아시아지역 등
전세계 60 여 개국에서 1,000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발 및 탈모증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의사 및 전문가
모발이식외과의사
생명과학분야 연구자 및 기초 연구개발자
제약회사 연구자
화장품회사 연구자
두피 모발 관련 기기 및 레이저 회사 연구자
두피 모발 관련 미용학과 교수 및 전문가
모발 분야 관련 기업 종사자
국제적으로 저명한 모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결과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은 물론
두피 모발 관련 첨단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후원 및 전시 안내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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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at a Glance
As of January 13, 2014

PC: Pre-congress Course, SY: Symposium, WS: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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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프로그램
주요 주제
Alopecia areata and immunobiology of hair
Androgen metabolism and pattern hair loss
Animal models and hair research
Chemotherapy induced hair loss
Cicatricial alopecia
Cross reaction of hair follicle and surrounding tissues
Dermoscopy and techniques for evaluating hair growth
Hair care and hair cosmetics
Hair genetics and pediatric trichology
Hair graying and pigmentation
Hair removal
Hair transplantation
Hypertrichosis and hirsutism
Laser and instrumental devices
Mesotherapy
Morphogenesis and hair cycle
Neurobiology and psychosomatics of hair
Scalp dermatosis
Stem cell, tissue engineering & regeneration
Structure and biology of the hair shaft
Telogen effluvium
Others

후원 및 전시 안내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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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행사 및 관광 프로그램
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자가 한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교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의 정보공유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Opening
Ceremony, Welcome Dinner, Gala Dinner, Closing Ceremony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식사와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하여 제주의 야경을 느낄 수 있는 환상의 장소에서 펼쳐 보일 것입니다. 또한 학회
기간 중에 참가자들에게 관광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전통문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 세계 참가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화합의 장을 위한 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의 다양한
사교행사 프로그램에 후원사로 참여하시어 귀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Opening Ceremony / Congress Show
ž 일정: 2014년 5월 14일(수), 17:30 - 19:00
ž 장소: 5층 탐라 A홀

Picnic Lunch with Pacific Spirit
ž 일정: 2014 년 5 월 15 일(목), 12:30 - 14:00
ž 장소: ICC 제주 야외공원 및 주상절리
ž 비용: 무료

Gala Dinner
ž 일정: 2014 년 5 월 16 일(금) 18:30 - 22:00
ž 장소: 하얏트 리젠시 제주 클리프 가든
ž 비용: 60,000 원

Welcome Dinner
ž 일정: 2014년 5월 14일(수), 19:00 - 21:00
ž 장소: 5층 오션뷰 및 포이어
ž 비용: 무료

Tour Break in Jeju Natures
ž
ž
ž
ž
ž

일정:
코스1:
코스2:
코스3:
비용:

2014년 5월 16일(금), 15:30  17:30
카멜리아힐
생각하는 정원
여미지 식물원
무료

Closing Ceremony / Awards and Prizes
ž 일정: 5월 17일(토) 15:00 - 16:00
ž 장소: 5층 탐라 A홀

Sponsored Symposium
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는 학회 기간 동안에 후원기업들이 세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Breakfast / Luncheon Symposium은 물론, 다양한 후원 심포지엄에 참여하시
면 모발 분야에 대한 자사의 최신 정보나 기업의 정책, 프로그램, 제품 등을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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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Opportunities
Ⅰ공식후원사 등급별 혜택사항Ⅰ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

\110,000,000

\65,000,000
($ 55,000)

\40,000,000

($100,000)

\85,000,000
($75,000)

\25,000,000
($ 20,000)

⊙

⊙

⊙

⊙

⊙

⊙

-

-

⊙

⊙

⊙

-

-

-

6 부스

4 부스

3 부스

2 부스

1 부스

무료 등록

12 명

8명

6명

4명

3명

Final Program 광고

표지

내지

내지

내지

내지

6 회 이내

6 회 이내

4 회 이내

3 회 이내

3 회 이내

2개

2개

1개

-

-

⊙

-

-

-

-

⊙

-

-

-

-

-

⊙

-

-

-

VIP Dinner 초청

4명

3명

2명

-

-

기타 후원프로그램
할인

40%

30%

20%

15%

10%

혜택사항
Luncheon
Symposium(식사 포함)
Breakfast
Symposium(식사 포함)
Hospitality Suite
(학회기간 4 days)
전시 부스 제공

참가자 대상 홍보
뉴스레터 발송
학회가방 광고물 삽입
가방 로고 삽입
Opening Ceremony
공식 후원사 소개 및
인사말
Closing Ceremony
공식 후원사 소개

Session Screen
Saver 광고
행사장 제작물
로고 표기
학회 공식로고
사용권한 부여
Sponsor Board 로고
게재
사전 인쇄물 로고
게재
Final Program
로고 게재

($35,000)

⊙
⊙
⊙
⊙
⊙
⊙

웹사이트 로고 게재

⊙

Program Book
Editorial

⊙

※ 상기 공식후원사 등급별 혜택사항은 조직위원회와 후원사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부가세 별도 입니다.
※ Breakfast Symposium 및 Luncheon Symposium의 시간, 장소 및 메뉴는 조직위원회에서 배정하고, 해당
Symposium의 연사 초청비,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후원사가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10

Ⅰ

Sponsorship Opportunities
Ⅰ공식후원사 등급별 혜택사항Ⅰ

Diamond

Ⅰ110,000,000원Ⅰ
(USD 100,000)

Platinum

Ⅰ85,000,000원Ⅰ
(USD 75,000)

ⅠLuncheon Symposium 기회 제공-1회

ⅠLuncheon Symposium 기회 제공-1회

ⅠBreakfast Symposium 기회 제공-1회

ⅠBreakfast Symposium 기회 제공-1회

ⅠHospitality Suite-학회 전 기간 공간제공

ⅠHospitality Suite-학회 전 기간 공간제공

Ⅰ전시 부스 제공-6부스

Ⅰ전시 부스 제공-4부스

Ⅰ무료 등록-12명

Ⅰ무료 등록-8명

ⅠFinal Program 광고-표지

ⅠFinal Program 광고-내지

Ⅰ참가자 대상 홍보 뉴스레터 발송-6회 이내

Ⅰ참가자 대상 홍보 뉴스레터 발송-6회 이내

Ⅰ학회가방에 광고물 삽입-2개

Ⅰ학회가방에 광고물 삽입-2개

Ⅰ가방 로고 삽입

ⅠClosing Ceremony 공식 후원사 소개

ⅠOpening Ceremony 공식 후원사 소개 및

ⅠVIP Dinner 초청-3인

인사말
ⅠVIP Dinner 초청-4인

Gold

Ⅰ65,000,000원Ⅰ
(USD 55,000)

Silver

Ⅰ40,000,000원Ⅰ
(USD 35,000)

ⅠLuncheon Symposium 기회 제공-1회

ⅠLuncheon Symposium 기회 제공-1회

Ⅰ전시 부스 제공-3부스

Ⅰ전시 부스 제공-2부스

Ⅰ무료 등록-6명

Ⅰ무료 등록-4명

ⅠFinal Program 광고-내지

ⅠFinal Program 광고-내지

Ⅰ참가자 대상 홍보 뉴스레터 발송-4회 이내

Ⅰ참가자 대상 홍보 뉴스레터 발송-3회 이내

Ⅰ학회가방에 광고물 삽입-1개
Ⅰ행사장 제작물 로고 표기
ⅠVIP Dinner 초청-2인

Bronze

Ⅰ25,000,000원Ⅰ
(USD 20,000)

후원사 공통 혜택 사항

ⅠBreakfast Symposium 기회 제공-1회

ⅠSession Screen Saver 광고

Ⅰ전시 부스 제공-1부스

Ⅰ행사장 제작물 로고 표기

Ⅰ무료 등록-3명

ⅠSponsor Board 로고 게재

ⅠFinal Program 광고-내지

Ⅰ학회 공식로고 사용권한 부여

Ⅰ참가자 대상 홍보 뉴스레터 발송-3회 이내

Ⅰ사전 인쇄물 로고 게재
ⅠFinal Program 로고 게재
Ⅰ웹사이트 로고 게재
ⅠProgram Book Editorial
Ⅰ기타 후원 프로그램 할인
VAT 별도

후원 및 전시 안내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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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Opportunities
Ⅰ기타 후원 프로그램Ⅰ
구분

항목

금액

Welcome Reception *Exclusive Item /

식사 포함

Sold out

Gala Dinner *Exclusive Item /

학술 및 사교행사
후원

40,000,000 원 (USD 30,000)

식사 포함

Sponsored Breakfast Symposium /

식사 포함

12,000,000 원 (USD 10,000)

Sponsored Luncheon Symposium /

식사 포함

24,000,000 원 (USD 20,000)

Satellite Symposium

30,000,000 원 (USD 25,000)

Refreshment Break (1회)
Poster Session *Exclusive Item

6,000,000 원 (USD 5,000)
Sold out

별도문의

Travel Grant

별도문의

사전 안내서 (1,2차)

12,000,000 원 (USD 10,000)

Abstract Book

12,000,000 원 (USD 10,000)

*Exclusive Item
*Exclusive Item

Final Program 내지 광고
E-Final Congress Information 로고게재
*Exclusive Item New

명찰 끈

후원

*Exclusive Item

등록 폴더
메모장
펜

*Exclusive Item New

*Exclusive Item

Key Faculty Member 기념품
*Exclusive Item New

USB *Exclusive Item New
참가자 기념품

Ⅰ

3,000,000 원 (USD 2,500)
6,000,000 원 (USD 5,000)
6,000,000 원 (USD 5,000)
3,600,000 원 (USD 3,000)

3,600,000 원 (USD 3,000)
7,200,000 원 (USD 6,000)
9,600,000 원 (USD 8,000)

New

A형: Vertical Banner(120 X 240 pixels)
B형: Square Button (125 X 125 pixels)

2,400,000 원 (USD 2,000)

Hospitality Suite(6m X 6m)

6,000,000 원 (USD 5,000)

Internet Area

*Exclusive Item

8,400,000 원 (USD 7,000)

*Exclusive Item Sold out

4,800,000 원 (USD 4,000)

등록데스크

12

3,600,000 원 (USD 3,000)

별도문의

뉴스레터 배너 광고

프로그램후원

5,000,000 원 (USD 4,200)

6,000,000 원 (USD 5,000)

*Exclusive Item

학회 가방 홍보물 삽입 1종

홍보

12,000,000 원 (USD 10,000)

Best Abstract and Poster Award

Mini Final Program 광고 게재

참가자 증정품

40,000,000 원 (USD 30,000)

구분

항목
Preview Room *Exclusive Item New
휴대폰 충전소

*Exclusive Item New

DID 스크린 광고
*Exclusive Item Sold out

*Exclusive Item Sold out

Message Center

홍보
프로그램후원

6,000,000원 (USD 5,000)
3,000,000 원 (USD 2,500)
3,600,000 원 (USD 3,000)

셔틀버스 공식 후원
생수병 로고

금액

*Exclusive Item

관광 프로그램 후원

12,000,000 원 (USD 10,000)
6,000,000 원 (USD 5,000)
6,000,000 원 (USD 5,000)
12,000,000 원 (USD 10,000)

행사장 광고물 A형 (1개 기준) New
- 광고게재 위치: 탐라홀 A,B,C 입구 상단)
- 사이즈: 6.95m X 6m

행사장 광고물 B형

*Exclusive Item New

- 광고게재 위치: 3층 로비 기둥 8곳

에스컬레이터 광고

*Exclusive Item New

4,800,000 원 (USD 4,000)
4,800,000 원 (USD 4,000)
5,400,000 원 (USD 4,500)

Mobile Application *Exclusive Item New

9,600,000 원 (USD 8,000)

무선네트워크

8,400,000 원 (USD 7,000)

포토월

*Exclusive Item New

*Exclusive Item New

4,800,000 원 (USD 4,000)

※ VAT 별도
※ Breakfast Symposium 및 Luncheon Symposium의 시간, 장소 및 메뉴는 조직위원회에서 배정하고, 해당
Symposium의 연사 초청비,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후원사가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 상기 항목 외 원하시는 기타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및 전시 안내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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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Symposium 안내
Ⅰ Satellite Symposium 조건
Satellite Symposium 신청은 선착순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Satellite Symposium의 시간은 60~90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직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포지엄 홍보/광고물 설치는 건물 안의 지정된 장소로 제한됩니다.
심포지엄에는 학회 모든 참가자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심포지엄 참석자는 반드시 학회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명찰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참가자들은 심포지엄이 개최되는 장소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심포지엄 주최자가 예상 참가자에게 보내는 초청장 등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Ⅰ Satellite Symposium 비용 포함 내역
Satellite Symposium 비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소 임차비
좌장용 테이블 1개 및 의자 2개
좌장용 및 연사용 마이크 각 1개
연사용 포디움 1개
스크린 1식
프로젝터 1식
참가자 의자 *좌석 및 배치도 협의 필요
테크니션 1명
Satellite Symposium 진행에 필요한 그 밖의 A/V장비, 식음료, 통역, 가구, 장식, 회의장
세팅 형태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은 후원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식 대행사로 문
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1개월 전 조율 필요)

Ⅰ 프로그램
심포지엄의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포지엄 명칭
각 연사의 발표제목 및 시간
좌장 및 연사 세부 프로필

Ⅰ 연사비용
항공료, 강연료, 숙박비, 학회 등록비 등 연사 초청 비용은 Satellite Symposium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사 초청 비용은 후원사에서 개별 집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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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신청 안내

Ⅰ문의 및 제출처Ⅰ
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 사무국 ㈜인터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20-2번지 삼익라비돌빌딩 8층 (우) 135-920
전화: 02-566-3877 / 02-567-3810 팩스: 02-6254-8049
이메일: info@hair2014.org

홈페이지: www.hair2014.org

Ⅰ신청서 제출 방법Ⅰ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우편의 경우 등기우편 발송

Ⅰ제출 서류Ⅰ
신청서 1 부(대표이사 직인 날인 필)
약정서 2 부(대표이사 직인 날인 필): 신청서 이후 진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Ⅰ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Ⅰ
1. 후원사 대표직인이 없는 신청서 및 약정서는 정상적인 접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일부 후원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될 예정이므로, 신청서 접수 및 납입순서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3. 취소 및 변경 시, 납입된 비용은 제 8 차 세계모발연구학회 후원금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Ⅰ후원비 납입처Ⅰ
계좌번호: 1005-302-131031
은 행 명: 우리은행
예 금 주: 제 8 차세계모발연구학회 조직위원회
※ 송금수수료는 송금인 부담입니다.

Ⅰ후원금 환불규정Ⅰ
~ 2013. 9.30

2013.10.1~ 2014.1.31

2014.2.1 이후

계약금의 90% 환불

계약금의 50% 환불

환불 불가

후원 및 전시 안내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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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차 세계모발연구학회 후원신청서
Ⅰ. 후원사 정보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홈

성 명

페

이

지

Ⅱ. 담당자 정보
이 름 / 직 급
유

선

전

화

핸

드

폰

이

메

일

팩

스

본인(본 업체)은 제 8 차 세계모발연구학회의 후원 프로그램 및 조건에 동의
하며, 제 8 차 세계모발연구학회의 공식 후원사로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또한,
선금은 신청서 접수 시 50%를 납입하고, 잔금은 2014 년 2 월 28 일까지 납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단, 후원 취소 및 변경 시, 납입한 후원비는 환불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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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명:

(인)

Ⅲ. 공식 후원 프로그램 신청

16

Ⅰ

후원 등급

금액(VAT 별도)

□ Diamond

110,000,000 원 (USD 100,000)

□ Platinum

85,000,000 원 (USD 75,000)

□ Gold

65,000,000 원 (USD 55,000)

□ Silver

40,000,000 원 (USD 35,000)

□ Bronze

25,000,000 원 (USD 20,000)

Ⅳ. 기타 후원 프로그램 신청

구분

항목
o

금액

Welcome Reception *Exclusive Item /

식사 포함

Sold out

40,000,000 원 (USD 30,000)

o

Gala Dinner *Exclusive Item /

o

Sponsored Breakfast Symposium /

식사 포함

12,000,000 원 (USD 10,000)

학술 및

o

Sponsored Luncheon Symposium /

식사 포함

24,000,000 원 (USD 20,000)

사교행사

o

Satellite Symposium

후원

o

Refreshment Break (1회)

o

Poster Session *Exclusive Item

o

Best Abstract and Poster Award

별도문의

o

Travel Grant

별도문의

o

사전 안내서 (1,2차)

12,000,000 원 (USD 10,000)

o

Abstract Book

12,000,000 원 (USD 10,000)

o

Mini Final Program 광고 게재

o

Final Program 내지 광고

o

E-Final Congress Information 로고게재

30,000,000 원 (USD 25,000)
6,000,000 원 (USD 5,000)
Sold out

*Exclusive Item
*Exclusive Item

*Exclusive Item New

o

명찰 끈

증정품

o

등록 폴더

후원

o

메모장

o

펜

o

학회 가방 홍보물 삽입 1종

o

Key Faculty Member 기념품

참가자

*Exclusive Item
*Exclusive Item New

*Exclusive Item

프로그램
후원

12,000,000 원 (USD 10,000)

5,000,000 원 (USD 4,200)
3,600,000 원 (USD 3,000)
3,000,000 원 (USD 2,500)
6,000,000 원 (USD 5,000)
6,000,000 원 (USD 5,000)
3,600,000 원 (USD 3,000)
6,000,000 원 (USD 5,000)

*Exclusive Item

*Exclusive Item New

홍보

40,000,000 원 (USD 30,000)

식사 포함

3,600,000 원 (USD 3,000)
7,200,000 원 (USD 6,000)

o

USB *Exclusive Item New

9,600,000 원 (USD 8,000)

o

참가자 기념품

o

뉴스레터 배너 광고

o
o

A형: Vertical Banner(120 X 240 pixels)
B형: Square Button (125 X 125 pixels)

2,400,000 원 (USD 2,000)

o

Hospitality Suite(6m X 6m)

6,000,000 원 (USD 5,000)

o

Internet Area

*Exclusive Item

8,400,000 원 (USD 7,000)

o

등록데스크

*Exclusive Item Sold out

4,800,000 원 (USD 4,000)

o

Preview Room *Exclusive Item New

별도문의
New

6,000,000원 (USD 5,000)

후원 및 전시 안내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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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o

휴대폰 충전소

o

DID 스크린 광고

o

셔틀버스 공식 후원

o

생수병 로고

금액

3,600,000 원 (USD 3,000)
*Exclusive Item Sold out

12,000,000 원 (USD 10,000)
6,000,000 원 (USD 5,000)

*Exclusive Item Sold out

o

Message Center

홍보

o

관광 프로그램 후원

프로그램

o

행사장 광고물 A형 (1개 기준) New
- 광고게재 위치: 탐라홀 A,B,C 입구 상단)

후원

3,000,000 원 (USD 2,500)

*Exclusive Item New

6,000,000 원 (USD 5,000)

*Exclusive Item

12,000,000 원 (USD 10,000)

- 사이즈: 6.95m X 6m

o

행사장 광고물 B형

*Exclusive Item New

- 광고게재 위치: 3층 로비 기둥 8곳

에스컬레이터 광고

o

Mobile Application *Exclusive Item New

9,600,000 원 (USD 8,000)

o

무선네트워크

8,400,000 원 (USD 7,000)

o

포토월

*Exclusive Item New

*Exclusive Item New

*Exclusive Item New

Ⅰ신청서 제출처Ⅰ
제 8차 세계모발연구학회 사무국 ㈜인터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20-2번지 삼익라비돌빌딩 8층
전화: 02-566-3877 / 02-567-3810 팩스: 02-6254-8049
이메일: info@hair2014.org

Ⅰ

4,800,000 원 (USD 4,000)

o

■ 후원프로그램 비용 합계:

18

4,800,000 원 (USD 4,000)

5,400,000 원 (USD 4,500)

4,800,000 원 (USD 4,000)

원(부가세별도)

후원 및 전시 안내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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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안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제 8 차 세계모발연구학회 전시회는 참가자와 기업간의 상호
작용을 도모하고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시와 더불어 포스터세션, 커피브레이크, 인터넷 라운지 등의 부대행사들이 한 장소에서
진행되므로 귀 사의 제품을 전시하면서, 세계 각 국의 참가자와 원활한 교류를 하실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Ⅰ전시 개요Ⅰ
기

간 : 2014 년 5 월 14 일(수)~17 일(토) 08:00~18:00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 층 탐라홀 B, C

Ⅰ전시 품목Ⅰ
모발 및 두피 관련 의약품
모발 및 두피 관련 의약외품 및 화장품
모발 및 두피 관련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모발이식 수술 관련 제품
발모 또는 제모용 레이저 및 유사기기
모발 및 두피관리 관련 제품 및 프로그램
메조테라피 관련 제품 및 프로그램
두피 건선, 지루피부염, 두피 백선 등 두피 관련 제품
모발 및 두피 관련 도서 및 잡지

Ⅰ주요 일정 안내Ⅰ
전시 신청 마감
2013 년 12 월 31 일 (선착순 마감) / 2 차 마감 2014 년 2 월 14 일
전시 비용 완납
2014 년 1 월 31 일 / 2 차 마감 2014 년 2 월 28 일
디렉토리 원고 및 각종 신청양식 마감
2014 년 3 월 31 일
전시 부스 세팅 (부스배정: 신청서 접수 및 납입순서 기준)
2014 년 5 월 12 일(월)~13 일(화) 09:00 ~ 17:00

전시 부스 철거
2014 년 5 월 17 일(토) 18:00~24:00, 5 월 18 일(일) 09:00 ~ 17:00

20

Ⅰ

Ⅰ전시 참가 비용Ⅰ
구

분

표준부스

독립부스

크

기

3m(W) x 2m(D) x 2.5m(H)

3m(W) x 2m(D)

가

격

5,500,000 원 (USD 5,000)

5,000,000 원 (USD 4,500)

내

용

표준 부스 설치

공간만 제공
(책상 및 의자 요청시 별도 비용 발생)
*VAT 별도

Ⅰ표준부스 제공내역Ⅰ
벽

체 : 폭 3m, 깊이 2m, 높이 2.5m

상 호 간 판 : 높이 0.3m 크기로 전면 상단 2.2m 높이에
설치하여, 동일 규격 및 색상으로 전시자의 상호 및
부스 번호 부착
조
명 : 부스내부에 설치 (형광등 1 개, 스포트라이트 3 개)
기본 전력 : 단상 220V, 1KW (2 구 소켓 1 개)
바 닥 처 리 : 파이텍스
기

타 : 안내용 책상 1 개, 의자 1 개 제공

Ⅰ전시비 납입처Ⅰ
계좌번호: 1005-302-131031
은 행 명: 우리은행
예 금 주: 제 8 차세계모발연구학회 조직위원회

Ⅰ전시비용 환불규정Ⅰ
~ 2013. 12.31

2014.1.1~ 2014.3.31

2014.4.1 이후

계약금의 90% 환불

계약금의 50% 환불

환불 불가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시참가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 접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Ⅰ전시신청서 제출처Ⅰ
제 8 차 세계모발연구학회 사무국 ㈜인터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 동 720-2 번지 삼익라비돌빌딩 8 층
전화: 02-566-3877 / 02-567-3810 팩스: 02-6254-8049
이메일: info@hair2014.org

후원 및 전시 안내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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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세계모발연구학회 전시신청서
Ⅰ. 전시신청 업체 정보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홈

페

성 명
이

지

Ⅱ. 담당자 정보
이 름 / 직 급
유

선

전

화

핸

드

폰

이

메

일

팩

스

제 8차 세계모발연구학회의 전시 참가업체로 다음과 같이 신청하며,
2014년 선금 50%는 신청서 접수시, 잔금은 2014년 2월 28일까지 납부할 것을
약정합니다.
단, 취소 및 변경 시, 납입한 전시비용은 환불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

년

월

일

서 명:

(인)

Ⅲ. 전시 신청
신청 구분
부
스

신청 수량

단 가

c 표준 부스

5,500,000원
(USD 5,000)

c 독립 부스

5,000,000 원
(USD 4,500)

금 액

선금(50%)

합계 금액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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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모발연구학회 학술대회의 후원 및 전시에
참여해야 하는

7가지

이유

Ⅰ. 본 학회는 모발분야에서 열리는 최고 권위의 유일한 세계학회입니다.

Ⅱ. 모발분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학회로 국내 350 명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1,000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발분야 최대 규모의
학회입니다.
Ⅲ. 많은 국내∙외 모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귀사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소개와 해외 진출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Ⅳ. 모발 및 탈모 연구자, 모발분야 진료의사, 모발이식외과의사,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자,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및 의료기기회사 연구자 등
두피모발

관련

다양한

산학연

종사자가

모두

참가하는

글로벌

학회입니다.
Ⅴ. 모든 참가자들이 모이는 포스터 세션, 커피브레이크, 인터넷 라운지,
휴식 공간에 부스 전시 공간이 같이 마련되므로, 귀사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Ⅵ. 통상적인 학술대회 기간보다 긴 4 일동안 진행되므로 충분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Ⅶ. 학술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사교 및 관광프로그램이 진행되므로 모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구축

및

효과적인

기업

홍보에

최적의

대회입니다.

후원 및 전시 안내서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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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차 세계모발연구학회 사무국 Ⅰ ㈜인터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 동 720-2 번지 삼익라비돌빌딩 8 층
전화: 02-566-3877 / 02-567-3810 팩스: 02-6254-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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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hair2014.org
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