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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	학술대회

2022년 11월 17일(목) ~ 20일(일), 4일간

서울, 

Time Thursday 17 November Friday 18 November Saturday 19 November Sunday 20 November

Morning

Post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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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a

Concurrent	
Sympo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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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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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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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s

Oral	&	Poster	
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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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Sympo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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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osia

Concurrent	
Symposia

Evening

Evening	
Sympo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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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Ceremony	&	
Welcome	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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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에서는	담배와	니코틴에	관련된	회사들의	후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953년 창립된 이후, 결핵 및 호흡기질환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커다란 성장을 이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국제교류 및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결핵 및 호흡기학회 의사들의 뛰어난 연구 

및 치료 실력을 보여주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2022년 

제26차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 학술대회를 2009년 이래 2번째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2022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를 APSR 2022 서울대회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Above and Beyond” 주제로 전 세계 3,000여명의 전문가 및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기초연구부터 임상치료까지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호흡기질환 분야의 의학을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발전시키며, 동시에 보다 더 다양한 전세계 저명한 

석학들과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마련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APSR 2022에서의 

후원은 호흡기 질환 분야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분야 전문가들에게 귀사를 쉽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6차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 학술대회(APSR 2022)에 귀사를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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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게 될 제26차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 학술대회(APSR)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KATRD)가 다양한 공식 

후원 프로그램을 개최, 운영하고자 하며, APSR 2022 후원을 통해서 귀사의 브랜드 및 기업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본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저희와 함께 대회를 풍성하게 만드시 

길 바랍니다.

APSR 2022은 한국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의 지평을 넓히고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며, 비즈니스에 최적화 된 기회를 주는 장이 될 것입니다. 본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폭적인 협조 기대하며, 제26차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 학술대회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대의 글

심재정
APSR	2022	사무총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도진
APSR	2022	재무위원장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손장원
APSR	2022	사무차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광하
APSR	2022	사무차장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진국
APSR	2022	사무차장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기석
APSR	2022	대회	회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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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회장

김영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대회 회장

정기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유철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영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장    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광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춘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관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고윤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권오정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이상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김주옥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어수택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정진홍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윤호주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계영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김호중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용석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희진		결핵연구원

이명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용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장중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염호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장태원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김영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민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자문위원

기획위원장

김덕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재승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장윤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연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병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기획위원 등록위원장

박용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최재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고유상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창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태형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등록위원

전시위원장

장승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최창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성훈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박영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은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시위원 정보위원장

이재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영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승용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민진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보위원

국제협력위원장

심태선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류지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장유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박주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김주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국제협력위원 대외협력위원장

박무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지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원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송진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진경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대외협력위원

손장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유광하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이진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사무차장

심재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사무총장

재무위원장

김도진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민경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영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성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상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재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재무위원

이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상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Assembly Liaisons

Clinical Respiratory Medicine		문지용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Cell and Molecular Biology		이세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Clinical Allergy & Immunology		김미애	차의과학대학교

Environmental & Occupational Health and Epidemiology
김우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Respiratory Infections (non-Tuberculosis)		
정경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Tuberculosis 임재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COPD		나승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Lung Cancer		이승룡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Asthma		이상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Respiratory Neurobiology and Sleep		

강현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Critical Care Medicine		최원일	명지병원

Bronchoscopy and Interventional Techniques		황보 빈	국립암센터

Paediatric Lung Disease		서동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Respiratory Structure and Function		황용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Pulmonary Circulation		김이형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Interstitial Lung Disease		김용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대관협력 위원장

임성용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김진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양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병준		중앙보훈병원

이병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대관협력위원 관광위원장

신경철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박순효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최혜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김현국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윤종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관광위원

행사위원장

김승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구소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승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최수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동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행사위원 회의위원장

신종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여창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연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오지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회의위원

홍보위원장

박명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성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오진영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이은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홍보위원 출판위원장

김제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영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치량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성욱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이종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출판위원

방송/기록 위원장

박혜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이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조용숙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유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신선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방송/기록 위원 섭외위원장

리원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윤형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박성우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윤성호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허규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섭외위원

윤리위원장

이진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이현경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심윤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수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소정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윤리위원 법제위원장

임성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오인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윤성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나주옥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김철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법제위원

감사

안중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만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오연목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위원장

엄수정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이지현		차의과학대학교

윤호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위원

최천웅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김태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명준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APSR 2022 조직위원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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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부터 3,000여명 이상의 호흡기학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가하는 제26차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 학술대회에 

귀 기관/사를 초청합니다. 관련 학계, 연구소, 정부 기관, 글로벌기업 등 10,000명 이상의 참가대상군 사전 홍보를 

통하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제품 홍보를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최신 동향 습득 및 기술 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6차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 학술대회는 호흡기 질환 

분야의 대표 학술대회로서 참가기업의 마케팅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비즈니스 확대의 장입니다. 본 학술대회 참여는 

기업 및 제품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기회이자,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비즈니스 및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호흡기 질환 관련 

세계적인 트렌드를 확인하고 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PSR 2022 후원사가 됨으로써 기업 

브랜드의 국제화, 제품 신뢰성 강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거 APSR 통계 자료

No. 전차대회 총 등록인원 국내 참가자 국외 참가자

1 APSR 2018 Taipei 44개국,	3,328 1,412 1,916

2 APSR 2017 Sydney 50개국,	2,434 505 1,929

3 APSR 2016 Bangkok 49개국,	2,378 399 1,979

4 APSR 2015 Kuala Lumpur 46개국,	1,882 374 1,508

5 APSR 2014 Bali 54개국,	2,751 739 2,012

    최근 5개년도 참석 현황

No. 연도 / 개최도시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기타 합계

1 APSR 2018 Taipei 3,070 55 68 77 - 58 - 3,328

2 APSR 2017 Sydney 1,574 62 533 66 10 43 146 2,434

3 APSR 2016 Bangkok 1,960 161 64 132 19 28 14 2,378

4 APSR 2015 Kuala Lumpur 1,548 112 43 149 19 11 - 1,882

5 APSR 2014 Bali 2,387 176 54 76 17 41 - 2,751

    대륙별 참석 현황

“인류의 건강한 숨을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1953년 11월 대한결핵협회 학술부로 시작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전쟁 직후의 어려웠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핵의 퇴치와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1953년 11월 7일 

제1차 학술대회가 열린 이후 1961년에 대한결핵학회로 재 출범하고, 1989년에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로 학회명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류를 통한 학문적인 발전과 학회원간의 화합을 중시해 온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65년의 세월 동안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여 결핵을 포함한 호흡기질환의 진료와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원 수도 1,620명을 넘었으며, 

정기적인 학술대회도 127회나 개최하였습니다. 학회 공식 학술지인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TRD)’도 PubMed에 등재되면서 우리의 연구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 및 SCI급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기관지천식 및 폐손상 등 호흡기질환들에 

대한 위험성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폐 건강 및 금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폐의 날”을 제정하고 대국민 인식 고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학회의 

사회적 역할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학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학회(Asian Pacific Society of Respirology, APSR)는 

1986년에 설립된 이래 1988년 10월 일본 도쿄에서의 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가져왔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미국호흡기학회(ATS)와 유럽호흡기학회(ERS)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APSR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중국, 대만,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호흡기관련 질환의 

치료에 관계된 의사, 간호사, 폐기능 기사, 호흡재활 치료사 등의 최신 지식과 

연구활동들을 공유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학회

공식 홈페이지 : www.lungkorea.org

공식 홈페이지 : www.apsresp.org

APSR 2022 참가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첫째.	
호흡기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

둘째. 
호흡기	분야의	

산업	및	관련	기술의	

비즈니스	기회	제공

셋째. 
학회와	산업계의	

친밀한	네트워크	

형성

넷째. 
기업	및	제품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다섯째. 
전	세계	주요	인사	및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주최 기관 후원 기대 효과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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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등급별 세부 내역

등급별 혜택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

330,000,000원 220,000,000원 110,000,000원 55,000,000원 33,000,000원

무료 전시 부스 제공

(Only	공간	제공)
8	부스

(1부스	:	3m	x	3m)

6	부스
(1부스	:	3m	x	3m)

4	부스
(1부스	:	3m	x	3m)

2	부스
(1부스	:	3m	x	3m)

1	부스
(1부스	:	3m	x	3m)

부스 배정 시 우선 선택권 부여 O O

무료 등록 20명 15명 10명 5명 2명

Luncheon Symposium 1회 1회 	

Evening Symposium 1회

Gala Dinner 

공식 후원사 소개
O

Welcome Reception 

공식 후원사 소개
O

대회 등록 가방	 O

휴게시간 중 회사 홍보 

PPT슬라이드 노출

(홍보	슬라이드	후원사	

자체	준비	필요)

2회 1회 1회 	

Final Program Book 광고	

(후원	신청	선착순,	

등급별로	위치	결정)

표지(표2,	3,	4	중	

선택)	및	

내지	1페이지

내지	1페이지 내지	1페이지 내지	1페이지 내지	1페이지

온라인 뉴스레터 내 로고 노출

(배너	광고)
15회	이내 10회	이내 8회	이내 3회	이내 3회	이내

대회 등록 가방 홍보물 삽입

(홍보물	후원사	준비)
3개 3개 2개 2개 1개

인쇄물 및 제작물에 

“Official Sponsor” 표기	

(홍보물,	무대,	후원안내보드,	

대형배너	광고	등)

O

홈페이지 후원사 로고 게재 (후원사	등급에	따라,	위치	및	크기	결정)

학술대회 공식 로고 및 

대회명 사용 권한 부여
권한	부여

사전 등록자 리스트 제공

(개인정보	제외)
O

*후원 프로그램(후원 혜택)은 조직위원회와 후원사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후원 등급 및 혜택 사항

•전시 부스 제공(3m x 3m 규격) - 8 부스

•부스 배정 시 우선 선택권 부여

•무료 등록 – 20명

•Luncheon Symposium – 1회

•Evening Symposium – 1회

•Gala Dinner 공식 후원사 소개

•휴게시간 중 회사 홍보 PPT슬라이드 노출(홍보 슬라이드 후원사 준비) – 2회

•Final Program Book 광고(후원 신청 선착순, 등급별로 위치 결정) - 

  표지(표2, 3, 4 중 선택) 및 내지 1페이지

•온라인 뉴스레터 내 로고 노출(배너 광고) - 15회 이내

•대회 등록 가방 홍보물 삽입(홍보물 후원사 준비) - 3개

•인쇄물 및 제작물에 “Official Sponsor” 표기

  (홍보물, 무대, 후원안내보드, 대형배너 광고 등)

•홈페이지 후원사 로고 게재(후원사 등급에 따라, 위치 및 크기 결정)

•학술대회 공식 로고 및 대회명 사용 권한 부여

•사전 등록자 리스트 제공(개인정보 제외)

•전시 부스 제공(3m x 3m 규격) - 6 부스

•부스 배정 시 우선 선택권 부여

•무료 등록 – 15명

•Luncheon Symposium – 1회

•Welcome Reception 공식 후원사 소개

•휴게시간 중 회사 홍보 PPT슬라이드 노출(홍보 슬라이드 후원사 준비) -1회

•Final Program Book 광고(후원 신청 선착순, 등급별로 위치 결정) - 내지 1페이지

•온라인 뉴스레터 내 로고 노출(배너 광고) - 10회 이내

•대회 등록 가방 홍보물 삽입(홍보물 후원사 준비) - 3개

•인쇄물 및 제작물에 “Official Sponsor” 표기 

  (홍보물, 무대, 후원안내보드, 대형배너 광고 등)

•홈페이지 후원사 로고 게재(후원사 등급에 따라, 위치 및 크기 결정)

•학술대회 공식 로고 및 대회명 사용 권한 부여

•사전 등록자 리스트 제공(개인정보 제외)

후원 안내 후원 안내

Diamond
330,000,000원 

(부가세 포함)

Platinum
220,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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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R 2022 단품 후원 항목 안내

아이템 혜택 금액(원)

Luncheon Symposium

 SOLD OUT 

·	1회	참가자	150명	기준 22,000,000원

·	1회	참가자	300명	기준 44,000,000원

Evening Symposium

 SOLD OUT 

·	1회	참가자	150명	기준 22,000,000원

·	1회	참가자	300명	기준 44,000,000원

Poster Session

(exclusive)

 SOLD OUT 

·	포스터	세션장	사인보드(패널)	상단에	후원사	로고	노출

·	포스터	발표	안내문에	후원사	로고	노출

·	포스터	세션	공간	내	엑스배너	홍보	가능

22,000,000원

Speaker Ready Room

(Preview	Room)

(exclusive)

·	초청연사	및	발표자가	발표자료를	업로드하고	확인하는

		Preview	System	화면에	후원사	로고	노출

·	Preview	Room	내	후원사	로고가	인쇄된	배너	설치

22,000,000원

Speaker 

초청 지원

·	연사	및	발표	내용	Scientific	Committee	결정

·	1명	무료	등록

·	발표	제목	및	연사	성함에	후원사	로고	명시

·	행사기간	동안	숙박	제공	그	외	비용은	후원사	부담

·	Underdeveloped	or	Developing	Nations 3,300,000원

·	아시아권(초청연사) 3,300,000원

·	미주,	유럽권(초청연사) 5,500,000원

Presidential Dinner

(Invited	Only)

·	5분	축하	연설	기회	제공

·	메뉴판에	후원사	로고	게재

·	Presidential	Dinner	장소	입구에	회사에서	제작한	제작물	설치

·	후원사	기념품	제공(선택사항)

38,500,000원

·	Diamond	후원패키지	신청사를	우선	배정하며,	후원패키지	신청사가	많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Symposium외	회사	주도의	외부	Local	Symposium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	담당	후원사에서	구성,	진행하며	사전에	조직위원회에서	해당내용과	발표자들이	행사취지와	적절한지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	Luncheon	및	Evening	Symposium의	시간,	장소	및	메뉴는	조직위원회에서	배정합니다.

·	해당	Symposium의	좌장	및	연사	초청비(항공료,	강연료,	숙박비	등등)는	후원사에서	개별	집행하여야	합니다.

·	운영비용에는	세션장,	기본	기자재	및	룸	앞	사인물,	식비가	포함(도시락	제공)	되었으며,	그	밖의	A/V	장비,	통역,	가구,	

	 장식,	회의장	세팅	형태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은	후원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대행사로	

	 문의(최소	3개월	전	조율	필요)바랍니다.

·	Symposium	프로그램에는	명칭,	각	연사의	발표제목	및	시간,	좌장	및	연사	세부	프로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술 및 사교행사 후원

후원 등급별 세부 내역

•전시 부스 제공(3m x 3m 규격) - 4 부스

•무료 등록 – 10명

•대회 등록 가방

•휴게시간 중 회사 홍보 PPT슬라이드 노출(홍보 슬라이드 후원사 준비) – 1회

•Final Program Book 광고(후원 신청 선착순, 등급별로 위치 결정) - 내지 1페이지

•온라인 뉴스레터 내 로고 노출(배너 광고) - 8회 이내

•대회 등록 가방 홍보물 삽입(홍보물 후원사 준비) - 2개

•인쇄물 및 제작물에 “Official Sponsor” 표기(홍보물, 무대, 후원안내보드, 대형배너 광고 등)

•홈페이지 후원사 로고 게재(후원사 등급에 따라, 위치 및 크기 결정)

•학술대회 공식 로고 및 대회명 사용 권한 부여

•사전 등록자 리스트 제공(개인정보 제외)

•전시 부스 제공(3m x 3m 규격) - 1 부스

•무료 등록 – 2명

•Final Program Book 광고(후원 신청 선착순, 등급별로 위치 결정) - 내지 1페이지

•온라인 뉴스레터 내 로고 노출(배너 광고) - 3회 이내

•대회 등록 가방 홍보물 삽입(홍보물 후원사 준비) - 1개

•인쇄물 및 제작물에 “Official Sponsor” 표기(홍보물, 무대, 후원안내보드, 대형배너 광고 등)

•홈페이지 후원사 로고 게재(후원사 등급에 따라, 위치 및 크기 결정)

•학술대회 공식 로고 및 대회명 사용 권한 부여

•사전 등록자 리스트 제공(개인정보 제외)

•전시 부스 제공(3m x 3m 규격) - 2 부스

•무료 등록 – 5명

•Final Program Book 광고(후원 신청 선착순, 등급별로 위치 결정) - 내지 1페이지

•온라인 뉴스레터 내 로고 노출(배너 광고) - 3회 이내

•대회 등록 가방 홍보물 삽입(홍보물 후원사 준비) - 2개

•인쇄물 및 제작물에 “Official Sponsor” 표기(홍보물, 무대, 후원안내보드, 대형배너 광고 등)

•홈페이지 후원사 로고 게재 (후원사 등급에 따라, 위치 및 크기 결정)

•학술대회 공식 로고 및 대회명 사용 권한 부여

•사전 등록자 리스트 제공(개인정보 제외)

후원 안내 후원 안내

Gold
110,000,000원

(부가세 포함)

Silver
55,000,000원

(부가세 포함)

Bronze
33,00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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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안내 후원 안내

    참가자 증정품

    현장 홍보 및 프로그램 후원

아이템 혜택 금액(원)

(조기 등록 기념품)
운동화

· 후원사 및 대회 로고 동시 인쇄

· 수량은 조직위원회와 상의 후 후원사 자체 제작

· 조기 등록자를 대상으로 제공

33,000,000원

Abstract USB
(exclusive)

· USB에 로고 명시(겉면)

· 후원사 광고물 삽입(동영상 또는 광고)
33,000,000원

MICE Card
· 외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공, 후원사 로고 노출

· 2개 업체 신청 가능
27,500,000원

대회 명찰

(케이스 및 줄)

· 후원사 로고 표기 및 대회로고 동시 인쇄

· 대회 명찰 줄 후원사 자체 제작 

· 대회 명찰 줄 제작 시 디자인, 수량 및 품질에 대하여, 조직위원회와 상의 후 제작

· 2개 업체 신청 가능

16,500,000원

명찰 내지 및 리본 · 명찰 내지 후원사 로고 표기 및 대회로고 동시 인쇄  16,500,000원

(조기 등록 기념품) 
티셔츠

· 후원사 및 대회 로고 동시 인쇄

· 수량은 조직위원회와 상의 후 후원사 자체 제작

· 조기 등록자를 대상으로 제공

16,500,000원

Pocket Guide
(exclusive)
 SOLD OUT 

· 모든 등록자에게 제공, Pocket Guide에 후원사 로고 게재 11,000,000원

볼펜 및 메모지

· 후원사 로고와 대회 로고가 인쇄된 메모장과 펜 제공

· 수량은 조직위원회와 상의 후 후원사 자체 제작

·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대회 가방에 삽입)

11,000,000원

VIP 기념품
· VIP 기념품 제작 및 후원사 로고 노출

· 디자인, 수량 및 품질은 조직위원회 상의 후 후원사 자체 제작
11,000,000원

아이템 혜택 금액(원)

Congress APP
(exclusive)

· Apple 및 Android 두 가지 버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 모바일 앱 메인 페이지 내 로고 노출

· 학회 일정 및 각종 정보가 수록된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에 어플리케이션 게재 및 다운로드

27,500,000원

행사장 무선 인터넷
(Wi-Fi)

· 무선 인터넷 검색 시 대회명 옆에 나란히 후원사명 노출

· 2개 업체 신청 가능
22,000,000원

Internet Lounge
(exclusive)

· 학술대회 기간 동안 이메일, 인터넷 등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함

· 데스크 조형물에 후원사 로고 및 APSR 2022 로고 게재

· 컴퓨터(노트북) 바탕화면에 후원사명 및 로고 게재

· 후원사 홈페이지가 인터넷 라운지 컴퓨터 기본 페이지로 설정

· 라운지 공간내에 엑스배너 홍보가능

16,500,000원

등록데스크(exclusive) · 데스크 조형물에 후원사 로고 및 APSR 2022 로고 게재 16,500,000원

Charging Station
(exclusive)

· 데스크 조형물에 후원사 로고 및 APSR 2022 로고 게재

· 각종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테블릿 PC 충전 케이블 배치

· 노트북 전원 및 멀티 아답터 배치

16,500,000원

아이템 혜택 금액(원)

Digital Information 
Display

· DID 스크린에 후원사 로고 및 광고 표출

· 디지털 스크린 배너 및 광고 표출 가능

· 행사장 주요 안내 동선에 배치

· 3개 후원사 신청 가능

16,500,000원

Photo Zone
(exclusive)

· 행사장 메인 게이트 1층 위치

· APSR, KATRD, APSR 2022 로고와 함께 후원사 로고 게재
11,000,000원

Program Board
(exclusive)

· 행사장 내에 Program Board(프로그램 일정 및 행사장 안내) 설치

· 후원사 로고 게재
11,000,000원

Water Bottle and 
Wrap Station
(exclusive)

· Water Station내 후원사의 로고 노출 

· 정수기와 종이컵 또는 생수병에 후원사 로고 표기(대회명과 공동 노출)

· 일반 참가자용 무료 생수 제공

11,000,000원

Coffee Break Area
(1회)

· 총 5회, 5개 후원사 후원 가능, 각회당 지원 가능

· Coffee Break 장소 안내 사인물에 후원사 로고 및 문구 게재

· APSR 2022 & 후원사 로고가 들어간 종이컵 및 냅킨 사용(선택 사항)

11,000,000원

현장 운영요원 유니폼
(exclusive)

· 후원사 로고가 게재된 유니폼 제공

· 모든 APSR 2022 운영요원이 입음으로 인해 로고 노출 최대화
11,000,000원

Exhibition 
Floor Sticker

· 전시장 바닥에 후원사 로고 스티커 노출(1m2)

· 후원사 명칭 및 후원사 부스 번호 기재
5,500,000원

전시장 내 Cafeteria

· 전시장 내 Cafeteria 운영 기회 제공

· Cafeteria 외에 휴게 공간 구성 가능

· 운영 공간 내에 후원사 로고 표기 및 배너 설치 가능

5,500,000원

Bag Inserts
· 홍보물을 삽입한 대회 가방은 모든 등록자들에게 제공

· 홍보물은 자체 준비하며 1종에 한함
5,500,000원

Advertisement in Final 
Program - Inside Page

비 전시사 대상

· 프로그램북 내지 컬러 1페이지

· 광고위치는 후원신청사 우선 배정하며, 이후는 신청순서에 따라 배정

3,300,000원

전시사 대상

· 프로그램북 내지 컬러 1페이지

· 광고위치는 후원신청사 우선 배정하며, 이후는 신청순서에 따라 배정

770,000원

*상기 모든 아이템은 조직위원회와 후원사간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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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SR 2022은 최신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동시에 접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질환 

전문가들과의 교류의 장입니다. 3,000여명의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 귀 사/기관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전기 공간을 통해 해외 진출 기반 확대와 실질적인 파트너쉽 구축이 가능 합니다.

내용 일자 시간 비고

전시 신청 마감 2022년	7월	31일

전시 부스비 납부 마감 2022년	7월	31일

부가서류 신청 마감 2022년	8월	31일

전시장 조성 2022년	11월	16일~17일 09:00~18:30

전시품 반입 2022년	11월	17일 14:00~18:30

전시 기간

2022년	11월	18일 09:00~17:00

2022년	11월	19일 09:00~17:00

2022년	11월	20일 09:00~13:00

전시품 반출 2022년	11월	20일 14:00~18:00

전시장 철거 2022년	11월	20일 18:00~22:00

    주요일정

·	전시	신청자에	한해	가구	및	비품	신청	양식이	추후	공지됩니다.

·	전시	위치	선정은	입금	순서를	고려하여	조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전시부스

기본부스  9,900,000원(VAT 포함) 독립부스  8,800,000원(VAT 포함)

·	면적+기본장치	포함

·	부스 사이즈		3mx3mx2.5m

·	기본 제공 사항		조명기구	및	전기(1kw),	파이텍스,	안내데스크	및	

	 의자	1개,	상호간판	및	부스번호판	1개

·	혜택		전시장	출입증	및	홈페이지와	프로그램북	내	전시사	로고	노출

·	테이블보,	익스텐션	코드,	장식부착물	등은	자체	준비

·	Only	공간(면적)	제공

·	기본 제공 사항		부스	설치	공간,	전기(1kw),	파이텍스

·	혜택		전시장	출입증	및	홈페이지와	

	 	 프로그램북	내	전시사	로고	노출

3m

3m

후원 안내 전시 안내

A  SOLD OUT 

1층 그랜드볼룸 로비

33,000,000원 (부가세 포함)

B

3층 오디토리움 로비 

33,000,000원 (부가세 포함)

C  SOLD OUT 

3층 D홀 로비

33,000,000원 (부가세 포함)

·	행사기간	중	별도의	후원사	전용	공간(라운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전용	공간(라운지)	조성을	위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후원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Diamond,	Platinum	후원패키지	신청사에게	우선	선택권을	배정하며,	무료	부스	대신	Company	Lounge	사용	가능합니다.

		단,	Company	Lounge	제작업체와	직접	컨택하여	조성	및	설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참가자	이동이	밀집한	위치에	설치된	독립된	라운지로,	참가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용이	합니다.		

    Company Lounge

샘플 이미지

샘플 이미지

전시장소 : 코엑스	D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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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및 환불 규정

·	신청	취소	시	반드시	사전에	사무국(apsr@apsr2022.org)에	서면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30일까지 전체금액의	80%	환불

2022년	5월	1일부터	~	7월	31일까지 전체금액의	50%	환불

2022년	8월	1일부터 환불	불가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신청 접수 

확인

후원·전시비 

납부

참가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 절차

·	후원	및	전시	신청서(소정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급용)	1부

    신청 제출 서류

내용 일자 비고

후원 및 전시 신청 마감 2022년	7월	31일 계약금	입금(후원	혹은	전시	금액의	50%)

후원 및 전시비 납부 마감 2022년	7월	31일 잔금	입금(후원	혹은	전시	금액의	50%)

부가서류 신청 마감 2022년	8월	31일

    주요일정

    신청방법

·	후원	및	전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이메일(apsr@apsr2022.org)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	후원	및	전시	신청서	후,	15일	이내	후원	및	전시	금액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7월	31일까지	잔액을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모든	은행	수수료는	업체	부담)

·	입금	확인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모든	전시부스는	참가비	입금완료	순서에	따라	우선	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후원	또는	전시비가	마감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조직위원회에서는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계약이	파기	될	경우	신청시에	

	 입금한	계약금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	전시장	구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부스 배치도

전시 안내 후원 및 전시 신청 안내

➊	Opening	Celemony	/	

	 Welcome	Reception	(Hall	D1)

➋	Exhibition		/	e-Poster	/	

	 Internet	Lounge	&	Lounge	/	

	 Coffee	Break	(Hall	D2)

➌	Plenary	Lecture	/	Symposium	/	

	 Closing	Ceremony	(Auditorium)

➍	Company	Lounge	(Auditorium	Lobby)

➎	Company	Lounge	(Hall	D	Lobby)

➏	Poster	Session	(Hall	D	Lobby)

2

Internet Lounge E-poster 

Information 

Entrance

·	원활한	입금	확인을	위해	입금증	사본을	사무국	이메일(apsr@apsr2022.org)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명과	송금인명을	일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수표	및	어음	지불	방법은	불가합니다.

    입금처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212-910012-49604 하나은행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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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신청서 후원(단품) 신청서

회사/단체명

대표자 홈페이지

담당자 (국문) (영문) 	

부서
(국문)

(영문) 	

직책 (국문) (영문) 	

전화 팩스 

휴대폰 	

이메일 	

주소
(국문) 	

(영문)

후원사 정보

회사/단체명

대표자 홈페이지

담당자 (국문) (영문) 	

부서
(국문)

(영문) 	

직책 (국문) (영문) 	

전화 팩스 

휴대폰 	

이메일 	

주소
(국문) 	

(영문)

후원사 정보

후원 신청 (신청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금액(원, VAT 포함)

후원 등급

Diamond	Sponsor 330,000,000원

Platinum	Sponsor 220,000,000원

Gold	Sponsor 110,000,000원

Silver	Sponsor 55,000,000원

Bronze	Sponsor 33,000,000원

제26차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위와	같이	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후원금 납부 계획

입 금 액 입금 예정일

납부기한 신청서	제출	후	15일	이내	후원	금액의	50%	계약금	납부,	2022년	7월	31일까지	잔금	납부

납 부 처

•계좌번호	:	212-910012-49604

•은행명	:	하나은행

•예금주	: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술대회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4층 |	이메일	:	apsr@apsr2022.org	/	freewily2@hanmail.net |	홈페이지	:	www.apsr2022.org

APSR 2022 사무국

단품 후원 프로그램 (신청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금액(원, VAT 포함)

학술 및 사교행사

□ Luncheon Symposium / 1회 150명 기준                                      SOLD OUT 22,000,000원

□ Luncheon Symposium / 1회 300명 기준                                     SOLD OUT 44,000,000원

□ Evening Symposium / 1회 150명 기준                                         SOLD OUT 22,000,000원

□ Evening Symposium / 1회 300명 기준                                        SOLD OUT 44,000,000원

□ Poster Session                                                                            SOLD OUT 22,000,000원

□ Speaker Ready Room(Preview Room)(exclusive) 22,000,000원

□ Speaker 초청 지원 / Underdeveloped or Developing Nations 3,300,000원

□ Speaker 초청 지원 / 아시아권(초청연사) 3,300,000원

□ Speaker 초청 지원 / 미주, 유럽권(초청연사) 5,500,000원

□ Presidential Dinner(Invited Only) 38,500,000원

참가자 증정품

(조기 등록 기념품) 운동화 33,000,000원

□ Abstract USB(exclusive) 33,000,000원

□ MICE Card 27,500,000원

□ 대회 명찰(케이스 및 줄) 16,500,000원

명찰내지 및 리본 16,500,000원

(조기 등록 기념품) 티셔츠 16,500,000원

□ Pocket Guide(exclusive)                                                              SOLD OUT 11,000,000원

□ 볼펜 및 메모지 11,000,000원

□ VIP 기념품 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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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납부 계획

입 금 액 입금 예정일

납부기한 신청서	제출	후	15일	이내	후원	금액의	50%	계약금	납부,	2022년	7월	31일까지	잔금	납부

납 부 처

•계좌번호	:	212-910012-49604

•은행명	:	하나은행

•예금주	: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술대회

현장 홍보 및 프로그램 후원

□ Congress APP(exclusive) 27,500,000원

□ 행사장 무선 인터넷(Wi-Fi) 22,000,000원

□ Internet Lounge(exclusive) 16,500,000원

□ 등록데스크(exclusive) 16,500,000원

□ Charging Station(exclusive) 16,500,000원

□ Digital Information Display 16,500,000원

□ Photo Zone(exclusive) 11,000,000원

□ Program Board(exclusive) 11,000,000원

□ Water Bottle and Wrap Station(exclusive) 11,000,000원

□ Coffee Break Area(1회) 11,000,000원

□ 현장 운영요원 유니폼(exclusive) 11,000,000원

□ Exhibition Floor Sticker 5,500,000원

□ 전시장 내 Cafeteria 5,500,000원

□ Bag Inserts 5,500,000원

□ [비 전시사 대상] Advertisement in Final Program - Inside Page 3,300,000원

□ [전시사 대상] Advertisement in Final Program - Inside Page 770,000원

Company Lounge

□ 1층 그랜드볼룸 로비                                                                       SOLD OUT 33,000,000원

□ 3층 오디토리움 로비 33,000,000원

□ 3층 D홀 로비                                                                                 SOLD OUT 33,000,000원

제26차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위와	같이	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4층 |	이메일	:	apsr@apsr2022.org	/	freewily2@hanmail.net |	홈페이지	:	www.apsr2022.org

APSR 2022 사무국

제26차	아시아	태평양	호흡기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위와	같이	전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 기본부스(9,900,000원, VAT 포함) 개 원

□ 독립부스(8,800,000원, VAT 포함) 개 원

선호위치

1순위

2순위

3순위

전시 신청 (신청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비 납부 계획

입 금 액 입금 예정일

납부기한 신청서	제출	후	15일	이내	전시	금액의	50%	계약금	납부,	2022년	7월	31일까지	잔금	납부

납 부 처

•계좌번호	:	212-910012-49604

•은행명	:	하나은행

•예금주	: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술대회

전시 신청서

회사/단체명

대표자 홈페이지

담당자 (국문) (영문) 	

부서
(국문)

(영문) 	

직책 (국문) (영문) 	

전화 팩스 

휴대폰 	

이메일 	

주소
(국문) 	

(영문)

전시 참가업체 정보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4층 |	이메일	:	apsr@apsr2022.org |	홈페이지	:	www.apsr2022.org

APSR 2022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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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psr2022.org

APSR 2022 사무국 | ㈜코엑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4층 06164
E  apsr@apsr2022.org

“Above and Beyo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