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영양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전시회/광고 참여 안내문
지난 반세기동안 국내외 식품영양학계의 주축으로 국민 건강 증진 활동과 다양한 산학 협력 활동을
진행해온 사)한국영양학회가 2019년 10월 11일에 Seoul Dragon City Hotel에서 추계국제학술대회를 개
최합니다.
2019년 추계학술대회는 식품영양학 분야의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근거를 기초로 한 현장에서의 적용
성까지 아우르는 ‘Translational Research in Nutrition: from Lab to Practice’를 주제로 하여 개최할 예
정입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식품영양관련 전문 연구자와 산업체, 국가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류하면서 현재 직면한 건강 문제를 식품영양학적
관점으로 통찰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접하고,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며, 산업적 활용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에
서는 아래 내용을 보시고 기한내 참가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 한국영양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일정
1) 주 제 : Translational Research in Nutrition: from Lab to Practice
2) 일 시 : 2019. 10. 11. (금) 9:00~17:30
3) 장 소 : Seoul Dragon City, Grand Ballroom (5f.)

※ 전시회/광고 신청 방법
신청마감

2019. 08. 30(금)까지

신청방법

다음장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E-mail (kns2@kns1.or.kr)로 제출

문

tel: 02-3452-0435

의

E-mail: kns2@kns1.or.kr

※ 전시회/광고 금액별 지원 내역
금
1

액

300만원

지원 내역
필수) 초청장, 자료집 앞면에 기관명 기재 +
선택) 자료집 칼라광고 + 학회 전시 참가
(학술대회에 2인 무료참가 가능)

2

200만원

3

110만원

4

100만원

5

물품지원

자료집 칼라광고 + 학회 전시 참가
(학술대회에 2인 무료참가 가능)

학회 전시 참가
(학술대회에 2인 무료참가 가능)

자료집 칼라광고
(학술대회에 1인 무료참가 가능)

※ 학술대회의 세션 공동 진행을 원하시는 기관은 E-mail (kns1@kns1.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9 한국영양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전시회/광고 참가 신청서
[2019. 10. 11. Seoul Dragon City Hotel]
※ 홍보 방법 : 1) 광고 게재 (자료집, 초청장)

2) 전시회 참가

※ 참가 방법 : 아래 신청서 작성 후 2019. 8. 30. 안으로 e-mail (kns2@kns1.or.kr) 우송
-----------------------------------------------------------------------------------------

<학술대회 협찬 참가 신청서>
(신청서 제출일 :

월

일)

업체(기관)명

담당자명

(공식명칭)

연락처 /
이메일
협찬금 지급용
발급요청 서류
주소

Tel)
E-mail)

대표자명
입금일

(

),
협 찬 방 법

1

300만원

선택

필수) 초청장, 자료집 앞면에 기관명 기재 +
선택) 자료집 칼라광고 (
)-선택 시 ✔표시
+학회 전시 참가 (
)-선택 시 ✔표시
(학술대회에 2인 무료참가 가능, 위 선택사항 모두 선택 가능)

2

200만원

3

110만원

4

100만원

5

물품지원

자료집 칼라광고 + 학회 전시 참가
(학술대회에 2인 무료참가 가능, 선택 가능)

학회 전시 참가
(학술대회에 2인 무료참가 가능)

자료집 칼라광고
(학술대회에 1인 무료참가 가능)

품명:

* 협찬 신청 마감일 : 2019년 8월 30일(금)까지 (전화문의 02-3452-0435)
* 신청 방법 : 상기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kns2@kns1.or.kr) 우송
* 협찬금 입금 정보 : 1) 국민은행 349401-04-258558, 사)한국영양학회
2) 10월 1일 안으로 입금요망
* 협찬금 지급용 발급 가능 서류 : 세금계산서 or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10%의 부가세가 추가되어 서류 발급)
* 전시 Booth : 탁자 1개, 의자 2개 제공 (부스는 업체 개별 설치)
* 자료집 광고 필름 크기 : 가로 19cm × 세로 26cm, 1면
(전시 및 광고 자료제출은 차후 자세히 안내 예정)

수량: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