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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후원사 혜택은 본 조직위원회와 후원사 간의 협의 하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스 및 광고 위치는 후원 등급과 입금완료 순서를 기준으로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정됩니다. 

Satellite symposium은 해당 후원 회사에서 구성하고 진행하셔야 하며, 조직위원회로부터 발표자와 그 내용이 행사 취지와 적절한지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좌장 및 연사 초청비 별도)

Satellite symposium의 시간과 장소 배정은 후원사 등급과 신청 순서로 배정되며, 상황에 따라 2~3개방으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후원프로그램
제10회 아시아소아감염학회 학술대회(ACPID 2020)는 1,000명 이상의 세계 각국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합니다. 후원 참가사들은 학술대회 기간에 뉴스레터, 웹배너 등 온라인 홍보를 

비롯하여 전시, satellite symposium, 만찬 초청 등 참가자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기업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메인 후원 프로그램

ACPID 2020 메인 후원 프로그램은 후원 기여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개 등급(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으로 구분되며, 공식 후원사로 명기됩니다.  

* VAT 별도

혜택

전시부스

광고

로고노출 

후원등급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

2억원 1억원 8,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전시 부스 공간 (1부스 / 3 x 2 m) 8 부스 4 부스 3 부스 2 부스 1 부스

Satellite Symposium

Satellite Symposium 2 회 1 회 - - -

홍보 뉴스레터 발송 4 회 2 회 - - -

프로그램북 컬러광고
1 페이지
(선호페이지)

1 페이지 1 페이지 - -

초록집 컬러광고
1 페이지
(선호페이지)

1 페이지 - - -

대회 안내서 로고 노출 O O - - -

모바일앱 로고 노출 O O - - -

무료등록 및 만찬 초청

무료등록 20명 10명 8명 5명 3명

VIP 만찬 4명 2명 1명 - -

명찰 줄 로고 노출 O - - - -

행사장 로고 노출
(현수막, DID 등)

O O O O O

대회 뉴스레터 로고 노출 O O O O O

웹사이트 로고 노출 O O O O O

ACPID 공식후원사 로고 사용권 O O O O O

대회 뉴스레터 배너광고 10회 5회 2회 - -

참가자 가방 광고지 삽입 2개 1개 - - -

후원 신청 안내 

신청 방법

• 후원 신청은 안내서에 첨부된 후원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함께 사무국에 이메일로 송부해주시기바랍

니다.

(담당자: ACPID 2020 사무국 서명화 대리 smh@pod-pco.com)

•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에서 Invoice와 함께 약정서를 보내드립니다. 대표자 서명이 날인 된 약정서와 계약금(후원금액의

30%)송금이체 확인증을 함께 사무국으로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사 혜택은 계약이 완료되고 금액이 완불되기 전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후원신청서 접수 마감일: 2019년 11월 29일(금)

결제 방법

•후원금 결제는 은행 송금만 가능하며, 송금 수수료는 참가 업체 부담입니다

후원 신청 취소

•신청 취소는 반드시 대표자 서명 날인된 공문 형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2020년 3월 26일까지 취소 요청 시, 납입한 금액의 90% 환불

- 2020년 3월 27일~5월 26일 기간에 취소 요청 시, 납입한 금액의 50% 환불

- 2020년 5월 26일 이후 취소 요청 시, 환불 불가능

•후원금이 최종 마감일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조직위원회에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시 입금한 계약금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북�또는�초록집�광고

•독립부스 1개(3 m X 2 m의 전시공간만 제공)

•행사장 로고 노출

•웹사이트 로고 노출

2,000만원 (VAT 별도)전시후원패키지 A

•독립부스 1개(3 m X 2 m의 전시공간만 제공)

•행사장 로고 노출

1,000만원 (VAT 별도)전시후원패키지 B

전시후원 프로그램

개별 아이템 

사이즈 금액 비고

1 페이지 400만원

1/2 페이지 200만원

- 내지 컬러 1페이지

- 광고위치는 후원신청사를 우선 배정하며, 이후는 신청순서에 따라 배정

납입 금액

계약금: 후원금액의 30%

중도금: 후원금액의 30%

잔금: 후원금액의 40%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입금

2020년 3월 31일

2020년 7월 31일

마감일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위원회와 후원사의 협의에 따라 납부일정과 금액은 변경 가능합니다.

참가 문의 

ACPID 2020 사무국 (담당자: 서명화 대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5길 22 1101호

Tel. 070-4711-3210    Fax. 02-325-1719   

Email. info@acpid2020.org   
Website. www.acpid2020.org

•예금주: 대한소아감염학회 •은행명: SC제일은행 •계좌번호: 649-20-158-283은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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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ID 소개
아시아소아감염학회 학술대회(Asian Congress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ACPI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아청소년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로 세계 각국 약 1,000명의 소아감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연구자, 학자, 간호사, 보건학 및 기타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학술대회로 아시아 어린이들의 감염병 관련 학술 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2002년 태국 파타야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제 10회인 2020

년에는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소아청소년 감염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ACPID 2018 Top 10참가국 

Japan, Philippines, Indonesia, Thailand, Hong Kong,

Singapore, Taiwan, China, Bangladesh, India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국가

Thailand

Malaysia

Philippines

Indonesia

Taiwan

Sri Lanka

China

Thailand

Japan

도시

Pattaya

Kota Kinabalu

Cebu

Surabaya

Taipei

Colombo

Beijing

Bangkok

Fukuoka

아시아소아감염학회(ASPID)

ACPID 개최현황 

ACPID 참가자 분석

아시아소아감염학회(Asian Society for Pediatric Infec-

tious Diseases, ASPID)는 세미나, 워크숍, 기타 회의를 

통해 아시아 지역 소아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여러 연구기관이 소아 감염 연구에 서로 협력하기 위해 1994년에 

조직되었습니다.

ASPID는 2년마다 아시아소아감염학회 학술대회(ACPID)를 개최하며, 동 기간에 각 회원국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이사회도 

함께 열립니다.

대 회 명 제10회 아시아소아감염학회 학술대회

The 10th Asian Congress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ACPID 2020)

일 자 2020년 10월 28(수)~31(토), 4일간

장 소 서울 신라호텔

슬로건  Together, Towards the Best for Children

주 최 Asian Society for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ASPID) 

주 관 대한소아감염학회

참가인원 20개국 약 1,000명 예상 (해외 600명, 국내 400명)

전시규모 15개사 50개 부스

공식 언어 영어

공식 웹사이트 www.acpid2020.org

프로그램 구성 초청 강연, 구연 및 포스터 발표, 후원사 주최 satellite symposium, 전시

주요 토픽 •Antibiotic Stewardship and Infection Control

•Antimicrobial Agents: Resistance, PK/PD Analysis, TDM

•Bacterial Infections

•Diagnostic Microbiology

•Emerging and Zoonotic Infections

•Fungal Infections

•Global Child Health/Public Health

•Host-Pathogen Interactions

•Immunization and Vaccines

•Infections in the Immunocompromised Host

•Microbiome in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Tick-Borne Infections

•Tropical Diseases

•Viral Infections

•Congenital and Perinatal Infection

•Others

학술대회 개요

Sri Lanka
1,000

2012

China
1,500

2014

Thailand
1,000

2016

Japan
1,800

2018

SPONSORSHIP PROSPECTUS

04 05

10th Asian Congress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ACPID 소개
아시아소아감염학회 학술대회(Asian Congress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ACPI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아청소년 감염병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의로 세계 각국 약 1,000명의 소아감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연구자, 학자, 간호사, 보건학 및 기타 감염병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학술대회로 아시아 어린이들의 감염병 관련 학술 발전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본 학술대회는 2002년 태국 파타야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으며, 제 10회인 2020

년에는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소아청소년 감염 분야의 국제학술대회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ACPID 2018 Top 10참가국 

Japan, Philippines, Indonesia, Thailand, Hong Kong,

Singapore, Taiwan, China, Bangladesh, India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연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국가

Thailand

Malaysia

Philippines

Indonesia

Taiwan

Sri Lanka

China

Thailand

Japan

도시

Pattaya

Kota Kinabalu

Cebu

Surabaya

Taipei

Colombo

Beijing

Bangkok

Fukuoka

아시아소아감염학회(ASPID)

ACPID 개최현황 

ACPID 참가자 분석

아시아소아감염학회(Asian Society for Pediatric Infec-

tious Diseases, ASPID)는 세미나, 워크숍, 기타 회의를 

통해 아시아 지역 소아 감염병의 진단,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여러 연구기관이 소아 감염 연구에 서로 협력하기 위해 1994년에 

조직되었습니다.

ASPID는 2년마다 아시아소아감염학회 학술대회(ACPID)를 개최하며, 동 기간에 각 회원국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이사회도 

함께 열립니다.

대 회 명 제10회 아시아소아감염학회 학술대회

The 10th Asian Congress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ACPID 2020)

일 자 2020년 10월 28(수)~31(토), 4일간

장 소 서울 신라호텔

슬로건  Together, Towards the Best for Children

주 최 Asian Society for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ASPID) 

주 관 대한소아감염학회

참가인원 20개국 약 1,000명 예상 (해외 600명, 국내 400명)

전시규모 15개사 50개 부스

공식 언어 영어

공식 웹사이트 www.acpid2020.org

프로그램 구성 초청 강연, 구연 및 포스터 발표, 후원사 주최 satellite symposium, 전시

주요 토픽 •Antibiotic Stewardship and Infection Control

•Antimicrobial Agents: Resistance, PK/PD Analysis, TDM

•Bacterial Infections

•Congenital and Perinatal Infection

•Diagnostic Microbiology

•Emerging and Zoonotic Infections

•Fungal Infections

•Global Child Health/Public Health

•Host-Pathogen Interactions

•Immunization and Vaccines

•Infections in the Immunocompromised Host

•Microbiome in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Tick-Borne Infections

•Tropical Diseases

•Viral Infections

•Others

학술대회 개요

Sri Lanka
1,000

2012

China
1,500

2014

Thailand
1,000

2016

Japan
1,800

2018

SPONSORSHIP PROSPECTUS

04 05

10th Asian Congress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대한소아감염학회(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는 1993년 한국소아감염병연구회로 시작되어 

소아청소년 감염학의 발전과 회원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의 감염병과 예방접종에 대한 학술 연구 및 발표, 

국제 학술 교류, 학회지와 도서 간행 등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춘추계학술대회에서의 심포지움, 특강과 함께 매년 2회 개최되는 연수강좌를 통해 소아청소년의 감염 

질환 및 백신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소아청소년 감염 분과전문의 및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학술연구상을 수여하여 그 연구결과를 국내와 해외의 학술대회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감염과 예방접종에 대한 연구 업적을 알리는 동시에 외국의 감염 전문가들과의 국제적 교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감염병 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의 홍역 퇴치 상황과 함께 결핵, B형 간염 등 각종 감염 질환의 

관리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

대한소아감염학회(KSPID)

ACPID 2020 조직위원회

학회장 김경효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사무총장 김종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무 김기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위원회 위원장 최은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위원장 이현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수은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김예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 진 한일병원

 이택진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진아  서울아산병원

 최의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출판 조대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출판 조은영  충남대학교병원

재무위원회 김동호 원자력병원

 김종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기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홍보위원회 박수은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김윤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최수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지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후원•전시위원회  김기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준호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안종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최영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교행사위원회 김예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은병욱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강현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등록위원회 조대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신선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택진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수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보기술위원회 김동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준기 충북대학교병원

 최재홍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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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효과

•아시아 소아청소년 감염질환 및

예방접종 관련 진료 및 연구, 기초 및 임상을 아우르는

최신 지견과 연구 업적에 대한 학술교류의 장 마련

•의사, 연구자, 제약회사 간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국제 협력 방안 모색

10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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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표

*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함께 사무국 이메일(info@acpid2020.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CPID 2020 후원신청서

기본 정보

회사명 (국문)

문)

대표자 성명

주소

웹사이트

담당자 정보

담당자 성명

직함

일반전화 (직통)

부서

이메일

휴대폰

후원 신청 내역

구분 등급

메인 후원

금액 (VAT 별도)

200,000,000 원

100,000,000 원

80,000,000 원

50,000,000 원

3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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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표

*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와 함께 사무국 이메일(info@acpid2020.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CPID 2020 후원신청서

기본 정보

회사명 (국문)

(영문)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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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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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방법

•후원금 결제는 은행 송금만 가능하며, 송금 수수료는 참가 업체 부담입니다.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위원회와 후원사의 협의에 따라 납부일정과 금액은 변경 가능합니다.

ACPID 2020 후원신청서

납입 금액

계약금: 후원금액의 30%

중도금: 후원금액의 30%

잔금: 후원금액의 40%

마감일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입금

2020년 3월 31일

2020년 7월 31일

•예금주: 대한소아감염학회 •은행명: SC제일은행 •계좌번호: 649-20-158-283은행정보

신청 일자:

담당자 이름:  (서명 또는 인)

ACPID 2020 사무국 (담당자: 서명화 대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5길 22 1101호 

Tel. 070-4711-3210    Fax. 02-325-1719   

Email. info@acpid2020.org    Website. www.acpid2020.org

당사는 위와 같이 제10회 아시아소아감염학회 학술대회(ACPID 2020)의 후원 참가를 신청하며, 조직위원회의 후원 

규정을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SPONSORSHIP PROSPECTUS

10

10th Asian Congress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