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쉽/ 홍보 프로그램 제안서
Sponsorship and Promotional Proposal

2. 제안 사항
‘인터참코리아 공식 스폰서’
The best partner of your business,
인터참코리아와 함께 맞춤형 전략으로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세요!
발전하는 K-Beauty에 발 맞추어 성장하는 국제적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인터참코리아에서 여러분의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세요
* VAT 별도

 스폰서쉽/홍보 패키지 Benefits
구분

협찬 금액

Official Sponsorship

플래티넘
패키지

브랜드 노출
패키지

스페셜 아이템
패키지

인플루언서
토탈 패키지

25,000,000원

5,000,000원

14,000,000원

7,000,000원

※ 플래티넘 패키지란? 브랜드 노출 + 스페셜 아이템+ 인플루언서 패키지를 한번에!

①

신청 기한 :

2019년 7월 31일 (수)

②

참가 문의처 :

인터참코리아 사무국 02-2284-0008 | info@intercharmkorea.com

www.intercharmkorea.com

Sponsorship Package
스폰서쉽/홍보 패키지 Benefits

The best partner of your business, 인터참 코리아와 함께 맞춤형 전략으로 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하세요!
발전하는 K-Beauty에 발맞추어 성장하는 국제적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인터참 코리아에서 여러분의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세요
* VAT 별도

플래티넘
패키지

브랜드노출
패키지

스페셜
아이템
패키지

인플루언서

토탈 패키지

① 로비 콩코스(Concourse) 배너 설치

V

② 전시장 카펫 설치

V

③ 실내 천정 배너 설치

V

④ 등록데스크 Logo 삽입

V

⑤ 출입증(Badge) 협찬 사 Logo 삽입

V

⑥ 제품 쇼케이스

V

V

V

⑦ 디렉토리 광고

V

V

V

⑧ 전시회 뉴스레터 배너 광고

V

V

V

⑨ 홈페이지 협찬 사 배너 노출

V

⑩ 인플루언서 패키지

V

V

⑪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마케팅

V

V

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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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5,000,000원

14,000,000원

7,000,000원

Package 1. 인플루언서 패키지
Cross-promote your Brand across online networks
인플루언서를 통해 스폰 기업의 제품 리뷰 사진 포스팅 및 해시태그 노출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P-1.

인스타그램 포스팅
₩ 3,000,000 (VAT 별도)

► 7명의 인플루언서 (각 팔로워 5만 이상)이 각 2회 포스팅:
총 14 회 포스팅

P-2.

인플루언서 토탈 패키지
₩ 7,000,000원 (VAT 별도)

► 7명의 인플루언서 (각 팔로워 10만 이상)가 각 2회 포스팅:
총 14 회 포스팅

▪ 사전 제품 리뷰 사진 포스팅 1회 (셀프 컷 1장, 제품 컷 1장)

▪ 사전 제품 리뷰 사진 포스팅 1회 (셀프 컷 1장, 제품 컷 1장)

▪ 전시 당일 포스팅 1회 (스폰 기업 부스 내 1장)

▪ 전시 당일 포스팅 1회 (스폰 기업 부스 내 1장)
▪ 해시태그 노출 검색 시 인기 게시물 內 노출 (1달 보장)

► 구독자 3천명 이상 유튜버 채널 1회 포스팅
▪ 사전 리뷰, 브랜디드 컨텐츠 촬영, 편집, 포스팅 (약 3~4분)
영상 초상권 활용 3개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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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2. 브랜드 노출 패키지
Improve Your Brand Awareness & Attract Visitors!
참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참관객 부스 유입 증가를 위한 패키지로, 전시 현장에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노출 시킬 수 있습니다.

P-1.

로비 콩코스(Concourse) 배너 광고
₩ 1,000,000원 (VAT 별도)

P-2.

전시장 메인 입구 카페트 광고
₩ 3,000,000원 (VAT 별도)

► 위치: 코엑스 Hall A 입구 콩코스 배너 로고 삽입

► 위치: 코엑스 Hall A 앞 메인 입구 바닥 로고 삽입

► 수량: 기업 당 최대 1개/ 선착순 마감

► 수량: 선착순 2개 사

► 형태: 인터참 광고 페이지 & 기업로고 게재

► 방법: 기업 로고 디자인 파일 사무국 접수

► 효과: 전시장 방문객 및 코엑스 주변 유동 인구

► 효과: 3일간 전시장 방문객 및 업계 관계자

30만명 대상 광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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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만여명(작년 기준) 대상 광고 효과

Package 2. 브랜드 노출 패키지
Improve Your Brand Awareness & Attract Visitors!
참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참관객 부스 유입 증가를 위한 패키지로, 전시 현장 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노출 시킬 수 있습니다.

P-3.

실내 천정 배너 광고
₩ 1,000,000원 (VAT 별도)

► 위치: 전시장 내부 / 세부 위치는 사무국 지정
► 수량: 기업 당 최대 1개

P-4.

등록 데스크 Logo 삽입
₩ 2,000,000원 (VAT 별도)

► 위치: 전시장 입구 등록 접수대 (최대2개사),
바이어 등록 작성대 (최대2개사)

► 방법: 디자인 파일 제작 후 사무국 신청

► 방법: 디자인 파일 제작 후 사무국 신청

► 사이즈: 1.8m X 4m/ 1ea

► 사이즈: 별도 안내

► 효과: 3일간 전시장 방문객 및 업계 관계자 3만명

► 효과: 전시장 입구 배치로 전시장 입장객 뿐 아니라

(작년 기준) 대상 (광고 효과 및 부스 위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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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방문객 30만 명 대상 브랜드 홍보

Package 2. 브랜드 노출 패키지
Improve Your Brand Awareness & Attract Visitors!
참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참관객 부스 유입 증가를 위한 패키지로, 전시 현장 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노출 시킬 수 있습니다.

P-5.

제품 쇼케이스
₩ 2,000,000원 (VAT 별도)

► 위치: 전시장 내부 / 세부 위치는 사무국 지정
► 방법: 진열할 제품 사무국 별도 전달
► 효과: 3일간 전시장 방문객 및 업계 관계자 3만명
(작년 기준) 대상 제품 노출

※참고 사진으로 시안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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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2. 인터참 아이템 패키지
Expose Your Brand With Show Items
참가기업의 브랜드 로고를 참관객에게 배포되는 아이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P-1.

출입증(Badge) 협찬 사 Logo 삽입
₩ 10,000,000원 (VAT 별도)

► 대상: 인터참 코리아 참관객 대상 배포
(작년 기준, 약 3만 개 배포)
► 인쇄 순서: 협찬 사Logo  인터참 코리아 Logo 반복 인쇄

P-2.

디렉토리 광고
금액: 주최측 별도 문의

► 배포 수량: 3만 권 이상
► 대상: 인터참코리아 방문 참관객 및 업계관계자 대상 배포
참가업체 및 유관 기관 우편 배포

► 사이즈: 15mm X 70mm 내외 (4도 컬러)

► 형태: 컬러 1P (디자인 파일 제작 후 사무국 신청)

► 효과: 전시회 참관객 대상 배포되는 목걸이를 통해

► 사이즈: 별도 협의

실시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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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전시장 방문객 및 업계 관계자 대상 무료 배포

Package 2. 인터참 아이템 패키지
Expose Your Brand With Show Items
전시회 현장 F2F 홍보 외, 인터참에서 배포하는 온라인 / 모바일 홍보를 통해 사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P-3.

전시회 뉴스레터 배너 광고
₩ 1,500,000원 (VAT 별도)

► 위치: 인터참 코리아 공식 뉴스레터 하단
► 방법: 디자인 파일 제작 후 사무국 신청

P-4.

홈페이지 협찬사 배너 노출
₩ 1,500,000원 (VAT 별도)

► 위치: 인터참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www.intercharmkorea.com)
메인 페이지 하단 (최대 5개사)

► 대상: 인터참 코리아 바이어/참관객 대상

► 방법: 디자인 파일 제작 후 사무국 신청

► 사이즈: 별도 안내

► 사이즈: 294 X 104 픽셀

► 효과: 인터참 코리아 보유 DB (약 30만개) 대상 사전 홍보 3회

► 효과: 인터참 코리아 홈페이지 방문객
(일일 평균 1,000명) 대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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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Tel.
02-2284-0008
스폰서쉽/
홍보

프로그램 제안서

Sponsorship and promotional Proposal
E-mail. info@intercharm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