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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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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KALAS members,

It is our great pleasure to warmly invite you to the 
2022 KALAS International Symposium, entitled with 
‘UNBIAS (Unveiling BIo-network using Animal System)’ 
at Jeju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Jeju ICC) 
in Jeju island from July 20 (Wed) to 23 (Sat) in 2022.  

The International Symposium is composed with 2 
plenary lectures: ‘Microbiome and nutrition in animal 
health and diseases’ (Prof. Won-Jae Lee, Seoul Natl. 
Univ.) and ‘Defining and engineering the gut stem cell 
microenvironment’ (Prof. Tae-Hee Kim, The Hospital for 
Sick Children & University of Toronto), and 16 program 
sessions including Cancer model, Zebra-fish, Marmoset, 
Gut-brain axis, Mitochondrial dynamics and therapy, 
IBD preclinical models, Liver diseases, IACUC, Research 
ethics, KLAT educational sessions, etc.

The symposium will be supported by several 
institutions, agencie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KOFST, NIFDS, JCVB, KIT, KMPC, etc. and I would like to 
thank all those concerned in this symposium. 

We hope that all participants will enjoy this KALAS 
international symposium that give an opportunity to 
broaden your academic knowledge, and carry back 
with you fond memories from Jeju island. Once again, I 
sincerely appreciate for those who support and 
contribute to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KilSoo Kim
President, KALAS



◎ 학술대회 안내

대 회 명 2022 KALAS International (오프라인 행사)

일 시 2022년 7월 14일(수) ~ 17일(토)

장 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JEJU ICC)

◎ 학술대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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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확정상태인 가(안)임

2022 KA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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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장 안내

대 회 장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3층

세 미 나 실 : 한라홀 A / 한라홀 B / 삼다홀 AB 

2022 KALAS
국제학술대회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1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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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nsorship 신청모집 안내

2022 KALAS
국제학술대회

구 분 세부사항 금 액(원)

광고

컬러광고

(초록집 외 기타홍보물)

뒤표지 4,000,000

앞표지 뒷면 3,000,000

내지 2,000,000

흑백광고 초록집 외 기타홍보물 1,000,000

영상광고 학술심포지엄 사이 상영 1,000,000

홈페이지 배너 12개월 1,200,000

네임카드 스트랩 2개 기업 신청가능 1,500,000

전시부스

일반부스 3x2m, 7/15~16 2,000,000

독립부스 3x2m, 7/15~16 1,700,000

Luncheon

Seminar (6개)

7/21

(목)

런천1 한라홀A 100개 3,000,000

런천2 한라홀B 100개 3,000,000

런천3 삼다홀AB 100개 3,000,000

7/22

(금)

런천4 한라홀A 100개 3,000,000

런천5 한라홀B 100개 3,000,000

런천6 삼다홀AB 100개 3,000,000

Package A
독립부스 3, 컬러광고(뒤표지), 네임카드 스트랩,

영상광고, 홈페이지배너광고
11,000,000

Package B 일반부스 2, 런천세미나,  컬러광고(뒤표지), 영상광고 9,000,000

Package C 일반부스 1, 런천세미나, 컬러광고(앞표지 뒷면) 6,000,000

Package D 일반부스 1,컬러광고(내지), 영상광고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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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 액 (VAT별도) 세 부 사 항

광고

컬러

(뒤표지) 4,000,000원

A4 사이즈

초록집 1회 게재

기타홍보물 게재

(앞표지 뒷면) 3,000,000원

(내지) 2,000,000원

흑백 1,000,000원

홈페이지 배너 1,200,000원
홈페이지 12개월(1년) 

게재

영상광고 1,000,000원
부스전시장, 심포지엄

사이 상영

네임카드 스트랩 1,500,000원
스트랩 500개 기준

선착순 2개 기업

(1) 신청방법

① 신청서를 사무국 메일(kalas@kalas.or.kr)  로 접수

② 세금계산서 발급 후 입금(선발급 선택 시) / 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급 (후발급 선택 시)

③ 해당 제출파일을 사무국 메일로 제출

(2) 상세설명

① 광고

- 게재위치 : 금액 순 > 신청서 접수일 순으로 선정

- 제출파일 : 광고 파일(A4 사이즈, 용량 1MB 이상)

② 홈페이지 배너

- 게재위치 : 홈페이지 좌측 상단, 접속 시 마다 배너위치 변경

- 게재기간 : 게재일로부터 12개월(1년)

- 제출파일 : 배너 이미지 파일(246*50, 1~3개), 반단광고 파일(A5 사이즈, 가로 길게)

◎ 광고 신청 안내

2022 KA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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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상광고

- 게재위치 : 부스전시장 상시 상영, 심포지엄 사이에도 상영

- 제출파일 : 동영상 (mp4 또는 wave 파일)

④ 네임카드 스트랩

- 게재내용 : 로고 및 기업명 인쇄

- 제출파일 : 로고 파일, 반단광고 파일(A5 사이즈, 가로 길게)

- 스트랩 : 원하는 색상 선택 가능(예시) 

◎ 광고 신청 안내

2022 KALAS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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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를 사무국 메일(kalas@kalas.or.kr)  또는 팩스(02-584-1909)로 접수

② 세금계산서 발급 후 입금(선발급 선택 시) / 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급(후발급 선택 시)

③ 해당 제출파일을 사무국 메일로 제출

(1) 상세설명

①전시 일정 및장소

- 설치: 7월 20일(수) (독립부스) 14:00~ / (일반부스) 16:00~

- 전시 : 7월 21일(목) 10:00 ~ 21일(금) 16:30 (2일간)

- 철거 : 7월 22일(금) 16:30~

- 장소: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3층 로비

② 부스 위치 선정

- 개수 순 > 접수일 순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위치 직접 선택(접수 마감 후)

- 필요 시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 섭외위원장이 조정

③ 제출파일

- 로고파일, 반단광고 파일(A5 사이즈, 가로길게)

④ 기타사항

- 명찰 제공: 부스 1개당 2명 명찰 제공, 초과 인원은 전시기업으로 학회 등록 필수

- 간판: 기업명만 기재, 다른 문구 기재 불가

- 추가물품: 학회 사무국 전화(02-364-1909) 또는 메일(kalas@kalas.or.kr)로 신청

◎ 전시부스 신청 안내

구 분 금 액 (VAT별도) 세 부 사 항

현장 전시부스

일반 2,000,000원

벽체 및 간판, 안내데스크1개, 

사각테이블1개,

의자2개, 스포트라이트3개, 형광등1개,

2구콘센트1개(1kw)

독립 1,700,000원
사각테이블1개, 의자2개,

2구콘센트1개(1kw)

2022 KALAS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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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부스 예시

2022 KA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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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부스 예시 (일반부스 / 독립부스)

2022 KA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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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부스 배치도

▶ 부스전시장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3F 로비

▶ 세 미 나 실 : 한라홀 A / 한라홀 B / 삼다홀 AB 

2022 KALAS
국제학술대회

※ 배치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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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ncheon Seminar 신청 안내

구 분 일시 금액 (VAT별도) 장소 식사권

Luncheon

Seminar

(6개)

7/21(목)

13:00-13:20

런천1 3,000,000 한라홀A 100개

런천2 3,000,000 한라홀B 100개

런천3 3,000,000 삼다홀AB 100개

7/22(금)

12:10-12:30

런천4 3,000,000 한라홀A 100개

런천5 3,000,000 한라홀B 100개

런천6 3,000,000 삼다홀AB 100개

(1) 신청방법

① 신청서를 사무국 메일(kalas@kalas.or.kr) 또는 팩스(02-584-1909)로 접수

② 해당 제출파일을 사무국 메일로 제출

※ 식사권 개수는 추가 가능합니다. 추가 견적은 사무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2) 상세설명

① 세미나 일시 및 장소

- 일시 : 런천 1, 2, 3 - 7월 21일(목) 13:00-13:30

런천 4, 5, 6 - 7월 22일(금) 12:10-12:30

- 장소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A / 한라홀B / 삼다홀

② 제출파일

- 로고 파일, 반단광고 파일 (A5 사이즈, 가로 길게), 런천세미나 연자 초록, CV

③ 운영 안내

- 연자 섭외 및 연자료는 기업에서 운영

- 명찰 제공: 기업 staff 총 2명 명찰 제공, 초과 인원은 전시기업으로 학회 등록

- 런천티켓 배부

· 학회에서 제작한 티켓을 해당 기업 전시부스에서 직접 배부

· 부스가 없는 경우 세미나 당일 오전부터 등록데스크에서 배부

- 기업 강연 후(15~20분) 식사권을 제공하고, 델리지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형태로 운영

2022 KALAS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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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① 신청서를 사무국 메일(kalas@kalas.or.kr)로 접수

② 세금계산서 발급 후 입금(선발급 선택 시) / 입금 후 세금계산서 발급 (후발급 선택 시)

③ 해당 제출파일을 사무국 메일로 제출

◎ Membership Discount Package 신청 안내

Package A (1,100만원)
전시장 독립부스 3개 5,100,000원

광고

컬러광고 (뒤표지) 4,000,000원

네임카드 스트랩 1,500,000원

영상광고 1,000,000원

홈페이비 배너광고 1,200,000원

총 액
12,800,000원
11,000,000원

Package B (900만원)

전시장
일반부스 2개 4,000,000원

런천세미나 3,500,000원

광고
컬러광고 (뒤표지) 3,000,000원

영상광고 1,000,000원

총 액
11,500,000원
9,000,000원

Package C (600만원)

전시장
일반부스 1개 2,000,000원

런천세미나 3,000,000원

광고 컬러광고 (앞표지 뒷면) 3,000,000원

총 액
8,000,000원
6,000,000원

Package D (300만원)
전시장 일반부스 1개 2,000,000원

광고
컬러광고 (내지) 2,000,000원

영상광고 1,000,000원

총 액
5,000,000원
3,000,000원

2022 KA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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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런천세미나 신청 혜택 및 안내

(1) ServiceⅠ

- 명찰 제공: 부스, 런천 1개당 2명 명찰 제공

- 학술대회 초록집에 흑백 반단광고 무료로 게시

◎ 제출파일

- 로고와 반단광고 파일은 기존 주셨던 파일에서 달라지셨을 경우 부탁드립니다!

① 로고 파일

② 반단광고 파일

[반단광고 파일 - 초록집 뒷 면에 무료로 게재해드리는 업체광고(흑백인쇄)]

사이즈 : A5 / 가로가 긴 형태(210mm 내외)

※ 예시

(3) 협력기업 산학협력 간담회 안내

- 개최일시: 7월 22일(금) 10:00 - 10:30

- 개최장소: 3층 303호 회의실

- 참석대상: 협력기업 대표 및 관계자 1명

산학협력 감담회로 진행하고 알찬 제주도 특산품 을 증정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2 KA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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