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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a Sponsor of Display Week 2015
THINK BEYOND THE BOOTH:

Make Display Week Attendees Take Notice Even Before They Reach the Show Floor
전시장 건물 로비 배너광고-양면

컨벤션센터 로비 네트웍 라운지 광고 - 독점 광고

전시장 건물 로비 배너 광고는, 모든 전시회 참가자들이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건물, 정면 로비에 위치하는 광고로, 모든 관람객들이 전시장
건물로 입장하기 전에 다 보게 됩니다. 이배너 광고에 귀사의 사업
전략적인 메세지를 담아 보세요. 6개의 배너 광고기회가 있으며, 모든
광고배너는 수직으로 걸리며 넓이 1.5m 길이3m의 양면 광고입니다.
광고 아트워크 (artwork) 마감일은 2015년 4월 24일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최자 측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컨벤션센터 로비 네트워크 라운지 광고는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자들
이 앉아서 쉬거나 식사하거나 사업 미팅을 하는 공간에 설치되는 광
고입니다. 광고 사이즈는 20’ x 90’ 이고, 귀사의 상호와 회사 로고는
이 라운지 지역의 사방 네 군데에 놓이는 양면 meter panel들에 들어
갑니다.
광고 아트워크 (Artwork) 마감일은 2015년 4월24일 입니다.

전시장 건물입구에서 전시장으로 연결 되는 층계/계단 광고

한 품목당 $1,500

$5,000

$3,000 - Only 6 available

DISPLAY WEEK 2015 세미나 가방에 넣는 홍보물
DisplayWeek 2015세미나의 참석자에게는 세미나 자료를 간편히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세미나 가방을 제공합니다. 이 가방에 귀사를
알릴 수 있는 선전 물품 한가지씩 넣을 수 있습니다. 선전물품들의
예를 보면 회사로고 혹은 회사를 상징하는 심볼들을 넣은 달력,
스트레스 해소 공, 열쇠고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귀사가 원하는
선전물품을 직접 제작하실 수 도 있습니다. 만약 귀사가 원하는
홍보물이 있으면, 사전에 전시회 주최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시회 주최자측에게 홍보물 제작을 의뢰할 수 도
있습니다. 의뢰시에는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귀사의 홍보물은 2015
년 5월 16일까지 주최자측 에 배달되어야 합니다.

$8,000 - Only 2 available

이광고는 전시장 건물, 전시홀 및 모든행사장으로 연결 되는
층계 및 계단들 위에 귀사를 소개할 수 있는 광고기회 입니다. 이
광고는 전시기간 내내 전시방문객에 아주 가까이에서 또한 지속적,
반복적으로 홍보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광고 아트워크
(Artwork)을 제공하면 주최측은 제작, 프린트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각 층계 광고사이즈는 넓이는 24x25인치 이고, 높이는 5와 ¼ 인치
입니다.

전시장 중앙로비 기둥 광고

$3,000 - 한기둥; $8,500 두 기둥 및 기둥과 기둥사이 공간까지
사용
이 광고는 전시장 앞, 컨벤션 센터의 로비에 있는 둥근기둥에
부착되는 광고로서, 전시장 들어오는 방문객들에게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됩니다. 또한 이 광고기회는 전시기간내내 전시업체들과
전시 관람객들의 시선을 집중 시킬 것입니다.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자들의 뱃지 홀더 끈 광고 - 독점 광고

$15,000

모든 전시회 참관자 및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귀사를 광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디스플레이 위크 주최측은 약 7000개의 벳지
홀더 끈을 제작하며, 벳지 홀더에 귀사의 로고를 인쇄하여 2015년
Display Week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사람들에게 배부하여 줍니다. 이
광고는 전시회 기간동안 참가자들의 뱃지와 함께 귀사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나 홍보해 줍니다. 벳지 홀터 끈은 한가지 색으로 제작되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등록시 배부됩니다.

DISPLAY WEEK 2015 세미나 가방 로고 광고

$995: 한개 당 (총 12개 가 들어감) , $15000: 귀사의 로고만
들어가는 독점 광고
DisplayWeek 세미나 가방에 로고넣는 광고는 인기가 많습니다. 매년
2000여개 이상의 세미나가방이 제작되는데, 이 가방에 귀사의 로고를
넣기를 원하시면 2015년 2월 13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광고는 전시회 기간 뿐만 아니라 전시회가 끝나고도 많은 전시회
참가자들이 비지니스 미팅을 위해 늘 들고 다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광고효과가 있습니다. 로고는 세미나 가방에 한 색깔로 제작되며,
세미나 등록자 모두에게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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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a Sponsor of Display Week 2015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배부되는 메모노트 광고 -

전자 빌보드 광고 $2,250 빌보드 한개, $12,000 8개
빌보드 모두 - 독점광고

$10,500 - 독점광고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메모노트에 귀사의
로고를 부착해 보십시요. 이 메모노트는 전시회 기간동안 필요한

귀사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빌보드

종료후 Display Week 2015전시회 및 세미나의 메모내용들이

노출되는 안전한 투자이며, 이보다 더 좋은 광고의 기회는 없을

메모들이 적혀 보관되거나 혹은 전시회 및 세미나 참석자들은 전시회

광고는 컨벤션안에 설치된 빌딩 모니터에 귀사의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동료들에게 전달될때 함께 귀사의 로고가 담긴 메모노트도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Display Week 전시기간동안 전시 참가자들에게

것입니다. 이 한가지 색깔로 인쇄되는 메모노트는 세미나 등록시 모든

귀사의 이름을 지속적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빌보드 광고 모니터

참석자들에게 배포됩니다.

크기는 55인치 이며, 8개의 모니터가 광고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모니터 마다 귀사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로, 프로그래밍은 각자 할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배부되는 볼펜 광고 -

수 있습니다.

$3,500 - 독점광고

인터넷 카페 및 전자기기 충전장소 광고 - 독점광고

귀사의 로고를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9,000

볼펜에 귀사의 로고를 부착해 보십시요. 귀사의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가지고, 전시회 및 세미나 기간내내 사용할 것이므로, 볼펜을

전시참가자들에게 인터넷 검색 및 이메일 점검 장소들은 전시회

및 행사에 참가하는 모든사람들은 가져가고 싶어하는 품목이 될

인기있는 장소에 광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사의 광고는 컴퓨터

사용할때마다 귀사의 로고를 보게 될 입니다. 또한 이 물품은 전시회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있는 장소입니다. 주최측은 이

것입니다. 이 광고물은 전시회 등록처, 세미나 등록처, 세미나 룸,

스크린 과 인터넷 카페 사인에 귀사의 로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미팅룸, 문의처등 전시회기간동안 모든곳에 배치될 것입니다.

전시회 참가자들이 전화기, 테블렛 및 기타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장소에도 귀사의 로고가 추가될 것입니다. 이 광고의 장소들은

DISPLAY WEEK 2015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장소입니다.

양면 미터 패널 광고
$1,350
T이 광고들은 인쇄된 빌보트 광고로서, 참가자들이 행사등록을 위해,
그리고 전시장을 오고 갈때 참가자들의 눈에 아주 잘 띄는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광고의 사이즈는 가로가 39인치이고, 세로가 90
인치이며 바닥으로부터 6인치 떨어집니다. 귀사가 광고 아트워크

(artwork) 마감일은 2015년 4월 26일이며, 귀사가 위치를 선정하여
주면 주최측은 설치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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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THE EXHIBIT HALL:

Put Your Booth at the Top of Attendees’ To-Do List
전시장 복도에 걸리는 사인 광고 - 독점광고

전시장 입구에 깔려 있는 카펫위 회사로고 스티커 광고 2개

전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전시자 및 방문객들은 각 전시장 복도
천장에 걸려 있는 부스 번호 배너를 보게 됩니다. 각 복도에 걸려
있는 배너마다 회사 로고가 부착되는 광고 이므로, 모든 방문객들은
쉽게 귀사의 상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인들은 양면 광고이며
길이 4 피이트 이고 , 넓이가 2 피이트 입니다. 각 복도마다 한개씩
배너가 걸리므로, 전시장안에 총 18개의 배너가 걸립니다. 이 광고는
주최측이 제공하는 모든 광고들중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광고입니다.
광고 아트워크는 2015년 4월 24일까지 보내 주시면, 주최측은
제작하여 설치하여 드립니다.

이 광고는 전시홀 입구들중 정 중앙 2개의 입구앞, 카펫에 귀사의
로고가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되어서 2015년 전시회 참가업체들과
방문객들이 전시장 들어오면서 모두 보게 됩니다.
귀사가 2015년 4월24일까지 광고 아트워크를 제공하면 주최측은
프린트하여 설치하여 드립니다. 각 광고 한개의 사이즈는 평방 5’x5’
입니다.

$10,000

$2,500

전시홀안 쉼터 벤치 광고

$1,295: 두개의 벤치, $6,000: 10개의 벤치에 귀사의 단독 로고를
넣을 경우

기술 혁신 전시홀 광고 - 독점광고

전시장 중앙 통로를 따라 쉼터 벤치가 5쌍, 10개 놓입니다. 귀사의
광고는 두개의 벤치 사이에 5쌍의 램프포스트 (lamp post)가
설치되는데 램프 포스트위에 귀사의 광고가 설치됩니다.
광고 사이즈는 18 sq. ft 이며 양면 패널광고입니다. 광고 아트워크
(artwork)은 2015년 4월 24일까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15,000

기술혁신 전시홀(I-Zone)은 메인 전시장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들을 직접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이 전시공간 천장에 귀사의 로고가 배너형식으로 설치됩니다. 이
I-Zone 전시공간은 가장 관심있는 최근 기술들이 전시회되어서
귀사가 이 공간에 광고를 하신다면 아주 많은 방문객들에게 큰 홍보가
될 것입니다.

DURING DISPLAY WEEK:

Put Your Company at Events Where Attendees
Will Notice You
언론, 미디아 조찬 및 오찬 스폰서 기회

Media Breakfasts - $6,500, and Media Lunches – $6,500
전시회 기간동안 세계 각국으로 부터 참석하는 미디아들이 이용하는
프레스룸에 음식과 다과들을 제공하는 스폰서 기회입니다. 이
프레스 룸의 스폰서쉽 기회는 아침식사와 점심식사 각각이 있으며,
또한 모든 프레스/미디아들에게 귀사의 신제품 및 기술등을 미디아
들에게 소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므로 언론에 홍보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주최측은 Display Week 2015행사에
참가하는 미디아들에게 귀사의 스폰서쉽을 사전에 알려 줍니다. 조찬
스폰서쉽 광고는 아침식사를 6월 3일(수) 과4일(목)에 가능하고, 점심을
스폰서쉽은 원할 경우는 6월 2일 (화) 과 3일 (수)에 가능합니다.

DISPLAY WEEK 연례 시상행사, 오찬장 스폰서쉽 - 독점광고

오찬형식으로 개최되며, 이 오찬장은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디스플레이
주요인사들이 초청되며, 이 오찬에 스폰서를 하는 회사는 특별히
SID 회장으로 부터 소개되며, 또한 모든 오찬 참석자들에게 회사
안내책자들을 배부할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또한 오찬장에 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배너도 걸리게 됩니다.

$10,000

Annual Awards Luncheon은 매년 DisplayWeek 전시회 기간동안
최고 기술 및 최고 전시제품을 선정하여 올해의 최고의 전시제품상과
I-Zone전시홀에 전시된 prototype 제품들중 가장 뛰어난 기술을
지닌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전시회의 유명한 연례 행사입니다.
이 연례 행사는 Display Week 2015 기간동안에 6월3일(수)에
www.displaywee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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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a Sponsor of Display Week 2015
DISPLAY WEEK 2015 특별 네트웍 행사 스폰서 쉽 광고 -

($27,500 부터 시작되며, 주최측과 상의하여 더 큰 고객형 광고를 만들

독점광고
$27,500

수 있습니다)

Display Week 2015 특별네트웍 행사 독점광고기회를 잡으십시요.
이 특별 네트웍행사는 매 Display Week 행사들중 하이라이트
행사입니다. 디스플레이 위크 특별행사는 많은 업계에 영향력있고,
열성적인 인사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이 참가자들에게 귀사를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레스 기사들에도, 또한 Display Week 웹사이트 및 기타 각종
미디아, 예를 들면 대량 홍보이메일에도 소개됩니다. 또한 회사 사인은
물론, 행사시작과 함께 간단히 귀사를 소개할 기회를 가지면, 귀사의
홍보자료도 참가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PRINT & WEB ADVERTISEMENTS
DISPLAY WEEK 2015년 전시제품 안내 책자 포스트 잇
노트 광고 - 독점광고 (OFFICIAL SHOW DIRECTORY)

DISPLAY WEEK 2015 전시 안내 책자에 상호 광고
$225

$5,000

이 광고의 기회는 2015년 전시회 안내 책자에 귀사의 상호를
흑백칼라로 진하게 인쇄하여 참관자들이 전시제품 안내 책자를 볼때
마다 귀사의 상호 및 로고가 금방 눈에 띄게 해줄 것입니다.

2015년 디스플레이 위크 전시회에 오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귀사의
브랜드를 홍보하십시요. 이 광고의 기회는 Display Week 2015 공식
Show Directory 책자 카바에 실리는 것이어서 이 책자를 가져가는
전시회 방문객들 모두에게 홍보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모바일 앱 광고 - 독점광고
$15,000

DISPLAY WEEK 2015 전시제품 안내 책자 (SHOW
DIRECTORY) 광고기회

2015년 Display Week 모바일 앱 광고는 모든 전시회 방문객들이
모바일 기기로 전시회, 세미나 기타 행사들을 첵크하는 모든 곳에
적용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술 세미나, 이벤트 스케줄, 전시도면
등등 체크하는 곳, 그리고 또한 방문객들이 자기 개인 스케줄을
만드는 곳등등. 참고로 이 모바일앱 은 2015년 5월 31일 부터 6
월 5일까지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참가자들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이처럼 참가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될 모바일 앱 광고
기회에 귀사의 로고를 넣어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 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발일 앱은 참가자들에게는 3월 부터 6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시 참가업체 : $995 (전면광고) $750 (반면)
비 전시 참가업체: $2,800 (전면광고) $1,800 (반면)

모든 전시회 참가자들은 전시회 안내책자 및 디렉토리를
전시기간동안은 물론 일년내내 참고하는 자료로 간직합니다. 이
광고기회는 많은 업체들로 부터 귀사를 업계에서 부각시키는데 좋은
기회가 됩니다.

DISPLAY WEEK 2015 웹사이트 광고
$3,000

DISPLAY WEEK 2015 웹사이트는 수천명의 디스플레이
관련인사들이 전시회 전, 기간동안 그리고 전시회 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DISPLAY
WEEK 전시회 소식, 세미나 정보, 최근 산업 정보, 여행 정보, 프레스
기사들 등등 모든 정보들을 습득합니다. 많은 산업계 인사들이
들어오는 이 웹사이트에 귀사의 브랜드를 높혀 보십시요. 웹사이트
광고 위치는 주최측에서 결정하며, 광고위치 및 로테이션들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빠른 신청은 오랬동안 광고의 기회의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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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Your Brand at Display Week 2015

전시장 내에 있는 미팅룸 임대
2015년 2월 5일까지 금액

방음천장이 없는 미팅룸 가격: $8,000
( 2월 5일 이후 가격: $9500)
방음천장이 있는 미팅룸 가격 : $10,500
(2월 5일 이후 가격: $12000)
전시업체들에게 편리하게 고객 미팅을 할수 있도록
아래시설들이 갖추어 집니다.
방음시설, 회의 가구 및 전기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춘
회의 공간입니다. 임대절차 및 가격은 주최측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미팅벽은 16 x 18 feet 사이즈 방음벽 설치
➤ 회의용 테이블(96” x 42”x 29”) 및 12개의 의자
➤ 전기제공 (10 amp) 및 잠그는 문 설치
➤ 회사 상호명 설치
➤ Display Week 2015 쇼 디렉토리 및 웹사이트에 상호명
삽입
➤ 천장 설치는 옵션임 (위의 가격 참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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