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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1. 행사 개요 

1) 대회명 

⚫ 국문: 제 4 회 국제토양안보컨퍼런스 

⚫ 영문: 4th Global Soil Security Conference (약칭: GSS 2023) 

 

2) 기간 

⚫ 학술 대회: 2023 년 6 월 26 일 (월) ~ 29 (목) 

- Field tour 는 6 월 30 일 (금) 개별 프로그램으로 운영 

⚫ VOD service 제공 기간: 2023 년 7 월 17 일 (월) ~ 9 월 30 일 (일) 

 

3) 주제 

⚫ Global Soil Security: Beyond the Soil (BTS) 
 

4) 장소 

⚫ 소피텔앰버서더 서울 

- 3 층 그랜드볼룸 방돔 

 

5) 형식 

⚫ 오프라인 대면 행사 

- 행사 종료 후, 등록자에 한 해 VOD 서비스 제공 

- COVID-19 등으로 현장 참여 어려운 발표자는 pre-recorded 영상으로 현장 

상영 및 VOD 서비스에 포함 

 

6) 규모 

⚫ 20 여 개국 200 여명 (국내 120 명 & 해외 80 명)  

 

7) 웹사이트 

⚫ www.gss2023.org  
 

8) 주최/주관 

⚫ (사) 한국토양비료학회 

 

9) 준비 사무국 

⚫ 더플랜 (국제회의기획사, PCO) 

- 기업 후원 담당: 이주현 실장 

 office@gss2023.org 〮 T. 02-538-2042~3 

  

https://www.sofitel-seoul.com/
http://www.gss2023.org/
mailto:office@gss2023.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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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프로그램(안) 

 

Time June 26 (Mon) June 27 (Tue) June 28 (Wed) June 29 (Thu) 

08:30 ~ 16:30  Registration  

09:00 ~ 09:30  
(30’) 

Booth set-up 

Opening 
ceremony 

Plenary 2 Plenary 3 

09:30 ~ 10:30 
(60’) 

Plenary 1 Session 4 Session 8 

10:30 ~ 11:00 
(30’) 

Coffee breaks with Poster viewing 

11:00 ~ 12:30 
(90’) 

Session 1 Session 5 Session 9 

12:30 ~ 13:30 
(60’) 

Lunch 

13:30 ~ 15:00 
(90’) 

Registration 
(~ 19:00) 

Session 2 Session 6 Session 10 

15:00 ~ 15:30  
(30’) 

Coffee breaks with Poster viewing 

15:30 ~ 17:30 
(120’) 

Session 3 Session 7 Session 11 

18:00 ~  
Welcome 
reception  
(17:30 ~) 

 Gala dinner 
Closing 

ceremony  
(17:30 ~) 

 

2. 운영 조직 

⚫ 대회장 양재의 (강원대학교) 

⚫ 부대회장 김계훈 (서울시립대), 김필주 (경상국립대학교),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 고병구 (국립농원과학원), 김종욱 (남해화학) 

⚫ 사무총장 김성철 (충남대학교), 김권래 (경상국립대학교) 

⚫ 재정위원장 정덕영 (충남대학교), 박만 (경북대학교), 김혁수 (강원대학교) 

⚫ 운영위원장 이용복 (경상국립대학교), 김상윤 (순천대학교), 홍창오 (부산대학교) 

 

 이 외 조직위 임원 보기 (바로가기) 

  

https://www.gss2023.org/organ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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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업 후원 안내 

 

1. 후원 패키지 

1) 구성 

구분 세부항목 
금액 

(부가세 포함) 
참여 제한 비고 

1) 메인 후원 

A. Gold 11,000,000 원 

복수 업체 

참여 허용 

 

B. Silver 7,700,000 원  

C. Bronze 5,500,000 원  

2) 전시 부스 D. 6m2 기본부스 3,300,000 원 최대 10 부스 가능 

3) 지면 광고 
E. 내지 전면 광고 1,100,000 원  

F. 내지 반면 광고 550,000 원  

4) 기타 후원 

G. Lunch 후원 5,500,000 원/회 최대 3 업체 1 회/일 (회 당 독점) 

H. Coffee break 후원 1,650,000 원/회 최대 6 업체 2 회/일 (회 당 독점) 

I. Web banner 550,000 원 복수 업체 

참여 허용 

 

J. 현물 후원 금액 협의 항목 협의 

 

2) 후원 등급 별 세부 내용 

구분 Gold Silver Bronze 

금액 (부가세 포함) 11,000,000 원 7,700,000 원 5,500,000 원 

독점 

혜택 

무료 등록 5 명 3 명 2 명 

무료 부스 제공 2 부스 1 부스 X 

무료 지면 광고 표 2 or 3 전면 광고 내지 전면 내지 반면 

무료 웹 배너 Main page 내 후원사 웹배너 게재 (웹배너 후원사 제공)  

비고 

가) 무료 등록은 후원사 소속 임직원에 한함 . 

(무료 등록 절차 추후 개별 안내) 

나) 무료 부스는 전시 부스 사용 희망 시 제공되며, 부스 

내부 decoration 등은 후원사에서 자체 진행 해야함. 

다) 혜택 항목 관련 세부 사항은 각 항목 내용 참조 요망. 

라) 표 2 및 표 3 광고 지면은 각 1 면으로 제한되어 있음으로 

동일한 등급 내 복수의 후원사가 있는 경우 선 입금자에 

해당 혜택을 우선 적용하며, 후 순위 후원사에게는 내지 

광고 게재 혜택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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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광고 위치 설명] 

 
 

2. 공동 주최 기관 후원 (대학 및 산학연, 산단 등에 한함) 

⚫ Co-hosted by 로 해당 기관 로고 노출 

- 홈페이지, 회의장 내 현수막, Final Program 책자 

⚫ 후원 비용은 공동 주최 기관에서 후원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로 직접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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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원 항목 별 세부 사항 

1) 전시 부스 

① 기본 항목 

사이즈 및 사양 6 ㎡ 기본 부스 구조물 부스 1 식 

포함 항목 

가) 3면 벽체 시스템: 3m (w) x 2m (d) x 2m (h) 

나) 업체 상호 간판 (영문 사명, 폰트 및 사이즈 공통) 

다) Info desk 1식 & 접이식 의자 2개 

라) Spotlight 3개 

마) 220V 전기 콘센트 (1kw) 

바) 전시 명찰 (사명 게재) 2개/6㎡ 기본부스 

부스 이미지 

 

② 부스 설치 규정 및 설치/철거 세부 일정 등은 행사 개최 2 개월 전 배포 예정인 

“GSS 2023 부스 운영 매뉴얼” 참조 

③ 상호 간판 변경 (로고체 사용), 집기 비품 추가 렌탈, 부스 decoration 관련 출력 등은 

GSS 2023 공식 부스 업체를 통해 신청 및 설치 가능하며, 관련 세부 사항과 신청서는 

“GSS 2023 부스 운영 매뉴얼”과 함께 배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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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면 광고 

① 해당 업체 

⚫ 메인 후원 및 지면 광고 후원 참여 기관 

② 제출 기한 및 방법 

⚫ 기한: 2023 년 5 월 26 일 (금) 

⚫ 방법: GSS 2023 사무국 이메일 office@gss2023.org 로 제출 

⚫ 종류: 총 2 종 파일 (A. 인쇄용 파일 & B. 시안 확인용 파일 각 1 종) 

❖ 제출 파일의 세부 사항은 “③제작 가이드라인 & ④사이즈 가이드 라인” 확인 必 

③ 광고 파일 제작 가이드라인 

⚫ 광고 파일 제작은 후원 참여사에서 직접 진행해야 함 

⚫ GSS 2023 Final Program 책자는 영문 제작됨으로 영문 광고 파일 제출 권장 

⚫ 파일 종류 및 유의 사항 

A. 인쇄용 파일 (하기 3 개 파일 형식 중 택일 제출) 

 
일러스트 파일(.ai)  

- 프로그램 버전 CS5 이하 

- 작업 파일 내 모든 서체 outline 

- 작업 파일 내 모든 그림 포함 (저장 시 linked files 등 체크) 

 
포토샵 파일 (*.psd / *.eps) 

- 작업 파일 내 모든 서체 outline 

- 작업 사이즈 해상도 300 dpi 이상 

- 모든 작업 레이어 한 개로 병합 

 PDF 파일 (*.pdf) 

- 작업 파일 내 모든 서체 outline 

- 작업 사이즈 해상도 300 dpi 이상 

B. 시안 확인용 파일 

 
JPG 파일 (*.jpg) 

- 작업 사이즈 해상도 300 dpi 이상 

④ 광고 파일 사이즈 가이드라인 

⚫ 사방 3mm 재단용 여백을 고려하여, 하기 명기된 “작업 사이즈”로 제출 必 

광고 종류 
작업 사이즈 

(광고 내용 + 재단 여백) 

인쇄 사이즈 

(광고 내용 부분) 

전면 광고 (全面) 211mm (w) x 286mm (h) 205mm (w) x 280mm (h) 

반면 광고 (半面) 211mm (w) x 146mm (h) 205mm (w) x 140mm (h) 

⚫ 광고 파일 사이즈 오류로 인한 이미지 왜곡 및 잘림 발생 등에 대한 제 책임은 

광고 파일 제출 기관에 있으며, GSS 2023 사무국 및 인쇄 업체에서는 오류 파일 

편집 및 오류 수정 관련 일체의 작업을 진행하지 않음 

  

mailto:office@gss2023.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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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배너 광고 

구분 Main page 노출 Sponsor page 노출 

페이지 GSS 2023 Main page GSS 2023 Sponsor Page 

게재 기간 약정 체결일 후 배너 파일 제출 일 ~ 홈페이지 폐쇄 시 

배너 사이즈 728 x 90 pixels 

파일 종류 JPG 또는 PNG 파일 

제출 안내 
⚫ GSS 2023사무국 이메일 office@gss2023.org 로 제출 

⚫ 배너에 link 될 홈페이지 주소 정보 함께 제출 

 

4) 기타 후원 

구분 Lunch 후원 Coffee Break 후원 현물 후원 

금액 

(부가세 포함) 
5,500,000 원/회/일 1,650,000 원/회/일 협의 가능 

조건 

6/27(화) ~ 6/29(목) 기간 

중 택 일 

(최대 3 개 업체,  

회당 독점 후원) 

6/27(화) ~ 6/29(목) 기간 

중  

오전 or 오후 택 일 

(최대 6 개 업체, 

회당 독점 후원) 

복수 업체 

참여 

혜택 

Final Program 및  

후원 일자 오찬에 후원 

기관 명기 

Final Program 및  

후원일자 Coffee break 에 

후원 기관 명기 

협의 가능 

 
 
  

mailto:office@gss2023.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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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원 참여 절차 및 회계 규정 

1) 참여 절차 

 

2) 후원금 입금 정보 

① 납부 규정 및 기한 

⚫ 약정서 제출 후 1 개월 이내 완납 (분할 납부 및 후불 납부 불가) 

⚫ 납부 기한: 2023 년 4 월 30 일 (일) 

② 납부 계좌 정보 

⚫ 은행 및 계좌 번호: NH 농협은행 301-0235-0780-31 

⚫ 예금주: (사)한국토양비료학회 

 

3) 취소 규정 

① 후원 참여 취소는 GSS 2023 사무국 후원 담당자 이메일 office@gss2023.org 로 공문 

접수되어야 유효하며, 하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후원 참여 취소 요청 공문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 취소 사유 

⚫ 환불 계좌 정보 및 통장 사본 (후원 업체 명의 통장에 한함) 

② 취소 요청에 따른 환불은 행사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진행되며, 환불금에서 송금 

수수료 및 세금계산서 취소에 따른 추징금 (발생 시) 등을 차감한 후, 취소 요청 

공문에 기재된 후원 업체 명의 계좌로 환불됨 (담당자 개인 통장 환불 불가). 

③ 환불 규정 

⚫ 취소 요청 공문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아래 규정을 적용함. 

- 2022 년 12 월 31 일 이전 접수 건  후원 참여금의 50% 환불 

- 2023 년 3 월 31 일 이전 접수 건  후원 참여금의 30% 환불 

- 2023 년 4 월 1 일 이후 접수 건  환불 불가 

 

약정서 작성

• GSS 2023 후원 참여 관련, 별도의 계약 체결은 진행하지 않으며, 첨부된

"GSS 2023 후원약정서" 및관련서류의이메일제출로갈음함.

약정서 제출

• GSS 2023 사무국으로이메일 office@gss2023.org 로제출.

• 제출서류: ①약정서, ②회사로고파일 2종 (JPG 파일 1종 & AI 파일 1종),

③사업자등록증사본

후원금 납부

• "2) 후원금 입금 정보"에 기재된 한국토양비료학회 GSS 2023 후원 전용

통장으로후원약정급납부

• 후원약정금은약정서제출후 1개월이내완납必

• 입금완료후 세금계산서발급 "영수" 발급됨

• 입금전 "청구" 세금계산서필요시 GSS 2023 사무국에사전요청必

mailto:office@gss2023.org
mailto:office@gss2023.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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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사단법인 한국토양비료학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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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후원금 입금 통장 – 세금계산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