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ConsAsia 2019 전시참여안내

www.consasia.org

전시일시

2019년 11월 8일-10일 (3일간) *세팅 및 철거 일정은 별도 공지

전시장소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101+102) 및 그랜드볼룸 로비

전시참가비(부가세 별도)

구분

조기 신청 시

일반 신청 시

(2019.03.31)

(2019.04월 이후)

400만원

- 바닥 파이텍스, 비품, 전기,
시공 등 전체사항은 해당
전시사에서 진행

450만원

- 부스간판 (영어)
- 안내데스크와 접의자 1개씩
- 1KW 전력
- 기본조명
- 바닥파이텍스

독립 부스
(3mx2m의
전시공간만 제공)

300만원

기본 부스
(3mx2m의
기본부스 제공)

•
•
•

•

350만원

제공내역

기본 부스 디자인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독립 부스는 전시장의 정책과 규율에 따라 시공되어야 합니다.
전시 참가사 공동 혜택
- 참가사 본인 포함 추가 1인에 한하여 컨퍼런스 등록 50% 할인
- 갈라 디너 티켓 2장 50% 할인
- Abstract Book 또는 Program Book 업체 소개
- 공식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 소개
- 행사 참가자에 기념품(펜, 메모지, 기념품 등) 제공 기회(사무국과 협의 후 결정)
전시부스 위치 배정은 신청서 및 입금 순서에 따라 조직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1차 아시아 - 오세아니아치과보존학연맹 학술대회
(ConsAsia 2019 - The 1st General Meeting of
the Asian - Oceanian Federation of Conservative Dentistry)

후원전시 안내서

VI. AOFCD 기업회원 Associate Membership 가입 안내
AOFCD의 목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치과용 재료, 장비 및 기구 제조업체와 출판사 및 기타 수익단체도 집행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맹 총회에서 승인하면 AOFCD의 기업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10,000 USD

연회비

3,000 USD

가입방법

http://www.aofcd.org/membership 참고

가입혜택

- 대표1인 총회 참석 및 투표권
- AOFCD 및 ConsAsia 공식 홈페이지 광고배너 게시
- AOFCD 기업회원 명칭 사용권
- ConsAsia 전시후원 참여하는 경우, 부스 우선권 부여

신청 및 문의
•

참가신청 : ConsAsia사무국
E-mail : info@consasia.org
• 신청기한 : 2019년 3월 31일
•

I. AOFCD 개요

공식명칭

목차
I. AOFCD 개요

···································································································································································

II. ConsAsia 2019 개요

·································································································································

III. ConsAsia 2019 Keynote Speakers

·······································································

03

•
•

설립 목적 및 배경

04

국문 : 아시아 - 오세아니아치과보존학연맹
영문 : Asian - Oceanian Federation of Conservative Dentistry (AOF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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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ConsEuro를 제외하고는 치과보존학분야의 국제학술대회가 없음.
이에 ConsEuro에 대응하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전문 학회에 대한 관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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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오세아니아치과보존학연맹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한치과보존학회의 주도로 설립 및 창립 학술대회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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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치과보존학회, 근관치료학회, 접착치의학회 및 치과재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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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OFCD 기업회원 Associate Membership 가입 안내

예방치과학회를 포함한 여러 학회의 임상 전문가 및 교수, 연구자들이 학술적인 연대를 이루고,
최신 지견을 논의하며, 치과의료기기 기업도 참여하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참여국가

참여분야
Esthetic
Dentistry
Restorative
Dentistry
Dental Materials
Turkey
Saudi Arabia

South Korea
Japan

Iran
UAE

Nepal
India
Hong Kong
Taiwan
Oman Bangladesh
Cambodia
Philippines
Vietnam
Malaysia
Singapore
Sri Lanka

Preventive
Dentistry

Operative
Dentistry

Geriatric
Dentistry
Endodontics

Indonesia

Dental Education
Scope of AOFCD
Australia
New Zealand

준비경과

1차 준비모임

2차 준비모임

(1st preparatory meeting)
•

일정&장소
- 2016년 10월 21일
- 대한민국 서울
• 참가국
호주, 홍콩, 인도, 일본, 한국, 싱가폴, 뉴질랜드,
대만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8개국의 대표
• 논의내용
- 연맹 창설의 필요성을 확인
- 1차 학술대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
		 하기로 결정

공식웹사이트

•

(2nd preparatory meeting)
•

일정&장소
- 2017년 11월 16일
- 아랍에미레이트(UAE) 샤르자(Sharjah)
• 논의내용
- 아시아 - 오세아니아 치과보존학연맹의
		 정관(Constitutions)
- 2회 ConsAsia 2021 개최지 인도 확정
- 2018년 중동지역에서의 Regional Meeting
		 개최 확정(Sharjah, UAE)
- 초록 Review를 위한 Scientific
		 Committee 구성
- 연맹 로고 확정 등 논의

www.aof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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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ConsAsia 2019 개요

공식대회명

제1차 아시아 - 오세아니아치과보존학연맹 학술대회
(ConsAsia 2019 -The 1st General Meeting of the Asian -Oceanian Federation of Conservative Dentistry)

III. ConsAsia 2019 Keynote Speakers

Bart Van Meerbeek

Belgium

Professor
BIOMAT, Department of Oral Health Sciences
• KU Leuven (University of Leuven)
•
•

일자

주최

주관

아시아 - 오세아니아치과보존학연맹
(AOFCD (Asian-Oceanian Federation of Conservative Dentistry))

대한치과보존학회(Korean Academy of Conservative Dentistry)

공동주관

한국접착치의학회, 대한근관치료학회, 대한치과재료학회

장소

COEX, 서울 (그랜드볼룸 및 2층 세션장)

Byoung-In Suh

David Manton

•
•

U.S.A.

Professor
Faculty of Medicine, Dentistry & Health Sciences
• The University of Melbourne
•

Selection of Cements for Maximizing
Clinical Success

Gaetano Paolone

1,100여명 (해외 : 400명, 국내 : 700명)

Conservative Dentistry : the Path from Research to High-quality Care

프로그램 구성

주요토픽

영어

www.consasia.org

Keynote Lectures, Invited Lectures, Oral Presentations, Poster Presentation, Luncheon
Symposia (Manufacturer promotion lecture), Hands-on Sessions, Technical Exhibition

Cariology, Preventive dentistry, Minimal invasive treatment, Vital pulp therapy, Endodontics,
Dental education, Adhesives, Resin-based composites, Ceramic, Zirconia, CAD/CAM,
- Novel biomaterials, - New technologies

Australia

•

President & Owner
BISCO

Dental Caries – the new paradigms

Italy

Ivo Krejci
•

Switzerland

President of the University Dental Clinics
of the University of Geneva

Direct Restoration procedures in anterior
and posterior teeth

Dental Fitness – the paradigm change in
dentistry

Jack Ferracane

Junji Tagami

U.S.A.

Japan

•

Professor and Chairman
Restorative Dentistry
•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

•

•

Professor
Cariology and Operative Dentistry
•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Current Status and Future Advances in
Dental Composite Restorative Materials

Minimally invasive aesthetic restoration
with innovative materials

Lorenzo Breschi

Marino Sutedjo

Italy

Professor
Department of Biomedical and Neuromotor Sciences
• University of Bologna
•
•

공식웹사이트

University of Pennsylvania
Endodontics

2019년 11월 8일(금) - 10일(일)

Professor
Conservative and Restorative Dentistry
• Università Vita e Salute San Raffaele

공식언어

•

3D Root Canal Enlargement,
Disinfection and Obturation

•

주제

•

U.S.A.

Current Clinical Approaches For Adhesive
Luting of CAD-CAM Block Restorations

•

예상 참가 규모

Bekir Karabucak

•
•

Indonesia

Endodontist
Private Practice

Successful Bonding from Etching to Light
Curing

Minimally Invasive in Endodontics,
Trend or Necessity?

Masashi Miyazaki

Niek Opdam

Japan

The Netherlands

•

Professor and Chair
Operative Dentistry
• Nihon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

•

•

Clinical Success of Composite
Restorations with Universal Adhesives

Severe tooth wear,
when and how to restore?

Reuben Kim

So Ran Kwon

Professor
Dentistry
• Radboud University Medical Centre

U.S.A.

Chair and Associate Professor
Restorative Dentistry
• UCLA School of Dentistry

U.S.A.

Professor & Director of Student Research
Program Center for Dental Research
• Loma Linda University

•

•

•

•

Vital Pulp Therapy – An Old Thought but a
New Paradigm in Restorative Dentistry

Tooth Whitening: A Prospectiv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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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sAsia 2019 후원프로그램
<개별 후원아이템>
후원패키지 프로그램
*VAT 10% 별도

다이아몬드
5,000만원

플래티넘
4,000만원

골드
3,000만원

실버
2,000만원

브론즈
1,000만원

홍보 아이템

혜택

비용
*VAT 10% 별도

ConsAsia 웹사이트 배너광고
참가자 가방

- 가방에 업체로고 삽입 (전체 참가자대상 배포)

1,000만원

- 커피브레이크 공간 엑스 배너 홍보가능
- 커피브레이크 각 테이블 스탠드에 업체 홍보자료 삽입가능
- 종이컵에 자사로고노출 가능 (자체제작 후 전달)

300만원

인터넷 라운지

- 인터넷 라운지 방향/안내 사인물 로고삽입
- 각 컴퓨터 바탕 화면에 로고삽입
- 라운지 공간내에 엑스배너 홍보가능

300만원

Speaker’s Room

- 스피커스룸 컴퓨터바탕화면 로고노출
- 스피커스룸 공간 내에 엑스배너 홍보 가능

400만원

- 포스터 세션장 사인보드 로고삽입
- 포스터 세션공간내 엑스배너 홍보가능

300만원

- 참가자 가방 내 홍보물 삽입 (1개 개수 제한)

150만원

ConsAsia 로고 게재
ConsAsia공식뉴스레터
배너광고삽입
전시공간 제공 (3mx2m)

15 times

12 times

10 times

5 times

Coffee Break (1회당)

3 times

36 sqm

24 sqm

24 sqm

18 sqm

12 sqm

(6 booths)

(4 booths)

(4 booths)

(3 booths)

(2 booths)

ConsAsia 무료등록

10인

8인

6인

4인

2인

공식만찬 초청장

4인

3인

3인

2인

2인

-

참가자 명찰줄 회사로고 노출

포스터세션
Satellite
Symposium
Slot

런천 심포지움

1

1

1

-

-

핸즈온 워크샵

2

1

-

1

참가자 가방 홍보물 삽입
-

환영만찬 시 후원 내용 안내

런천 심포지엄

공식만찬 시 후원 내용 안내

프로그램북 또는 초록집 컬러광고

(기업제품소개 강좌/심포지엄)

2 Pages
(선호자리)

1 Page
핸즈온 워크샵

- 후원패키지 신청사를 우선으로 배정하며,
후원패키지 신청사가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1 slot 배정
- 해당 후원 회사에서 구성하고 진행, 조직위원회와 해당 내용과
발표자들이 행사 취지와 적절한지 검토

3,000만원

1,000만원

행사장 현수막 로고 노출
Break 시 행사장내 화면 로고노출 또
는 행사장 DID 화면 로고노출

프로그램북 또는 초록집 광고
(1 페이지)

- 내지 컬러 1페이지
- 광고위치는 후원신청사 우선 배정하며, 이후는 신청순서에 따라 배정

300만원

- 내지 컬러 1/2페이지
- 광고위치는 후원신청사 우선 배정하며, 이후는 신청순서에 따라 배정

150만원

ConsAsia 공식후원사 로고 사용권
프로그램북 또는 초록집 광고
(1/2 페이지)

참가자 가방 홍보물 삽입기회
* 다이아몬드 후원사는 한 개로 한정합니다.
* 상기 후원사 혜택은 본 조직위원회와 후원사 간의 협의 하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atellite symposium 은 해당 후원 회사에서 구성하고 진행하셔야 하며, 조직위원회에서 해당 내용과 발표자들이 행사 취지와 적절한지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 발표자와 좌장초청에 대한 비용은 별도 개별 부담하셔야 합니다.
* Satellite symposium의 시간과 장소의 배정은 후원사 등급과 신청 순서로 배정됩니다.

<현물 후원아이템>
•

참가자 펜, 메모지, 생수 등 후원 물품을 후원 업체가 직접 제작하여 사무국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은 사무국과 협의하여 후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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