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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박람회 부스
참가자들의 혜택

국 제  뇌 졸 중  의 료  박 람 회  전 시  기 회

Cathleen Gorby
광고 및  
부스 판매 
913-780-6923
cgorby@ascendmedia.com

Maureen Mauer 
광고 및  
부스 판매 
913-780-6633
mmauer@ascendmedia.com

Bridget Blaney
광고 및  
부스 판매 
773-259-2825
bblaney@ascendmedia.com

Scott Murphy
기업관계  
책임자 
214-706-1660
scott.murphy@heart.org

Amy Miller
비공식 위성 
이벤트 책임자 
214-706-1922
amy.miller@heart.org

마케팅 팀

박람회 부스참가자의 2/3 이상이  ISC
박람회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부스참가자의 74% 가 제약없이 쓸
수 있는 전시시간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부스참가자의 74% 고객과 연결될수
있는 기회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부스참가자의 2/3 이상이 박람회 기간동안

의 판매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ISC 박람회 부스참가자 설문조사결과

$1,000-$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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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예비박람회
심포지엄

• 스테이트 오브 사이언스 뇌졸 간호학
심포지엄

• 현실 상황에서 뇌졸: 출혈, ICH의
관리와 치료

• 연구실에서의 뇌졸중: 뇌졸중을 되돌리
는 중개 연구, 임상에서 실험실로, 실험
실에서 임상으로 반복 연구

통계 
현황
60% 
83% 
79% 
21% 

박람회방문자가과학& 
테크놀로지 별관을 다녀간다

국내방문자

박람회 방문자가 
구매 권한/영향력이 
있다

국외 방문자

1,600+
22가지 범주

안에서 1,600개
이상의

프리센테이션

52
개의  최신 
과학초록

220+
초청된 뇌졸중 
의료계 과학  

리더들의 
220개 이 상의 
프리센테이션

1,300+
개 이상의

발탁 된 초록문이
구두로 또는 

포스터로 발표뺭

4,300+
전문직 방문자

50:1
방문자와 부스참가자의 비율

 98%
의 방문자가 ISC 박람회에 매우 만족

하거나 만족한다고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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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leen Gorby
광고 및  
부스 판매 
913-780-6923
cgorby@ascendmedia.com

Maureen Mauer 
광고 및  
부스 판매
913-780-6633
mmauer@ascendmedia.com

Bridget Blaney
광고 및  
부스 판매
773-259-2825
bblaney@ascendmedia.com

Amy Miller
비공식 위성 
이벤트 책임자
214-706-1922
amy.miller@heart.org

박람회팀

누가 방문하는가?

2,711
의사, 심장학등 

의료전문인

529
과학연구원

855
간호사/

임상간호사

263
비 의료전문인

2018년 참자가중 상위
10의 전문직

의료 행정직

순환기내과

중환자 관리

응급의료

내과

인터벤셔널 방사선과 

신경과학: 방사선

신경과학: 뇌졸중

신경과학: 신경외과

방사선

2018 년 전문직 방문자수: 

4,358

의사 또는 간호사/임상간호사가
2018년 ISC 박람회 전체 방문자의 80% 



박람회 전시 날짜 및 시간
2019년 2월 6일(수요일) 오전 8:30-오후 3:00
2019년 2월 7일(목요일) 오전 8:30-오후 3:00

박람회 부스 대여비
2018년 8월 2일 이후 신청시…$35/sq. ft.
2018년 8월 2일 이후 신청시…$37/sq. ft.

최소 부스 사이즈 10 ft. x 10 ft.
코너나 홀 중간에 단독으로 설치되는 부스에 추가 요금 없음

공공 기관 참가자: $20/Sq. ft.

이 가격은 별관의 비영리로 정해지는 자리에 한정됨. 모든 새로운 단체는 신청서류에 비영리자격 서류를 동봉해야함. 
자리가 매진되면 모두 기본가격처리됨 

전시 취소 환불 규정
2018년 8월 1일 이전 취소시 
AHA/ASA가 신청금 50% 환불

2018년 8월 2일 이후 취소시 
AHA/ASA가 신청금 100% 환불 불가

박람회 신청
• 신청은 2018년 10월10일부터 가능함

부스참가자 숙박
• 숙박 신청은 2018년 10월10부터 가능
• 숙박 신청 처리후 확인 통보

박람회 서비스 키트
• 박람회 서비스 키트는 2018년 7월31일부터 온라인에서 볼수있음

신청서를 제출하는것은 AHA/ASA의 승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AHA/ASA는 2018년 8월 1일까지 부스 공간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금 50%를 선금으로 내어야 합니다. 신청 취소나 부스 사이즈를 줄일경우 50%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2018년 8월2
일부터는 신청금 100%를 지불해야하며 신청취소나 부스 사이즈를 줄일 경우 신청금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박람회 자격, 자리 배치와 우선순위의 결정권은 AHA/ASA의 과학컨프런스 규례에 따릅니다. 더 많은 정보는 
exHIbItAtStroke.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미국 뇌졸중 협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American Stroke Association (ASA) 
7272 Greenville Ave.
Dallas, TX 75231-4596 
strokeconference.org

총 매니저
Freeman
714-254-3410

숙박 문의
On Peak
855-922-3353
scs@onpeak.com

신청
Convention Data Services
800-748-3583
internationalstroke@xpressreg.net

주요정보

박람회 팀
Cathleen Gorby
광고 및 부스 판매
913-780-6923
cgorby@ascendmedia.com

Maureen Mauer 
광고 및 부스 판매
913-780-6633
mmauer@ascendmedia.com

Bridget Blaney
광고 및 부스 판매
773-259-2825
bblaney@ascendmedia.com

Amy Miller 
비공식 위성 이벤트 책임자 
214-706-1922
amy.miller@heart.org

박람회 신청: exhibitatstroke.org

휴식
무제약 전시 시간 (이때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줄입니다):

오전 8:30-8:45

오전 10:15-10:30

오후 12:00-1:30

오후 2:30-3:00

귀하의 협찬과 광고관련 비용은 박람회 우선 순위 포인트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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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가격 마감일

인쇄물

파이널 프로그램 $25,500 2018년 11월9일

박람회 가방 인서트 $10,500 2018년 12월3일

ISC 스트로크 데일리뉴스 $295-$10,270 2018년 12월3일

프리미엄 뉴스 스탠드 $9,200 2018년 12월13일

참석자 안내서 $11,500 2019년 1월7일

박람회 센터 지도 $8,000 2019년 1월7일

디지털

숙박 확인 패키지 $9,500 2018년 8월3일

신청 패키지 $15,500 2018년 8월3일

논문 초록 USb $40,500 2018년 10월19일

모바일 회의 안내 앱 $5,150-$22,500 2018년 11월21일

e-시사회 및 e-하이라이트 $1,300-$3,145 2018년 11월 - 
2019년 2월

보고서 지표 페이지 $1,945-$2,485 2019년 1월9일

박람회 센터

걷기 챌린지 $50,000         2018년 11월2일

광고배너 $12,500 2018년 11월26일

충전 라운지 및 스테이션 $15,500 2018년 11월26일

커뮤니케이션 센터 $15,500 2018년 11월26일

회전하는 키오스크 $6,200-$15,500 2018년 11월26일

과학 & 테크놀로지 별관 통로 안내 $30,500 2018년 11월26일

과학 & 테크놀로지 별관 공원 벤치 $25,000 2018년 11월26일

큐브의자 $25,000          2018년 11월26일

전문가 극장 $25,000 2018년 11월30일

커피 브레이크 $10,000+ 2019년 1월11일

ISC 간호 심포지엄 커피 브레이크 $5,000 2019년 1월11일

호텔

호텔 키 카드 $10,500 2018년 11월9일

개인 호텔방 선물 패키지 $20,000 2019년 1월2일

박람회 관련 tV채널 $1,500 2019년 1월17일

마케팅 

눈으로 확인할수
있는 마케팅 기회에
투자 하십시오
귀한의 부스에
찾아오는  
방문자들의
수를 높여드립니다
모든 협찬이나 광고주는 아래에 단체 이름이 
광고 됩니다.

• 파이널 프로그램
• ISC 스트로크 데일리뉴스
• 박람관에 방문자가 많이 모이는 위치에 큰

공식 협찬 간판
• 모바일 회의안내 어플리케이션

협찬이나 광고는 한정되어있으며 선착순으로 받아집니다. 광고기회나, 
가격, 그리고 마감 날짜는 변경될수 있습니다.

위의 제품들은 PHrMA기준과 ACCMe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모든 가격은 변경불가하며 할인 되지 않습니다. 취소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수는 예상된 참석률과 호텔 숙박률에 따른 것입니다. 
ASCend MedIA는 친환경 인쇄 (재활용 종이 또는 식물성 잉크)를 추천 또 실천합니다.

귀하의 협찬과 광고관련 비용은 박람회
우선순위 포인트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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