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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오는 2022년 8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 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 개최에 즈음하여 국내 천문학 분야 관련 

관계, 산업계, 연구계, 학계 여러분들께 인사말씀 드립니다.

본 학술대회는 당초 2021년 8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 글로벌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되어 온·오프라인

을 병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팬데믹에 기인한 학술 교류의 제약으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수요가 축적되어 왔고,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그 실용적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농업, 어업, 그리고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인류의 발달에 기여해 왔던 천문학은 과학의 진보를 이끌고 현대 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최전선에 서있는 천문학의 활용 범위는 의료 기술에서부터 공항 보안에 이르기까지 

생활 곳곳의 모든 산업으로 확장되어, 이제는 현대인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 주고 있습니다.  

국제천문연맹 총회는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가장 큰 학술 교류 모임으로, 90여 개 국가에서 3,000여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천문학 분야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1922년 1차 

총회를 시작으로 매 3년마다 개최됩니다. 약 2주간 별과 행성의 탄생, 은하의 생성과 진화, 우주의 시작과 진화, 태양 

활동과 우주 기상, 달 및 행성 탐사, 우주생물학, 관측기기의 개발과 응용 등 다양한 소재와 내용을 담은 심포지엄과 

미팅이 진행됩니다.

이번 제 31차 총회의 개최국인 대한민국은 ‘모두를 위한 천문학(Astronomy for All)’이란 주제 아래, 선진국과 

개도국의 천문학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은 천문학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에 관계, 산업계, 연구계, 학계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재정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에 후원을 하심으로써

• 정부의 기초과학 연구지원에 대한 의지에 동참

• 인류의 무한한 탐구 대상인 우주를 대상으로 한 희망과 도전

• 창의적인 접근과 융합적인 시도를 통한 기초과학 지식의 진보

•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의 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R&D 예시를 강조하여 후원사의 이미지

브랜딩

• 응용분야가 많은 천문 학술대회 지지를 통해 R&D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후원사의 이미지 브랜딩

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혜성 

IAUGA 2022 조직위원장 



04

총회 개요 

행 사 명 [국문] 제 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IAUGA 2022)

[영문] XXXIst General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개 최 일 2022년 8월 2일(화) ~ 2022년 8월 11일(목)

장 소 부산 벡스코, 온라인 동시 개최

주 최 국제천문연맹(IAU)

주 관 IAUGA 2022 조직위원회, 한국천문학회, 한국천문연구원

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참가 인원 3,000명(현장 1,000명/온라인 2,000명 예상)

주요 프로그램 개·폐회식, IAU Business Meeting, Division Meeting, General Assembly, 

Plenary Lectures, Symposia·Focus Meeting, 포스터, 전시, 공식사교·부대행사 등

로 고

IAUGA 2022의 로고는 '천체'를 상징하는 원과 개최지인 부산을 대표하는 '광안대교', 

음양오행에 기반을 두고 우주를 묘사한 '일월오봉도'를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일월오봉도'는 

동양의 우주관인 음양오행이 잘 드러난 그림으로써, 해와 달은 음과 양을, 다섯 개의 봉우리는 

오행을 상징하고 우주의 조화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다. 하단의 '광안대교'는, 이번 총회의 

주제인 "모두를 위한 천문학"과 함께 "세계의 천문학자들을 이어준다"는 상징성을 나타낸다.   

연 락 처 제 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 사무국 ㈜메씨인터내셔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3, 3층(방배동, 동주빌딩)

Tel. +82-2-6288-6317

Email. sponex@iauga2022.org

웹사이트 www.iauga202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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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천문연맹(IAU)

단 체 명 국제천문연맹(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설립연도 1919년

본부위치 프랑스 파리(Paris, France)

웹사이트 www.iau.org

규 모 94개국 13,600명의 천문학자 회원 보유(2020년 기준)

설립목적 - 천문학 연구 분야 회의 개최로 지속적인 학문 교류의 장 마련 

- 연구전략 수립 및 연구장비 설립·운영 논의 등 천문학 연구의 미래를 위한 준비

-  천문·물리 상수의 정의, 천문학 분야 용어의 명확한 정의와 개선, 천체와 그 표면에 대한 

명칭 제정 등 

- 천문학 연구, 교육, 대중 홍보 기회 확대

주요활동 - 국제천문연맹 총회 개최(3년 마다 대륙 순환)

- 심포지엄 개최 및 여성, 미래인재 양성 교육세션 운영

총회소개 IAU 총회는 매 3년마다 90여 개국 3,000여 명의 천문학자들이 모여 10일 동안 최신 연구 

업적과 천문학적 발견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천문학 올림픽’과 같은 국제학술대회이다.

2006년 프라하 총회에서는 명왕성을 태양계 행성에서 퇴출시키는 결의안이 채택되어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IAU 총회는 대체적으로 대륙 별로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1985년 인도(간디 총리 참석), 1997년 일본(일왕 부부 참석), 2012년 중국(시진핑 

부주석 참석)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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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프로그램

1주차 프로그램

TUE
August 2

WED
August 3

THU
August 4

FRI
August 5

08:15 - 9:45 

Morning 
Plenary

Registration S368 S369 S372

9:45 - 10:30

Morning 
e-Poster & 

Coffee Break

S368, S369, S372

FM4, FM5, FM8, FM9

S368, S369, S372

FM4, FM5, FM8, FM9

S368, S369, S372

FM1, FM2, FM10

OAO, OAD, OAE, OYA

Division

10:30 - 12:00

Morning Oral 
Session

S368-1 FM4-1 S368-4 FM4-4 S368-7 FM1-1

Division
S369-1 FM5-1 S369-4 FM5-4 S369-7 FM2-1

S372-1 FM8-1 S372-4 FM8-4 S372-7 FM10-1

OAO-1 FM9-1 OAD-1 FM9-4 OAE-1 OYA-1

12:00 - 13:30

Lunch
GA Preparatory 1 Gruber Prize Kavli Prize Young Astronomers

13:30 - 15:00

Afternoon 

Oral Session 1

S368-2 FM4-2 S368-5 FM4-5 S368-8 FM1-2

Division
S369-2 FM5-2 S369-5 FM5-5 S369-8 FM2-2

S372-2 FM8-2 S372-5 FM8-5 S372-8 FM10-2

OAO-2 FM9-2 OAD-2 FM9-5 OAE-2 OYA-2

15:00 - 15:15 Break

15:15 - 16:45

Afternoon

Oral Session 2

S368-3 FM4-3 S368-6 FM4-6 S368-9 FM1-3

Division
S369-3 FM5-3 S369-6 FM5-6 S369-9 FM2-3

S372-3 FM8-3 S372-6 FM8-6 S372-9 FM10-3

OAO-3 FM9-3 OAD-3 FM9-6 OAE-3 OYA-3

16:45 - 17:30

Afternoon 
e-Poster & 

Coffee Break

Coffee Break
S368, S369, S372

FM4, FM5, FM8, FM9

S368, S369, S372

FM1, FM2, FM10

OAO, OAD, OAE, OYA

Division
Opening Ceremony

17:30 - 19:00

Afternoon 
Plenary

Welcome Reception Invited Discourse 1 Invited Discourse 2 Public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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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프로그램

MON

August 8
TUE

August 9
WED

August 10
THU

August 11

08:15 - 9:45 

Morning 
Plenary

S370 S371 S373 S374

9:45 - 10:30

Morning 
e-Poster & 

Coffee Break

Division

S370, S371, S373, S374

FM1, FM2, FM10

W1, W2, W3, W4

S370, S371, S373, S374

FM3, FM6, FM7

S370, S371, S373, S374

FM3, FM6, FM7

10:30 - 12:00

Morning Oral 
Session

Division

S370-1 FM1-4 S370-4 FM3-1 S370-7 FM3-4

S371-1 FM2-4 S371-4 FM6-1 S371-7 FM6-4

S373-1 FM10-4 S373-4 FM7-1 S373-7 FM7-4

S374-1 WG1-3 S374-4 WG2-4 S374-7 WG4-3

12:00 - 13:30

Lunch
Women in Astronomy Shaw Prize GA Preparatory 2

13:30 - 15:00

Afternoon 

Oral Session 1

Division

S370-2 FM1-5 S370-5 FM3-2 S370-8 FM3-5

S371-2 FM2-5 S371-5 FM6-2 S371-8 FM6-5

S373-2 FM10-5 S373-5 FM7-2 S373-8 FM7-5

S374-2 WG1-4 S374-5 WG3-3 S374-8 WG4-4

15:00 - 15:15 Break

15:15 - 16:45

Afternoon

Oral Session 2

OAO-4 WG1-1 S370-3 FM1-6 S370-6 FM3-3 S370-9 FM3-6

OAD-4 WG2-1 S371-3 FM2-6 S371-6 FM6-3 S371-9 FM6-6

OAE-4 WG3-1 S373-3 FM10-6 S373-6 FM7-3 S373-9 FM7-6

OYA-4 WG4-1 S374-3 WG2-3 S374-6 WG3-4 S374-9 pro-am WG

16:45 - 17:30

Afternoon 
e-Poster & 

Coffee Break

OAO, OAD, OAE, OYA

W1, W2, W3, W4

S370, S371, S373, S374

FM1, FM2, FM10

W1, W2, W3, W4

S370, S371, S373, S374

FM3, FM6, FM7

Coffee Break

General Assembly

Closing Ceremony

17:30 - 19:00

Afternoon 
Plenary

OAO-5 WG1-2

Conference 

Dinner
Invited Discourse 3

Flag Hand-over 

Ceremony

OAD-5 WG2-2

OAE-5 WG3-2

OYA-5 WG4-2

*세부 프로그램 일정 및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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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항목

후원 항목은 선착순으로 접수 되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등급별 후원 패키지 (10% 부가세 별도)

구 분 금 액

다이아몬드 (1개 후원사, 선착순) 30,000,000원 

플래티넘 20,000,000원

골드 15,000,000원

실버 8,000,000원

브론즈 3,000,000원

프렌드 1,500,000원

전시 (10% 부가세 별도)

구 분 금 액 비 고

기본 부스(3×3m2) 4,800,000원 공간, 부스벽, 안내판, 기본가구 제공

추가 부스(3×3m2) 3,800,000원 공간, 부스벽 제공

독립 부스(3×3m2) 3,000,000원 공간만 제공

공식 사교 행사 후원 프로그램 (10% 부가세 별도)

구 분 금 액 비 고

개회식 20,000,000원

대회기 전달식 10,000,000원

커피브레이크 5,000,000원/회 회당 가격(2주간 총 16회)

대중강연 5,000,000원/회 회당 가격(2주간 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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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후원 항목: 온/오프라인 후원 아이템(현장 참가자 1,000명 가정시) (10% 부가세 별도)

인터넷 라운지
7,000,000원

전시장 내 참가자 편의용 인터넷 라운지 조성 후원

데스크탑 모니터 또는 인터넷 라운지 내 조성물에 후원사 로고 노출

휴대기기 충전 스테이션
1,500,000원/대

휴대기기 충전 스테이션 조성 후원

장소 내 조성물에 후원사 로고 노출

참가자 등록 기념 키트 가방
(항목 및 비용 협의)
1개 후원사(선착순)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등록 기념 키트 가방 제작 후원

가방 내 후원사 로고 노출

기념품
(항목 및 비용 협의)

참가자에게 배포되는 기념품 제작 또는 현물 지원

제작물 내 로고 삽입 또는 로고 노출

(예시: 합죽선, 무선충전 마우스 장패드, 모니터 메모보드, 여행용 파우치, 

멀티어답터, 모시조각보 컵받침, 미용 마스크팩, 고체치약 등)

명찰 목걸이줄
6,000,000원
1개 후원사(선착순)

총회 공식 네임택 목 끈 제작 후원

목 끈에 후원사 로고 노출

디지털 사인물/e-포스터
20,000,000원

디지털 사인물/e-포스터 구성 후원

총회 기간 중 디지털 사인물 내 후원사 로고 노출

자원봉사자 티셔츠
8,000,000원
1개 후원사(선착순)

총회 지원 스탭 용 티셔츠 제작 지원

티셔츠 내 후원사 로고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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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등급별 혜택
등급별로 마련된 후원 패키지는 기관/후원사에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 분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프렌드

3×3m2 전시 부스/공간 제공 4 2 2 1 0 0

총회 무료 등록 6 4 2 1 1 0

총회 리셉션, 공식 만찬 등 초대 5 4 2 2 2 2

총회 기간 중 발행 되는 

E-Newspaper에 한 페이지 광고 노출 ○ ○

개 폐회식, 공식 만찬 등에서

후원사 감사 인사
○ ○ ○

총회 공식 뉴스레터(이메일)에 

로고 삽입
○ ○ ○ ○

Kit 데스크에서 후원사 홍보물 배포 ○ ○ ○ ○

총회 E-Newspaper에 
반 페이지 광고 노출 ○

총회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후원사 로고 노출
○ ○ ○ ○ ○ ○

총회 웹사이트, 미팅 플랫폼, 

후원 페이지에 후원사 이름, 로고 및 

링크 삽입

○ ○ ○ ○ ○ ○

현물 후원의 경우, 

후원사 로고 사인물 배치
○ ○ ○ ○ ○ ○

전시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부여

(부스 사용 신청 시)
○ ○ ○ ○ ○ ○

전시장 내 후원사 월(Wall) 로고 노출 ○ ○ ○ ○ ○ ○

언론 인터뷰 시 백보드에 

기업 로고 노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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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패키지 상세 안내
등급별로 마련된 후원 패키지는 기관·후원사에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합니다. 후원패키지 해택은 후원사와 조직

위원회 간의 헙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10% 부가세 별도)

DIAMOND Sponsor 30,000,000원

•3  ×3m2  전시 부스/공간 4개 제공 

•총회 무료 등록 6인 제공

•총회 리셉션, 공식 만찬 등 초대 5인 제공

•총회 기간 중 발행 되는 E-Newspaper에 한 페이지 광고 노출

•개·폐회식, 공식 만찬 등에서 후원사 감사 인사

•총회 공식 뉴스레터(이메일)에 로고 삽입

•Kit 데스크에서 후원사 홍보물 배포

•총회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후원사 로고 노출

•총회 웹사이트, 미팅 플랫폼 내 후원 페이지에 후원사 이름, 로고 및 링크 삽입

•현물 후원의 경우, 후원사 로고 사인물 배치

•전시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부여(부스 사용 신청 시)

•전시장 내 후원사 월(Wall) 로고 노출

•언론 인터뷰 시 백보드에 기업 로고 노출

•1개 후원사(선착순)   

(10% 부가세 별도)

PLATINUM Sponsor 20,000,000원

• 3  ×3m2  전시 부스/공간 2개 제공

•총회 무료 등록 4인 제공

•총회 리셉션, 공식 만찬 등 초대 4인 제공

•총회 기간 중 발행 되는 E-Newspaper에 한 페이지 광고 노출

•개·폐회식, 공식 만찬 등에서 후원사 감사 인사

•총회 공식 뉴스레터(이메일)에 로고 삽입

•Kit 데스크에서 후원사 홍보물 배포

•총회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후원사 로고 노출

•총회 웹사이트, 미팅 플랫폼 내 후원 페이지에 후원사 이름, 로고 및 링크 삽입

•현물 후원의 경우, 후원사 로고 사인물 배치

•전시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부여(부스 사용 신청 시)

•전시장 내 후원사 월(Wall) 로고 노출

•언론 인터뷰 시 백보드에 기업 로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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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세 별도)

GOLD Sponsor 15,000,000원

•3  ×3m2  전시 부스/공간 2개 제공 

•총회 무료 등록 2인 제공

•총회 리셉션, 공식 만찬 등 초대 2인 제공

•총회 기간 중 발행 되는 E-Newspaper에 반 페이지(1/2p) 광고 노출

•개·폐회식, 공식 만찬 등에서 후원사 감사 인사

•총회 공식 뉴스레터(이메일)에 로고 삽입

•Kit 데스크에서 후원사 홍보물 배포

•총회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후원사 로고 노출

•총회 웹사이트, 미팅 플랫폼 내 후원 페이지에 후원사 이름, 로고 및 링크 삽입

•현물 후원의 경우, 후원사 로고 사인물 배치

•전시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부여(부스 사용 신청 시)

•전시장 내 후원사 월(Wall) 로고 노출

•언론 인터뷰 시 백보드에 기업 로고 노출

(10% 부가세 별도)

SILVER Sponsor 8,000,000원

•3 ×3m2 전시 부스/공간 1개 제공 

•총회 무료 등록 1인 제공

•총회 리셉션, 공식 만찬 등 초대 2인 제공

•총회 공식 뉴스레터(이메일)에 로고 삽입

•Kit 데스크에서 후원사 홍보물 배포

•총회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후원사 로고 노출

•총회 웹사이트, 미팅 플랫폼 내 후원 페이지에 후원사 이름, 로고 및 링크 삽입

•현물 후원의 경우, 후원사 로고 사인물 배치

•전시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부여(부스 사용 신청 시)

•전시장 내 후원사 월(Wall) 로고 노출

•언론 인터뷰 시 백보드에 기업 로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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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세 별도)

BRONZE Sponsor 3,000,000원

•총회 무료 등록 1인 제공

•총회 리셉션, 공식 만찬 등 초대 2인 제공

•총회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후원사 로고 노출

•총회 웹사이트, 미팅 플랫폼 내 후원 페이지에 후원사 이름, 로고 및 링크 삽입

•현물 후원의 경우, 후원사 로고 사인물 배치

•전시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부여(부스 사용 신청 시)

•전시장 내 후원사 월(Wall) 로고 노출

•언론 인터뷰 시 백보드에 기업 로고 노출

(10% 부가세 별도)

FRIEND 1,500,000원

•총회 리셉션, 공식 만찬 등 초대 2인 제공

•총회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후원사 로고 노출

•총회 웹사이트, 미팅 플랫폼 내 후원 페이지에 후원사 이름, 로고 및 링크 삽입

•현물 후원의 경우, 후원사 로고 사인물 배치

•전시 부스 위치 선정 우선권 부여(부스 사용 신청 시)

•전시장 내 후원사 월(Wall) 로고 노출

•언론 인터뷰 시 백보드에 기업 로고 노출

비 고

참가업체 매뉴얼과 전시물품(각종 기자재 렌탈 및 부스 출력물 등) 신청서는 추후에 발송됩니다.

총회 등록비

구 분 금 액

대면 IAU/Non-Member 792,000원

120,000원만찬 티켓

비 고

Regular registration 가격  

후원 등급 선택 시, 참고를 위하여 본 총회의 등록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본 등록비는 2022년 3월 31일 기준(후원/전시 신청 마감일)인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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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교 행사 후원 프로그램
(10% 부가세 별도)

개회식 20,000,000원

개회식은 2022년 8월 2일(화요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총회의 첫 공식 행사 입니다. VIP 및 초청연사가 참석하며 많은 

수의 참가자가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총회 웹사이트, 미팅 플랫폼 내 후원 페이지에 후원사 이름/로고 및 링크 삽입

•개회식 사인물에 후원사 로고 삽입

•개회식에서 후원사 홍보물 및 책자 배포(홍보물은 후원사 제공)

•개회식에서 후원사 소개 및 감사 인사

(10% 부가세 별도)

대회기 전달식 10,000,000원

총회의 공식 대회기 전달식은 총회 2주차 2022년 8월 11일(목요일) 오후에 폐회식과 함께 진행됩니다. 차기 개최국

에 대회기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행사이며 매 총회마다 이어져 온 전통 깊은 행사입니다.

•총회 웹사이트, 미팅 플랫폼 내 후원 페이지에 후원사 이름/로고 및 링크 삽입

•대회기 전달식 영상 제작 시, 후원사 로고 삽입

•폐회식 사인물에 후원사 로고 삽입

•폐회식에서 후원사 홍보물 및 책자 배포(홍보물은 후원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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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세 별도)

커피브레이크 (1회 당) 5,000,000원

총회 기간 중 하루 2회(오전/오후), 총 16회의 커피브레이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회 후원도 가능합니다. 

•총회 후원사 페이지에 후원사 이름/로고 및 링크 삽입

•커피브레이크 사인물에 후원사 로고 삽입

•커피브레이크에서 홍보물 및 책자 배포(홍보물은 후원사 제공)

•프로그램북 내 소개

(10% 부가세 별도)

대중강연 (1회 당) 5,000,000원

2022년 8월 5일(금요일), 8월 6일(토요일)에 총 2회의 대중강연이 진행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의 

천문학자가 강연합니다. 초중고 학생들 및 성인 등 많은 대중의 참여가 기대되는 행사입니다. 

•총회 후원사 페이지에 후원사 이름/로고 및 링크 삽입

•대중강연 사인물에 후원사 로고 삽입

•대중강연에서 홍보물 및 책자 배포(홍보물은 후원사 제공)

•프로그램북 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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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제 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은 원하는 모든 기관 및 기업에 열려 있습니다. 

전시는 오프라인에서 개최되며, 장소는 포스터 세션장과 휴식 공간이 마련된 벡스코 제1전시장 전시 1홀입니다. 부스가 

설치될 위치는 후원사 우선, 신청 선착 순으로 배정됩니다. 전시장 레이아웃은 조직위원회가 임의로 수정 또는 재배치 

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최종 판매된 부스 수에 따라 전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ponsors only Area는 후원사에게만 제공되는 부스 공간입니다. 01-04번은 4개의 부스로, 05-12번은 2개의 부스

로 구성됩니다. 분할 구매는 불가능하니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동선 안내(안)전시장 배치도(안)

Sponsors only

 컨벤션 홀

 컨벤션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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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비용 (10% 부가세 별도)

항목 금액(원) 비고

기본 부스 4,800,000원/부스 공간, 벽, 테이블 1개, 의자 2개 제공

추가 부스 3,800,000원/부스 공간, 벽 제공

독립 부스 3,000,000원/부스 공간만 제공

기본 부스는 다음의 규격으로 제공됩니다:

•규격: 가로3,000mm x 세로3,000mm x 높이3,000mm

•기본 지정 글씨체로 전시 기관의 이름이 적힌 안내판(상단)

•기본 전력(1kw)

•안내데스크 1개 및 접이형 의자 2개

•멀티탭 1개(2구)

•바닥카펫

•총회 등록 2인/전시 등록 2인

추가 부스는 다음의 규격으로 제공됩니다:

•규격: 가로3,000mm x 세로3,000mm x 높이3,000mm

•부스 벽/바닥카펫 제공

•총회 등록 1인/전시 등록 2인 

독립 부스는 다음의 규격으로 제공됩니다:

•규격: 가로3,000mm x 세로3,000mm의 공간 

•부스는 후원사에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전시 등록 2인

전시자 무료제공사항
•총회/전시 등록(각 부스별 상이)

•웹사이트와 전시장 내 사인물에 회사 이름 노출

•프로그램북 내 소개

비 고

참가업체 매뉴얼과 전시물품(각종 기자재 렌탈 및 부스 출력물 등) 신청서는 추후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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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전시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후원·전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 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전시 

신청서는 다음 페이지에 첨부 되어 있으며, 총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http://www.iauga2022.org/).

2. 후원금 납부 방법
신청서 접수가 확인 되면, 아래 계좌 정보로 후원금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명은 

신청서에 기입한 국문 기관 또는 회사명과 동일하게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체크

해주시면, 신청 후 5일 이내에 담당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 처리됩니다. 

계좌 정보

은행명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5-503-981011

계좌명 (주)메씨인터내셔날(IAUGA2021)

3. 신청 마감일
2022년 3월 31일

4. 취소 및 환불
80% 환불: 2022년 5월 31일 이전 취소 건

환불 불가: 2022년 6월 1일 이후 취소 건

비 고

•수표나 어음은 받지 않습니다.

•송금 수수료는 후원기관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정한 마감기간까지 지불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최기관은 신청 후원·전시사의 성격이 주최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후원·전시 신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제 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3, 3층(방배동, 동주빌딩) 

Tel. +82-2-6288-6317 Fax. +82-2-6288-6398 

E-mail. sponex@iauga202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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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신청서
신청 마감일: 2022년 3월 31일
신청서 접수는 E-mail로 받습니다(sponex@iauga2022.org) 세금계산서 발행 예  아니오 

A. 기관/회사정보

기관/회사명(국문) 

기관/회사명(영문)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이름

직급 부서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빨간 테두리 칸은 담당자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가세 별도)

B. 후원 패키지

구 분 금 액 선택

후원 패키지

다이아몬드 30,000,000원 

플래티넘 20,000,000원 

골드 15,000,000원 

실버 8,000,000원 

브론즈 3,000,000원 

프렌드 1,500,000원 

희망 부스 번호 1번 2번 3번

후원 패키지 금액

부가세 10%

총 금액

(10% 부가세 별도)

C. 공식 사교 행사 후원 프로그램

구 분 금 액 선택

공식 사교 행사 후원

개회식 20,000,000원 

대회기 전달식 10,000,000원 

커피브레이크( 회) 5,000,000원/회 

대중강연( 회) 5,000,000원/회 

공식 사교 행사 후원 금액

부가세 10%

총 금액

제 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위와 같이 후원할 것을 약정합니다.

서명 또는 회사 직인 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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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신청서

세금계산서 발행 예  아니오 

A. 기관/회사정보

기관/회사명(국문) 

기관/회사명(영문)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이름

직급 부서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빨간 테두리 칸은 담당자 정보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부가세 별도)

B. 전시 부스 신청

구 분 금 액 선택

전시 부스 규격

기본 부스 4,800,000원 

추가 부스 3,800,000원 

독립 부스 3,000,000원 

희망 부스 번호 1번 2번 3번

전시 부스 신청 금액 

부가세 10%

총 금액

제 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위와 같이 후원할 것을 약정합니다.

서명 또는 회사 직인 날 짜

신청 마감일: 2022년 3월 31일
신청서 접수는 E-mail로 받습니다(sponex@iauga2022.org).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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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 규정

1. 용어의 정의

가.  “참가업체”란 IAUGA 2022(제 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의 전시 또는 후원을 희망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말한다. 

나.  “주최기관”이란 IAUGA 2022(제 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의 국내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2. 부스 배정

가.  주최기관은 후원등급, 신청서의 접수 및 결제 순에 따라 참가업체의 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나.  주최기관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최기관의 재량에 따라 전시장 운영에 앞서 부스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업체는 변경 사항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신청서 접수

가.  전시 또는 후원을 희망하는 참가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참가업체는 신청서를 2022년 3월 31일 이전까지 접수해야 하며, 지불 금액은 주최측이 발행한 인보이스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지불해야 한다. 

다.  주최기관은 신청 후원·전시사의 성격이 주최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후원·전시 

신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4. 전시장의 사용

 참가업체는 주최기관에서 사전 고지한 시간 내에 부스 세팅 및 철거를 해야 하며 만약 참가업체가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참가업체는 주최기관의 지연 또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5. 안전 규정

가.  참가업체는 방문객 및 다른 참가업체의 안전을 위해 부스 구조물 또는 기타 전시부스 내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

조치, 유지 관리 또는 수리 등의 안전 관리를 책임진다. 주최기관은 참가업체의 미흡한 안전 관리 의무 수행으로 

인해 전시 부스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는 부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나.  참가업체는 부스 구조물 또는 전시물의 설치 또는 철거 기간 동안 BEXCO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규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기관은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참가업체의 부스 또는 기타 구조물을 

제거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지불은 해당 참가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6. 전시장의 관리

 참가업체가 사전에 명시한 전시와 다른 품목 또는 전시회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을 전시하거나 주최기관의

승인없이 방문객에게 전시 품목을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 주최기관은 해당 행위의 중단 및 품목의 즉각적인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부스 내에서 마이크 또는 큰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전시 및 후원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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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원 및 전시 금액 환불

 신청서 제출 후 참가업체가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 참가업체는 아래에 명시된 날짜에 기준하여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해당하는 날짜까지 명확한 취소 의사를 이메일로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결제해야 하는 금액의

부족분은 추가로 결제해야 하며, 환불 기준 금액에서의 잉여금은 환불된다.

2022 년 5월 31일 이전 - 총 합계의 80% 환불

2022 년 6월 1일 이후 - 환불 불가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그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본 행사에 기인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행사 일정이 재조정 되는 경우, 주최기관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참가업체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최기관은 총회 준비에 이미 발생한 금액

또는 이미 제3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전시·후원 참가업체의 총액에서 공제 한 후 참가자에게 상환 하거나, 또는

전시·후원 금액을 유지할 것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가진다.

 코로나19로 전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 기존에 기탁한 후원금과 부스 임차료는 최소의 운영비와 수수료(총 

약정금액의 5%)를 제외하고 환불된다. 기존 약정 후원사는 비대면 행사에 맞추어 수정된 새로운 후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9. 기타

 주최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주최기관은 상기 약관 외에 추가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모든 참가업체가 준수해야 한다.



제 31차 국제천문연맹 총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3, 3층(방배동, 동주빌딩)

Tel. +82-2-6288-6317 Fax. +82-2-6288-6398

E-mail. sponex@iauga2022.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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