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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2016년 10월 2일（일）10：00～19：30 COEX전시장 B홀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실행위원회 /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운영위원회     

행사명 

일시/장소 

테마 

주최/주관 

슬로건 

후원 

약 6만명 (2015년 실적) 관람객수 

한국측 (예정)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서울특별시, KBS,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일본측 (예정)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  
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SJC),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  

약 750명 (2015년 실적) 자원봉사자 수 

항목 No 홍보내용 
1000만원   
이상협찬기업 

1000만원  
미만협찬기업 

공식 홈페이지 
1 메인 페이지 소개 및 각 기업 HP로 링크   O 

2 협찬 기업 페이지 소개 및 각 기업 HP로 링크  O O 

공식 블로그 3 블로그 메인 페이지 소개 O O 

공식 SNS 4 Face Book, Instagram 소개  O 

포스터 5 행사 안내용 공식 포스터 O 

리플렛 6 행사장 내부 배포용  O O 

전단지  7 행사장 내, 외부 배포용  O O 

대형 외벽 현수막 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홍보용으로 설치 O 

Ｘ배너 9 한일축제한마당 관련기관에 설치  O 

무대   10 메인 무대 벽면에 소개  O O 

스태프 T셔츠 11 운영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가 착용하는 T셔츠  O 

스폰서 보드 12 행사장 앞(로비)에 설치하는 포토월  O O 

인포메이션 데스크 13 행사장 앞(로비)에 설치하는 인포메이션 데스크  O O 

기둥배너  14 행사장 내부 중앙 기둥  O O 

천장배너 15 행사장 내부 천장  O O 

X배너 16 코엑스 내부에서 행사장까지 유도용 O O 

대형 현수막  17 코엑스 내부에 홍보용 현수막  O O 

교류회 현수막 18 행사 후 개최되는 교류회 현수막 O O 

공식 DVD 19 행사결과 영상집에 게재 O O 

결과보고서 20 협찬기업, 관련기관 배부용 결과보고서에 게재 O O 

※ 상기 광고 이외에도 다양한 선전물,  정보 발신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협찬사를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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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시,  협찬 기업의 세제혜택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특정 기부금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한일축제한마당에 기부하시게 됩니다）번거롭더라도 다음 절차를 따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http://www.omatsuri.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페이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신청서’  필수항목을 모두 기입해 주세요 
①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오니 기업명은 반드시 정식명칭 (㈜까지)과 대표자명은 직위까지 기입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에서 안내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오니 우편물을 수령할 담당자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정확히     
   작성해 주십시요. 

＜신청서 메일 발송＞ （협찬 신청 마감 7월 31일） 

작성하신 신청서를 스캔 후 ‘한일축제한마당 사무국’ 과 ‘문화예술위원회’ 에 각각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 주십시요.  이메일을 보낼 때는 아래 내용도 함께 기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１）입금 예정일 
（２）실무 담당자 연락처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３）귀사의 홈페이지 주소  ([한일축제한마당 홈페이지]에서 귀사의 로고를 링크합니다.)  
（４）무료제공 부스 신청 유무（협찬금 1000만원 이상） 

       ※무료제공 부스를 희망할 경우, 마지막 페이지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  7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요. 
 

■메일 보내실 곳（반드시, 아래 두 곳의 메일에 모두 보내주십시요）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사무국  담당  사토이 루이코： jk_omatsuri9054@daum.net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donation@arko.or.kr 

② 

 

＜협찬금 입금＞（마감기한 8월10일） 
 

입금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리은행 (057-089055-13-082)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 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담당자분께 이메일로 발송 예정.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Tel : 061-900-2297) 

③ 

＜협찬사 로고 업로드＞  （마감기한 8월10일） 

귀사의 로고를 아래 웹하드에 업로드해 주십시요. 올려주신 로고는 각종 광고(웹,인쇄물)에 사용됩니
다.    
(※작년과 동일한 로고를 사용할 경우,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웹하드에 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www.webhard.co.kr (기업 로고 업로드 전용）ID: 2016seoul / PW: seoul2016 
  

* 위 웹하드에 귀사명의 폴더를 만드신 후, 그 폴더에 로고를 업로드해  주세요.  
* 반드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또는 EPS 파일 등 [AI파일 (CMYK)]로 부탁드립니다. 

④ 

문의처   ※ 물품협찬에 대해서도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사무국(동아시아문화교류협회) 담당 : 사토이 루이코 
 

TEL : 02-734-0552(12:00～18:00）부재중일 경우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E-mail : jk_omatsuri9054@daum.net(24시간） 

※마감일 이후에도 협찬 신청을 받지만, 인쇄소 납기일이 있어, 위의 마감일 이후에는 광고물에 로
고가 게재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구분 체크 금액 대상단체 

A형 부스 (3×3 옥타곤부스） 무료   ￦10,000,000 협찬 

B형 부스 (3×6 옥타곤부스） 무료   ￦15,000,000 협찬 

※해당되는 부스에 체크해 주십시요 

※www.omatsuri.kr에서 ‘부스참가안내서’（배치,사이즈,운영규칙 등 상세내용) 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부스 외에, 추가(별도요금) 부스를 희망하는 경우, 상기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요. 

(무료제공) 부스 참가 신청 및 계약서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운영사무국 (한국) 

 

 

 

 

[기업 / 푸드 부스]  담당자 ： 안도 이사오        

TEL ：  010-8727-8178 

FAX ： 02-707-7798 

E-mail ： blueisao@hotmail.com  

[지자체] 담당자：이강일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TEL ： 02-733-5681 

FAX ： 02-732-8873 

E-mail ： info@clair.or.kr 

 1. 신청자 (계약자) 

참가  

단체 

단체명 

(한국어)  

(영어)  

(일본어)  

대표자명 

주소                                                                             (우편번호:                    ) 

담당자 

성명 (한국어)  부서/직책 

TEL FAX 

e-mail Mobile 

부스 참가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한일축제한마당 2016 사무국으로 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아래의 단체명이 정식명칭으로서 향후 각종 인쇄물 및 당일 부스 간판 등에 사용되므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2. 무료 제공 부스 신청 내역 

부스 운영 규정을 승낙하며, 상기 내용과 같이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사무국에 참가신청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2016년        월         일 

                                                                                                 계약담당자(성명)                               (인) 

 

(본 계약서에 날인하신 분은 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계약서를 수행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 것을 보증합니다.) 

부스 홍보 개요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부스에서 물품판매 여부 

●물품판매 ( 유 .  무 )  ※ 물품판매를 할 경우, 아래에 판매 내역을 상세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3. 부스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