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사를 “FP Conference 2015 전시회”에 모시고자 합니다. 

일 시 장 소 주 최 

2015년 12월 5일 (토)~12월 6일 (일) COEX 그랜드볼룸, 2층 아셈홀 (사)한국FP협회 

“FP Conference”는 금융인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변화, 도전  

 그리고 탁월한 성과 창출의 시작점으로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자부심의 토양 
   FINANCIAL PLANNING의 모든 것이 펼쳐지는 국내유일의 금융인의 축제로서 새로운 가치창조,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통찰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세미나, 전시회, 다양한 이벤트 등으로 구성, 
   2일간 진행됩니다. 
 

• 금융전문가로서 만족의 원천 
   은행, 보험, 증권의 PB, WM, FP 등 금융전문가 1,300명이 참여하는 국내유일의 정보 공유 및 전문지식 
   학습의 장입니다. 



 1. 전시회 안내 

• 비즈니스 채널구축 : 금융전문가를 대상으로 자사 비즈니스의 홍보 채널 구축이 가능합니다. 

• 마케팅극대화 : 금융전문가 1,3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전략적 파트너십 : 재무설계 콘텐츠를 운영하는 파트너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 리크루팅 : “CFP/AFPK 인증자”라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가효과 

• 한국FP협회 웹사이트, FP웹진 등을 통해 회사 홍보(노출효과 : 협회회원 80,000명 이상) 

• 아젠다, 배너, 쇼핑백 등에 회사 로고 노출 (노출효과: 참가자 1,300명/온라인 교육 5,000명 이상) 

• 자사직원 3명 컨퍼런스 무료 참가 기회 제공 및  FP Conference 2015 리셉션에 참가 

 

 참가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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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회 참가 안내 

   • 기간 : 2015년 10월 30(금)일까지 

   • 방법 : 첨부한 신청서 작성한 후 메일 또는 팩스 전송 

   • 문의 : 한국FP협회 강예지 주임, 지만효 본부장 

             Tel 02-3276-7636, 7633  Fax 02-3276-7640 

             Email: kyj0282@fpkorea.com 

 참가방법 

  •참가금액 : 2,500,000원 

  <제공내역>  

  - 사용면적 : 2.5mX1mX2.5m                        

  - 조명, 콘센트, 안내데스크 제공    

  <부스설치>  

  -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사전미팅을 실시할 예정임.  

  ● 설 치 일 :  추후 공지 

  ● 설치장소 : 코엑스 그랜드 볼룸 

  ● 설치위치 : 추첨을 통한 순위에 따라 참가업체에서 위치 선택  

참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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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부스  배치도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집중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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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사 노출 현황도 

그랜드볼룸(1F) Lay-out 

코엑스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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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하단에 전시사 노출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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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토 존 

포토존 하단에  전시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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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강의장에 배너형태로 전시사 노출 

 강 의 장 (그랜드볼룸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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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강의장에 배너형태로 전시사 노출 

 강 의 장 (아셈홀 2F) 

[강의장 Lay -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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