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CFA Institute와 CFA Society Korea 소개
CFA Institute는 전세 계 약 17만명이 넘는 투 자 및 재무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 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이며 투자 분야에서 윤리적 행동을 선도하고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주목받는 지식과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FA Institute에서 주관하는 CFA(
자격은 국제적으로 투자 및
재무분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전문자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CFA Institute는 전세계 157개 지역협회를 두고 있습니다.
CFA Society Korea(CFA한국협회)는 CFA Institute의 한국지역 협회로 2000년 2월에 정식 인가되었으며, 2020년에
설립 20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CFA한국협회는 1,181명(2020년 4월 기준)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의사결정 가이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금융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Annual Sponsorship
 2000 만원

Korea Investment Conference
 Gold : 1500만원  Silver:1000만원 | 기본 Exhibit: 200만원

Charter Award Ceremony Event
 Gold : 700만원  Silver: 400만원

Research Challenge Event – 단독 행사 (5-6개월)
 Gold : 3000만원

OTHER SPONSORSHIPS
Lunch Seminar
Networking Night

Other Sponsorship 항목 아래에 있는
행사의 Sponsorship에 관심 있으신 경우

ESG 심포지엄

CFA 한국협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Financial Literary 캠페인
한국협회

University Outreach
CFA한국협회 골프대회

2000만원
1년

CFA한국협회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스폰서로 회사 로고 개시

●

CFA한국협회 홈페이지 별도 스폰서 페이지에 회사 소개 및 홈페이지와 링크 개시

●

CFA한국협회의 3대 주요 이벤트의 Gold 스폰서 와 동일 혜택 부여 및 개회사 Recognition

●
혜택
혜택

CFA한국협회에서 발송하는 주요 마켓팅 자료에 회사 로고 삽입

●

예시: CFA한국협회 홈페이지, 연간 리포트, e브로셔, 행사 초대장, 소셜 미디어 등)
CFA한국협회 공식 Social Media에 스폰서 기업 광고 기회 제공(Sponsor Day(상반기/하반기 각

상반기 하반기 각 회

1회)
●

CFA 한국협회 홈페이지 Career Service 무료 구인 공고 개시 권한 부여

CFA한국협회에서 주관 Lunch Seminar 및 Networking Night Open 행사 초대
Lunch Seminar
Member Networking Night

최소 4회(각 5명)
최소 4회(각 5명)
연 1회(5명)

CFA한국협회 주관 Annual Golf 대회 초청(4명) 광고 기회 제공

●

KIC 행사 브로서 지면 광고 위치 우선 선택권

●

Pre-Event (이벤트 홍보 기간)
Recognition on promotional materials (e.g. registration email,
website, social media etc.)
이벤트 관련 발송하는 주요 마켓팅 자료에 회사 로고 삽입
(예시: CFA한국협회 홈페이지, 행사 초대장, 소셜 미디어 등)

Onsite (이벤트 당일)
Invitation to Networking Breakfast with speakers and VIPs
강연자 및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는 조찬 초대권
Complimentary delegate passes 무료 초대권 (오찬 포함)
Recognition as main sponsor on the official displayed items
(e.g. backdrop, photo wall etc.)
행사장에 비치되는 공식 행사 용품에 스폰서로 회사로고 개시
Premium Booth Space 프리미엄 홍보 부스 지정
Booth Space 홍보 부스 지정
Table Top 홍보용 게시물 비치 및 배포 가능한 테이블 지정
- Logo print on event souvenirs
이벤트 증정품에 회사 로고 개시
- Promotional video-playing during breaks (Max. 1min)
쉬는 시간에 회사 홍보 동영상 (최대 1분) 상영 가능

15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TBC

TBC

TBC

대회
3000
TBC
Pre-Event (이벤트 홍보 기간)
Logo recognition on the Research Challenge poster
Research Challenge 공식 포스터에 회사 로고 개시
Recognition on promotional materials (e.g. registration email, website, social media
etc.)
이벤트 관련 발송하는 주요 마켓팅 자료에 회사 로고 삽입 (예시: CFA한국협회 홈페이지,
행사 초대장, 소셜 미디어 등)
Onsite (이벤트 당일)
Kick-off Meeting
Logo recognition on the official signage 공식 현수막에 회사 로고 개시

Possibility to present your banner (e.g. pop-up banner)
회사 홍보용 팝업배너 설치 가능
Table Top 홍보용 게시물 비치 및 배포 가능한 테이블 지정
Korea Final 행사 당일
Event Passes 무료 입장권
Logo recognition on the Research Challenge brochure
Research Challenge 브로셔에 회사 로고 개시
- Table Top 홍보용 게시물 비치 및 배포 가능한 테이블 지정
- Logo recognition on the official signage 공식 현수막에 회사 로고 개시
- Logo print on event souvenirs 이벤트 증정품에 회사 로고 개시
- Promotional video-playing during breaks (Max. 1min)
쉬는 시간에 회사 홍보 동영상 (최대 1분) 상영 가능

●

●

혜택
Recognition on event marketing materials
(e.g. registration email, website, social media etc.)
이벤트 관련 발송하는 주요 마켓팅 자료에 회사 로고 삽입
(예시: CFA한국협회 홈페이지, 행사 초대장, 소셜 미디어 등)
Opportunity to provide promotional materials and/or market commentary
for the event’s Sponsors’ Table. 지정 테이블에 회사 홍보물 비치 기회
Logo recognition on the display items on the event day
(e.g. Logo on cocktail napkins)
행사장 비치 물품에 회사 로고 개시 (예: 종이 냅킨 중앙에 회사 로고 프린트)
One (1) seat at the head table and recognition of your firm at the opening
speech 헤드 테이블 1석 제공 및 개회사에 공식 스폰서로 소개
A table for eight (8) with a sponsor recognition

8인석 테이블 1개

Free access to job posting section on CFA Society Korea website
CFA 한국협회 홈페이지 무료 구인 포스팅

700만원

400만원

TBC

TBC

Lunch Seminar

Networking Night

ESG 심포지엄

CFA한국협회 골프대회

Financial
Literary
Campaign

University Outreach

청소년 Financial Literacy Campa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