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s and Stripes 75th Anniversary
Gala Sponsorship Package
스페셜 갈라 스폰서 $ 65,000 (수량 1)
• 2020년 9월 12일 도쿄에 위치한 New Sanno 호텔에서 잠정적으로 개최되는
Stars and Stripes GALA 이벤트에서 단연 눈에 띄는 메인 장소 제공
• 이벤트 연단에서 귀사를 소개 할 수있는 기회 제공
• 75 주년 기념 연회 및 시상식에서 귀사를 소개
• 16 명의 게스트를 위한 테이블과 식사 제공
• 전시장 또는 입구 근처에 단일 전시 부스 설치 (3m x 3m)
• 5만부 발행 예정인 “Stars and Stripes 태평양 75주년 기념 에디션” 뒷면에
전면 풀 컬러 광고 게재
• 75 주년 기념 연회 및 시상식 프로그램에 전면 풀 컬러 광고 게재

플래티넘 스폰서 $ 25,000 (수량 2)
•75 주년 기념 연회 및 시상식에서 귀사를 소개
•10 명의 게스트를 위한 테이블과 식사 제공
•전시장 또는 입구 근처에 단일 전시 부스 설치 (3m x 3m)
•New Sanno Hotel에서 열리는 75 주년 기념 연회 홀 앞의 VIP 좌석 준비
•75 주년 기념 연회 및 시상식 프로그램에 1/2 페이지 풀 컬러 광고 게재
•이벤트 프로그램에 풀 페이지 컬러 광고 게재
•이벤트에서 배부되는 판촉물에 귀사의 로고 부착
•75 주년 기념 행사에서 배부되는 증정품에 귀사의 로고 부착
•프로그램에 귀사의 프로필, 로고 및 연락처 게재
•75 주년 기념 이벤트 프로모션 및 웹 사이트에 귀사의 로고 게재
•사전 이벤트 홍보를 위한 SNS에 귀사의 정보 게재

골드 스폰서 $ 15,000 (수량 4)
•75 주년 기념 연회 및 시상식에서 스폰서로서 귀사를 소개
•75주년 기념 이벤트 진행 중 귀사에 대한 소개
•기조 연설 중 스폰서로서의 귀사에 대한 소개
•8명의 게스트를 위한 테이블과 식사 제공
•New Sanno Hotel에서 열리는 75 주년 기념 연회 홀 앞의 VIP 좌석 준비
•75 주년 기념 연회 및 시상식 프로그램에 전면 풀 컬러 광고 게재
•Stars and Stripes 태평양 75 주년 기념 행사에 전체 페이지 컬러 광고
•75 주년 기념 행사에서 배부되는 증정품에 귀사의 로고 부착
•이벤트 프로그램에 귀사의 프로필, 로고 및 연락처 게재
•75주년 기념 이벤트 프로모션 및 웹 사이트에 귀사의 로고 게재
•사전 이벤트 홍보를 위한 SNS에 귀사의 정보 게재

• 75 주년 기념 연회에서 배부되는 판촉물에 귀사의 로고 부착
• 2020년 캠페인 기간 동안 Stripes.com 및 태평양 커뮤니티 웹 사이트에
스페셜 이벤트 홍보
• 75 주년 기념 이벤트 프로모션 및 웹 사이트에 귀사의 로고 게재
• 일본, 한국 및 오키나와에서 발행되는 Stars and Stripes 매거진에
1/2 페이지 풀 컬러 광고 게재
• 사전 이벤트 홍보를 위한 SNS에 귀사의 정보 게재
•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Podcast에 30초/ 60초 스팟광고 기회 제공 (추후에 결정)

미디어 스폰서 $ 20,000 (수량 1)
•75 주년 기념 연회 및 시상식에서 미디어 스폰서로 인정
•이벤트 종료 후 제작되는 영상물에 귀사의 로고와 후원에 대한 내용 게제
•75주년 기념사진 배경에 귀사의 로고 게재
•8명의 게스트를 위한 테이블과 식사 제공
•이벤트 프로그램에 풀 페이지 컬러 광고 게재
•연회 및 시상식 프로그램에 전면 풀 컬러 광고 게재
•75 주년 기념 행사에서 배부되는 증정품에 귀사의 로고 부착
•프로그램에 귀사의 프로필, 로고 및 연락처 게재
•75 주년 기념 이벤트 프로모션 및 웹 사이트에 귀사의 로고 게재
•사전 이벤트 홍보를 위한 SNS에 귀사의 정보 게재

실버 스폰서 $ 10,000 (수량 6)
•공동 스폰서로 지정
•5명의 게스트를 위한 테이블과 식사 제공
•이벤트 프로그램에 1/4 페이지 풀 컬러 광고 게제
•75 주년 기념 행사에서 배부되는 증정품에 귀사의 로고 부착
•이벤트 프로모션 및 이벤트 웹 사이트에 귀사의 로고 게재
•사전 이벤트 홍보를 위한 SNS에 귀사의 정보 게재

브론즈 $ 5,000 (무제한)
•이벤트 프로모션 및 이벤트 웹 사이트에 귀사의 로고 게재
•75 주년 기념 프로그램 및 웹 사이트에 귀사의 상호명 표기
•호스트별로 2 명의 게스트를 위한 테이블과 식사 제공

요청에 따라 풀 테이블 스폰서쉽 가능_8석-$3,800/ 4석-$2,000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lee.eric@stripes.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