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광고대상 트로피 관련 정보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광고대상 담당자입니다.
수상 결과를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래의 요청 사항을 확인 하신 후, 각 항목별 기한 내에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로피 및 상장 추가 제작에 대한 안내 및 신청

○ 기본 시상품 수량은 트로피 1개 및 상장 2개가 기본 제공됩니다.
○ 아래의 내용은 필요에 의해 추가로 더 주문하시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추가 제작에 대한 내용을 제작사에도 꼭 회람해주십시오. (트로피 제작기간이 끝나고 나
서 연락을 못 받았다고 추가 제작을 신청하시는 제작사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배송 주소]
추가 제작하시는 2021 대한민국광고대상 트로피 및 상장을 택배로 받아보실 분은 배송받으
실 주소 반드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품 가격]
1. 대상 트로피(크리스탈/흑진주도금) : 99만원 (VAT 포함가)
2. 금·은·동·특별상 트로피(금속/흑진주도금) : 66만원 (VAT 포함가)
3. 대상·금·은·동 상장(고급커버) : 3만3천원 (VAT 포함가)
[제작 신청 기간]
1. 금일 ~ 2021년 12월 17일(금)까지 메일 도착분에 한함.
2. 신청 기간 이후에 추가 제작 어렵습니다. (재고분 소진 후에는 제작 불가)
3. 추가 제작 트로피는 2021년 12월~2022년 1월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2021년 12월 3일 대한민국광고대상 행사 당일 트로피와 상장을 받으시려면 11월 12
일(금)오전까지 주문하신 뒤 11월 15일(월) 오전까지 결제를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결제기간]
추가 신청 시 상품에 대한 결제는 12월 17일(금)까지 부탁드립니다. 결제가 확인이 된 후
시상품 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일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상품 제작이 진행되
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매년 트로피 및 상장 추가 제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래 내용 읽어주시길 바
랍니다.
1. 발주 신청 후에 변심에 의한 취소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문 제작 상품이라서 제작을 시작하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필요 수량을 심사숙고하신 뒤에 구매 결제 완료하시고, 재무부서와 상의도 끝내신 후에 신청서
에 서명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세금계산서 안 받을테니 vat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계산서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은 전부 세무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할인
불가능합니다. 계산서 발행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상관없이 동일 금액입니다.
3.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 보고 등을 하실 때는 아이센트코리아로 표기해주
시기 바랍니다. (결제 및 발행처는 아이센트코리아 입니다.)
진행 상황이나 배송 주소 변경 등의 제작과 관련된 사항들은 연합회에서 진행하니 문의사항은
연합회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1. 첨부된 추가 제작 신청 서류(엑셀)를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메일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등이 있으니 송부 후 유선확인 부탁드립니다.
2. 신청서 제출 : adkor@ad.co.kr
3. 관련문의 : 02) 2144-0772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p.s. 수상 결과에 대해서는 12월 2일에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출품회사에서 보도자료 배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