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 전문 PCO 

서비스 소개서

PLANB
C O M U N I C A T I O N S



 의학 전문 PCO업체 'PLAN B 컴즈'는 학회 및 연구회를 위한 전문적인 의학학회를 기획하는 기획사입니다.

짧은 설립일이지만, 탄탄한 학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1. 고객 예산의절감을 실천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관리로 고객님의 운영 경비를 절약하여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2. 의학회 고객의 "Needs"를 빠르게 파악하여 PLAN B, PLAN C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년간 학회사무국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회 준비부터 마지막까지 All in One 서비스 제공.

3. 복잡한 업무를 내 일과 같이! 생각만 하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학회 업무 외에도 각종 문서작업, 인쇄물 작업 등을 모두 대행하여, 고객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 드립니다. 

- 앞으로 더 많은 고객이 PLAN B 컴즈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기를 희망하며 

  당사는 언제나 고객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말



플랜비컴즈는 소규모학회 및
연구회를 위한 "학회 전문 기획사"입니다.

큰 학회 = 작은 학회

대한의학회에 등록된 큰 학회(가군 학회)와 분과학회 같은 소규모 학회,

연구회에서 하는 일은 같습니다.

또한 학회를 구성하는 회원도 큰 학회, 작은 학회 구성이 같습니다.

게다가 학회가 도움을 받는 회사, 협회 또한 같습니다. 

큰 학회와 작은 학회는 규모만 다를뿐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회 및 연구회를 진행하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움을

저희 플랜비 커뮤니케이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PCO 본질에 집중하겠습니다.
다년간의 풍부한 학회 경험으로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회의 품격을 UP

고품질의 디자인 프로세스부

터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작은 

소품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며 

학회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강의와 브레이크타임의 편의

성을 높여 구성원들의 만족도

를 높이겠습니다. 기분좋은 학

술의 장, 만남의 장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년간의 학회경험을 바탕으

로 선생님들의 니즈를 재빠르

게 캐치하여 생각에 머무르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드립니다.

복잡한 공정을 간소화하여 과

하게 책정되었던 가격의 거품

을 없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겠습니다.

편의성을 UP 실행능력을 UP 가격은 DOWN



장소선정

국내외 연자 초청

평점업무

참석자 유치 및 관리

사전 현장 등록

후원사 관리

프로그램 관리

공식 오만찬

부대행사

업무내용



STEP 1

견적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상담을 위해

원하시는 장소,시간으로
직접 방문드립니다.

견적상담 / 방문

STEP 2

조율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업무의 구성을
기획합니다.

기획

STEP 3

협의된 업무를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학회 준비

STEP 4

검수를 철저히 하여
만에 하나있을 실수를

대비합니다.

점검

STEP 5

만족하실 수 있는
학회를 진행합니다.

행사 진행

STEP 6

결산 보고서 제출등
마무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결산

고객 맞춤형 프로세스



THANK YOU

PLANB
C O M U N I C A T I O N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