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외: 제2019 – 352호                                       2019.  06.  03.
수  신: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
제  목: 2019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3차 국제학술대회 개최 안내 및 런천, 산학 &    
       스폰서쉽 협조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3차 국제학술대회가 2019년 10월 17일(목)~19
(토), 3일간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홍은동 소재)에서 개최됩니다.

       3. 이번 추계학술대회도 예년과 같이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며 130명 이상의 
해외 연자들이 참석해 최근 연구, 발전 동향의 학술 지견을 공유하고 구연발표와 포
스터&비디오 세션, 연수강좌 및 국제프로그램(심포지엄, 조찬포럼, Travelling Fellow
포럼) 등으로 구성되어 한국 정형외과학의 세계적인 위상을 널리 알리는 학술대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Special 프로그램으로 Endoscopic Spine Live Surgery가 준비
되어 3천명 이상의 회원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바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진다면 
더욱 풍성하고 알찬 학술대회가 기대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전사적인 홍보를 위한 런천·산학 또는 스폰서쉽 참 
여 협조 요청을 드리오니 첨부 드린 제안 내용을 검토하시어 학회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부스위치는 전시비 입금 순서와 학회기여도를 참고하여 선착순으로 배
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2019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3차 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
될 수 있도록 귀사의 전폭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 한 정 형 외 과 학 회      이 사 장  김  학  선

                             회    장  손  원  용

후원 구분
(부가세별도)

런천 심포지엄
(4천만원 등)

Platinum 
(5천만원)

Gold
Gold Plus 
(3천만원)

Silver 
(2천만원)

산학세션 
(3천만원)

1 booth
3m X 2m

런천의 경우 각 회의장 참석인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함.

4천만원(300명 이상), 3천만원(200~299명), 2천5백만원(150~199명) 

행사명 그랜드 힐튼 서울 컨벤션센터

행사일 2019년 10월 17일(목) ~ 19일(토)

* 후원비 납부처 : 국민은행(269101-04-008077) 예금주(대한정형외과학회)

* * 반드시 회사명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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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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