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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 Invitation

안녕하십니까.
대한해부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임주입니다.
먼저 대한해부학회를 꾸준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회원님들과 후원사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대한해부학회는 1947년 단 12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이래로 훌륭한 선배 교수
님들과 후배 회원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2022년 올해에는
창립 당시의 약 100배인 1,200여 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기초의학의 대표적
인 학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학회 임원들의 열정과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바탕으로 2021년 기초학회로서는 최초로 ‘제3회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상’
기간학회 부문 수상학회로 선정되었습니다.
3년간 계속되고 있는 COVID-19 상황에서도 해부학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발전
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회 회원분들은 육안해부학, 응용해부학, 조직학, 발생
학, 신경과학, 고인류학 및 종양학, 면역학 분야와 연계되어 다양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으며, 현미경 연구기법을 활용한 세포생물학 및 유전공학에서도 해부
학을 접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회원분들에게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가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제8회 아시아 태평양 해부
학회(8th APICA)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에 박차를 가하여
2024년 세계해부학회(IFAA 2024)를 광주에 유치하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72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는 아름다운 10월 대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
다. 해부학과 생명과학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는 유수한 강연자들
을 초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올해에는 학술대회장의 공간적인 부분을 넓게 활용
하여 다양한 심포지움과 함께 전시, 후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대한해부
학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유

임주

후원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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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보
학회명
설립년도
연락처
E-MAIL
주     소

(국)대한해부학회
(영)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1947년 (올해 75주년)
TEL 02-3280-5648
FAX 02-6305-5648
secretary@anatomy.re.kr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7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5층 514호
실용해부센터 (02841)

2022년도 대한해부학회 임원명단

4

직위

이름

소속

이사장

유임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회장

허영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총무이사(총무위원회 위원장)

선   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이사(학술위원회 위원장)

노구섭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간행이사(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

김희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

황영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이사(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우철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기획이사

주경민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국제이사(해외교류위원회 위원장)

정한성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재무이사

정채용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섭외이사

박진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홍보이사

현영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기금위원회 위원장

김홍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재편찬위원회 위원장

황승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용어위원회 위원장

이영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이우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기록보존위원회 위원장

송창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인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정영길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사업지원위원회 위원장

박정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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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학술대회 소개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는 매년 개최되어 국내/외 해부학 연구자 및 의과학, 생명과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
구방법과 성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호교환 할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400명의 인원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학술대회이며, 2018년에는 제8회 아시아 태평양 해부학
회(8th APICA)를 개최하였고, 2019년에 2024년 세계해부학회(IFAA 2024)를 대한민국, 광주에 유치하였
습니다. 올해부터는 IFAA 2024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회에서는 본격적인 홍보, 프로그램 구성 및 개최
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8년 제68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제8회 아시아 태평양 해부학회(8th APICA)
개최장소
: 부산 Bexco
참가자 수
: 735명
참가국 수
: 24개국
심포지움, 구두발표 논문편수 : 119편
포스터 편 수
: 285편
전체논문편수(포스터 포함) : 404편
2019년 제69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개최장소
: 여수 디오션리조트
참가자 수
: 372명
참가국 수
: 9개국
심포지움, 구두발표 논문편수 : 68편
포스터 편수
: 131편
전체논문편수
: 199편
2020년 제 70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개최장소
: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참가자 수
: 310명
참가국 수
: 2개국
심포지움, 구두발표 논문편수 : 61편
포스터 편수
: 92편
전체논문편수
: 153편
2021년 제 71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개최장소
: 제주 KAL호텔
참가자 수
: 419명 (오프라인: 372명, 온라인: 47명)
참가국 수
: 4개국
심포지움, 구두발표 논문편수 : 89편
포스터 편수
: 142편
전체논문편수
: 231편
후원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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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학술대회 프로그램
72th Annual Meeting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Program at a glance
Date: October 19th –21th, 2022       |       Place: Daegu, Hotel Inter-Burgo Exco  
Schedule
Time
Grand Ballroom A

Grand Ballroom B

13:30-

Iris Hall

Bluebell Hall A

Check-in & Registration

14:00-15:30

Symposium  I
[Neuroscience 1]

2022.10.19
15:30-16:00
(Wednesday)

Speaking Session

Symposium  II
[Clinical Anatomy]

Korea-JapanChina International
Workshop

Oral  
Presentation I

Poster  
Presentation I

16:00-17:00
17:00-19:00
Venue
09:00-09:20
09:20-10:50

Executive Committee Meeting of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Grand Ballroom A

GrandBallroomB

Iris Hall

Bluebell Hall A

Oral
Presentation II

Oral  
Presentation III

Symposium  III
[Microscopy &
Embryology]

Symposium  IV
[Immunology]

Coffee Break

11:00-12:00

Plenary Lecture: Suh, Pann-Ghill   
(President, Korea Brain Research Institute)

12:00-12:10

Photography
Luncheon  
Seminar I

Luncheon
Seminar II

Luncheon
Seminar III

Luncheon
Seminar IV
Poster
Presentation II

13:00-14:00
14:00-15:30
15:30-16:30
16:30-18:00

Bluebell Hall B

Opening Ceremony

10:50-11:00

2022.10.20
(Thursday) 12:10-13:00

Bluebell Hall B

Symposium  V
[Cancer]

Symposium  VI
[Neuroscience 2]

Oral  
Presentation IV

Oral  
Presentation V

Symposium  IX
[New Anatomists]

Oral  
Presentation VI

Special Lecture I
Symposium  VII
[Single Cell Omics]

Symposium  VIII
[Anthropology]

18:00-18:30

Coffee Break

18:30-

Dinner

Venue

Grand Ballroom A

Grand Ballroom B

Iris Hall

Bluebell Hall A

Bluebell Hall B

09:00-10:30

Symposium  X
[Bioinformatics]

Symposium XI
[Molecular Biology]

Symposium  XII
[Gross Anatomy]

Oral
Presentation VII

Poster
Presentation III

10:30-11:00

2022.10.21
11:00-12:00
(Friday)

Coffee Break
Special Lecture II

12:00-13:00
13:00-14:00

Lunch
72th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Regular General Assembly

※ 프로그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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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후원혜택안내
★ Customized 조합을 원하시면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문의 : TEL 02-3280-5648
E-mail : secretary@anatomy.re.kr]

Diamond

Platinum

1. Speaking Session

1. 홈페이지 롤링배너(12개월)

2. 홈페이지 고정배너(12개월)

2. 초록집 뒤쪽 내지(1면)

3. 초록집 앞쪽 내지(2면)

3. 후원사 로고 광고(2개)

4. 후원사 로고 광고(5개)

4. 기본조립부스(2개)

5. 기본조립부스(4개)

5. 무료등록(3명, 정회원 기준)

6. 무료등록(8명, 정회원 기준)

37,460,000원

15,360,000원

20,000,000원    (47%할인)

10,000,000원    (35%할인)

Gold

Silver

1. 홈페이지 고정배너(3개월)

1. 홈페이지 롤링배너(3개월)

2. 초록집 앞쪽 내지(1/2면)

2. 초록집 뒷쪽 내지(2면)

3. 기본조립부스(1개)

3. 무료등록(2명, 정회원 기준)

4. 무료등록(2명, 정회원 기준)

7,240,000원

3,740,000원

5,000,000원    (31%할인)

3,000,000원    (20%할인)

후원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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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부스 안내
귀사의 신제품과 기술을 학술대회 내에서 전문가 및 연구자 분들에게 홍보하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기본조립부스

독립부스

(가로 3m* 세로 2m* 높이 2m)

3,000,000원

2,500,000원

공간 + 기본장치

공간만 제공

•테이블 : 1개 (가로 1.8m X 세로 0.9m)
•의자 : 2개
•전기 : 1부스당 1.5Kw
•조명 : LED 조명 3개
•콘센트 : 1개 제공 (2구, 220V)
•상호간판: 부스 간판에 회사명 제작
[기본조립부스]
※ 멀티탭은 후원사에서 준비 부탁 드립니다.
※ 장소 확정 후 메일로 안내 예정입니다.
※ 선착순 마감입니다.

초록집 광고 안내
귀사를 학술대회 초록집 지면을 통해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종 뒷면(속면)(표3) (1면)

앞쪽 내지 (1면)   

3,000,000원

2,000,000원

뒤쪽 내지 (1면)

앞쪽 또는 뒤쪽 내지 (1/2면)  

2,000,000원

표지2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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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2면

1,000,000원

앞쪽
내지1면

뒤쪽
내지1면

표지3면

뒤쪽내지
1/2면

표지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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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천 세미나 안내
귀사의 신제품과 기술을 학술대회 강연장에서 강연 방식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시간: 50분
•3,000,000원

•학회에서 도시락 100개 준비 예정
•선착순 마감

Speaking Session 안내
귀사의 신제품과 기술을 학술대회 강연장에서 홍보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Speaking Session은 단독으로 진행되며, 세션 동안 다른 강연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간: 30분
•6,000,000원

•단독진행: Speaking Session 진행 시 다른 강연 없음
•선착순 마감

홈페이지 배너 광고 안내
홈페이지 하단에 귀사의 로고를 광고하고,  홈페이지 링크를 연결합니다.
대한해부학회 홈페이지: https://www.anatomy.re.kr/

•고정배너 (1개월) 1,000,000원

•롤링배너 (1개월) 500,000원

•고정배너 (12개월) 12,000,000원
10,000,000원
(17%할인)
•롤링배너 (12개월)

6,000,000원
5,000,000원
(17%할인)

후원사 로고 광고 안내
학술대회 홍보물 (배너, 현수막 외)을 통해 귀사의 로고를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홍보물 (1개당) 500,000원

•학술대회 홍보물에 후원사 로고 삽입

후원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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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장소 안내

Iris Hall
전시부스

Grand
Ballroom
B

등록대

Grand
Ballroom
A

1. 등록대
2. 전시부스
3. Grand Ballroom B
4. Grand Ballroom A
5. Bluebell Hall B
6. Bluebell Hall A
7. Iris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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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bell
Bluebell Hall
A
Hall
B

후원신청서

제72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Sponsorship & Exhibit Application Form

1. 참여기업 정보
참여기업 정보
기업명
주   소

담당자 정보
성   함

직   함

전   화

팩   스

이메일

핸드폰

2. 전시 / 후원
후  원
전시 부스

□ Diamond

□ Platinum

20,000,000원            

3,000,000원

□

2,500,000원  *공간만 제공

기본 독립 부스 (1부스)

□ 3,000,000원 (선착순 마감)

스피킹 세션

□ 6,000,000원 (선착순 마감)

홈페이지
배너 광고
후원사 로고
광고

5,000,000원            

□ 기본 조립 부스 (1부스)

런천 세미나

초록집 광고

□ Gold

10,000,000원            

□ 최종 뒷면(속면,  표지3)(1면)

3,000,000원

□ 앞쪽 내지 (1면)

2,000,000원

□ 뒤쪽 내지 (1면)

2,000,000원

□ 앞쪽 또는뒤쪽 내지 (1/2면)

1,000,000원

□ Silver
3,000,000원            

□ 고정배너 (1개월)  1,000,000원

□ 고정배너 (12개월)  10,000,000원(17%할인)

□ 롤링배너 (1개월)     500,000원

□ 롤링배너 (12개월)    5,000,000원(17%할인)

□ 학술대회 홍보물에 후원사 로고 삽입(1개당)    500,000원

비고
총금액

                                                                   원

* 후원 / 전시 / 광고 중복 선택 가능

* 선착순 마감

3. 결 제
* 지불 방법: 온라인 송금
* 8월 31일까지 신청서 송부 및 입금 진행 부탁 드립니다
* 8월 31일까지 50% 환불 가능하며, 8월 31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함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은행명

하나은행

계좌번호

576-910021-13405

예금주

대한해부학회
후원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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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신청안내
[제72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후원 참여 안내]
•신청기간 :  ~ 2022년 8월 31일(수)
•신청방법 : 대한해부학회 홈페이지 (https://www.anatomy.re.kr)
→ (오른쪽) Quick Menu: 후원신청서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secretary@anatomy.re.kr 로 송부
•비용납부 : 하나은행 576-910021-13405 (대한해부학회) 입금 (※전자계산서 발행)
•납부기간 : 신청일 ~ 2022년 8월 31일(수)
•문  의  처 : 대한해부학회 사무국
E-MAIL: secretary@anatomy.re.kr

TEL: 02-3280-5648

* 선착순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