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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Invitation

안녕하십니까.

대한해부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임주입니다.

먼저 대한해부학회를 지켜봐주시는 회원님들과 후원사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대한해부학회는 1,200여 명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기초의학의 대표적인 학회로, 

1947년 단 12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이래로 역대 임원진께서 쌓아올리신 초석과 회

원분들의 학회에 대한 애정과 참여를 기반으로 약 100배의 성장을 이루었으며, 규모

와 내실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해부학회에서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는 매년 약 300-400명의 인원이 참여하

고 있습니다. 국내ᆞ외 육안해부학, 응용해부학 학자분들과 더불어 학계/연구기관/산

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신경과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종양학, 고인류

학, 생물정보학, 현미경 연구기법 외 유관된 의과학,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 분들

께서 함께하는 학술대회로, 이와 같은 각 분야의 훌륭한 연구자 분들이 자리하여 연

구방법과 성과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며 상호발전 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최된 제72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또한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어 412명의 등록과, 212 건의 연제발표가 이루어진 풍성하고 성공적인 학술

대회가 되었습니다.

2023년 제73회 정기 학술대회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남도의 

풍류와 먹거리가 풍성한 광주에서 개최될 학술대회에 해부학 및 다양한 의과학, 생

명과학 분야에서 훌륭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을 초청할 예정

입니다. 아울러 후원사 여러분께서 많은 참가자 분들과 대면으로 만나 귀사의 제품

과 기술을 소개하고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전시공간을 준비

할 예정입니다. 참가자 분들과 후원사 간의 산학협력을 통한 학문 및 산업발전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학회에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조력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대한해부학회는 한층 더 발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후

원사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길 바라오며, 학회에 

많은 참여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유 임 주

2023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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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보
 
학 회 명 (국)대한해부학회

 (영)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설립년도 1947년 (올해 76주년)

연 락 처 Tel. 02-3280-5648      Fax. 02-6305-5648

E-MAIL secretary@anatomy.re.kr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 7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5층 514호 

 실용해부센터 (02841)

2023년도 대한해부학회 임원명단

직위 이름 소속

이사장 유임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회장 김선헌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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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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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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보·학술대회 소개

학술대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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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국 수 : 4개국

 심포지움, 구두발표 논문편수 : 89편

 포스터 편수 : 142편

 전체논문편수 : 231편

  2022년 제 72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개최장소 :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

 참가자 수 : 412명

 참가국 수 : 3개국

 심포지움, 구두발표 논문편수 : 78편

 포스터 편수 : 134편

 전체논문편수 : 21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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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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

1. Speaking Session (1개)

2. 기본조립부스 (4개)

3. 포토존 광고 (2개)

4. Break Time 광고 (옵션1)

5. 초록집 최종 뒷면 (표3) 광고 (1면)

6. 초록집 앞쪽 내지 광고 (4면)

7. 에코백 광고 (1개)

8. 후원사 로고 광고 (12개)

9. 홈페이지 고정배너 (12개월)

10. 무료등록 (12명, 정회원 기준)

60,880,000원

30,000,000원    (51%할인)

          Diamond

1. 런천세미나 (1개)

2. 기본조립부스 (4개)

3. Break Time 광고 (옵션2)

4. 초록집 앞쪽 내지 광고 (2면)

5. 후원사 로고 광고 (6개)

6. 홈페이지 고정배너 (12개월)

7. 무료등록 (8명, 정회원 기준)

37,920,000원

20,000,000원    (47%할인)

Diamond StarPlatinum Diamond StarPlatinum

          Platinum

1. 런천세미나 (1개)

2. 기본조립부스 (2개)

3. 초록집 뒤쪽 내지 광고 (1면)

4. 후원사 로고 광고 (3개)

5. 홈페이지 롤링배너 (6개월)

6. 무료등록 (5명, 정회원 기준)

16,700,000원

10,000,000원    (4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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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조립부스
(가로 3m* 세로 2m* 높이 2m)

독립부스

3,000,000원 2,500,000원

공간 + 기본장치 공간만 제공

• 테이블: 1개 (1,600mm * 세로 700mm)

• 의자: 2개

• 전기: 1부스당 1Kw

• 조명: LED 조명 3개

• 콘센트: 1개 제공 (2구, 220V)

• 바닥: 파이텍스 제공

• 상호간판: 부스 간판에 회사명 제작

• 멀티탭은 후원사에서 준비 부탁 드립니다.

• 부스인쇄물 

- 사이즈: (1면) 가로 950mm * 세로 1,900mm / 총 7면

-  부스 시공사에서 인쇄물 제작을 원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오니 사전에 학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전기간선 추가: 추가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오니 사전에 학회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 위치 확정 후 메일로 안내 예정입니다.

후원혜택안내·전시 부스 안내

COMPAN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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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전시부스 도면

※ 장소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강연장

전시

부스

전

시

부

스

등
록
대

전시
부스

학술대회

강연장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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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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원

에코백 광고 안내
 
학술대회 에코백 제작 시 학회 로고 하단에 에코백 후원사 로고를 추가하여 함께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 에코백 제작 후원사의 홍보 리플렛을 학술대회장으로 보내주시면 초록집과 함께 배포합니다.

•2,000,000원 •에코백 제작비용 별도

앞쪽

내지1면

뒤쪽

내지1면

뒤쪽내지

1/2면표지3면표지2면 표지2면 표지3면 표지3면

전시부스 도면·광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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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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배너 (12개월)   12,000,000원   

10,000,000원

(17%할인)

• 롤링배너 (1개월)   500,000원

•롤링배너 (12개월)    6,000,000원   

5,000,000원

(17%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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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1개당)   500,000원 •학술대회 홍보물에 후원사 로고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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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Time 광고 안내
 
학술대회 모든 Break Time 에서 일정 시간 동안 귀사의 홍보영상 또는 슬라이드를 게시합니다. 

• [옵션1] 3,000,000원

•  학술대회 Break Time 에서 홍보영상 또는         

슬라이드 게시

※ PL/SL 강연 전 Break Time 포함

• [옵션2] 2,000,000원

•  학술대회 Break Time 에서 홍보영상 또는         

슬라이드 게시

※ PL/SL 강연 전 Break Time 포함

포토존 광고 안내
 
학술대회 장 내에 후원사에서 포토존을 설치하여 후원사를 홍보하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 1개 : 3,000,000원 • 설치장소, 크기 및 세부사항은 학회와 사전 협의 필요

광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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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서 후 원 신 청 서
Sponsorship & Exhibit Application Form

참여기업 정보

기업명

주   소

담당자 정보

성   함

전   화

이메일

직   함

팩   스

핸드폰

1. 참여기업 정보

□ Star

30,000,000원

□ 기본 조립 부스 (1부스)  3,000,000원 

□ 기본 독립 부스 (1부스)  2,500,000원 ※ 공간만 제공

□ 3,000,000원 

□ 6,000,000원 

□ 최종 뒷면(속면)(표3) (1면) 3,000,000원 

□ 앞쪽 내지 (1면)   2,000,000원 

□ 뒤쪽 내지 (1면)   2,000,000원 

□ 앞쪽 또는 뒤쪽 내지 (1/2면)   1,000,000원

□ 2,000,000원  ※ 에코백 제작 비용 별도

□ 고정배너 (1개월)   1,000,000원 □ 고정배너 (12개월)   10,000,000원 (17% 할인)

□ 롤링배너 (1개월)    500,000원 □ 롤링배너 (12개월)   5,000,000원  (17% 할인)

□ (홍보물 1개당)   500,000원

□ (옵션1)   3,000,000원

□ (옵션2)   2,000,000원

□ (1개)     3,000,000원

• 후원 / 전시 / 광고 중복 선택 가능 • 선착순 마감

참조사항 작성 부탁 드립니다

원

□ Diamond

20,000,000원

□ Platinum

10,000,000원

2. 전시/후원

후원

전시 부스

런천 세미나

스피킹 세션

초록집 광고

에코백 광고

홈페이지 배너광고

후원사 로고 광고

Break Time 광고

포토존 광고

비고

총금액

• 지불 방법: 온라인 송금

• 8월 31일까지 신청서 송부 및 입금 진행 부탁 드립니다. 

• 8월 31일까지 50% 환불 가능하며, 8월 31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함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

하나은행 / 576-910021-13405 / 대한해부학회

3. 결제

계좌정보



 후원신청안내

[제73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 후원 참여 안내]

신청기간 :  ~ 2023년 8월 3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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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8월 31일(수)

문  의  처 : 대한해부학회 사무국 

   E-MAIL: secretary@anatomy.re.kr      TEL: 02-3280-5648

                                                                                                             * 선착순 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