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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차 정기 학술대회 및 Acute Critical Care Conference 와 제13차 중환자의학 기초과정 연수교육(BCCRC)이 

2019년 4월 26일(금) ∼ 28일(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해에는 19년째 이어져 오는 한일 공동

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되는 바 더욱 풍성한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학술대회는 2018년에 국제 학술대회로 전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명실공히 국제

학술대회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외학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연자 선택, 해외참가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학술대회에서는 중환자의학의 학문적 주제와 함께 중환자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국•내외 석학들을 모시고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 한일공동학술대회에서는

대형재난 상황에서 중환자의학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인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cute Critical Care Conference를 통해 중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아시아 각국의 전문가가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학술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중환자의학 기초과정 연수교육(Basic Critical Care Review Course)은

중환자의학에 입문하여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하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 ‘기초’ 프로그램이며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전문가과정 중환자의학 연수교육(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과 더불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후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오는 2019년 4월 학술대회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 홍 성 진

안녕하십니까?

국내 중환자의학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후원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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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소 속

조직위원장 홍 성 진 가톨릭의대

부회장 이 상 형 서울의대

부회장 김 석 찬 가톨릭의대

감사 리 원 연 연세원주의대

감사 황 성 희 한림의대

총무이사 홍 석 경 울산의대

간행이사 조 재 화 연세의대

학술이사 류 호 걸 서울의대

재무이사 장 철 호 연세의대

홍보이사 정 재 승 고려의대

국제협력이사 나 성 원 연세의대

조직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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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The 39th KSCCM Annual Congress and Acute Critical Care Conference 2019

일자 2019년 4월 26일(금)~27일(토)

장소 더케이호텔

주요일정

초록접수 마감 2019년 2월 28일(목)

사전등록 마감 2019년 4월 12일(금)

강의원고 마감 2019년 3월 22일(금)

총회 2019년 4월 27일(토) 12:00-12:30

대회규모

참가국 15개국

참가인원 1,100명 (국내 1000명, 국외 100명)

논문발표 10개국 200편

전시 45개 업체 70개 부스

학술프로그램

프로그램
Plenary session, Symposium, Korea-Japan joint congress, Oral/Poster 
presentation, Workshop

전시 참여 방법 패키지 참여 프로그램, 다양한 협찬 프로그램, 전시 부스

** 기타 참여업체의 제안에 따른 다양한 전시/협찬 가능

대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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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1

(Convention center 2nd 

Grand Ballroom B)

English - Korean 

translation

Room 2

(Convention center 2nd 

Grand Ballroom A)

English - Korean 

translation

Room 3

(Avenue 1st floor, 

Hankang Hall)

Room 4 

(Avenue 2nd floor, 

Geumkang A Hall)

Room 5 

(Avenue 3rd floor, 

Dongkang B Hall)

Room 6 

(Avenue 3rd floor, 

Dongkang A Hall)

Room 7 

(Avenue B1 floor, 

Namkang

A,B,C Hall)

08:30-10:00 Plenary session
Broadcast 

(Audio and Video 
from Hall A)

- - - - -

10:00-10:30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 - -

10:30-12:00 Severe pneumonia
New evidence in 

sepsis

Neurologic evaluation 
and monitoring in the 

ICU 
ECMO - - -

12:00-13:00 Luncheon 1 Luncheon 2
Luncheon 1 
(broadcast)

Luncheon 2 
(broadcast)

- -
지도전문의

간담회

13:00-14:00 Oral presentation Oral presentation Oral presentation Oral presentation
Poster 

presentation
Poster 

presentation
Oral 

presentation

14:10-15:30 Oral presentation Oral presentation Oral presentation Oral presentation
Poster 

presentation
Poster 

presentation
Oral 

presentation

15:30-16:00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16:00-17:30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Rapid response 

systems
-

Low volume 
resuscitation

- - -

Room 1

(Convention center 2nd 

Grand Ballroom B)

English - Korean 

translation

Room 2

(Convention center 2nd 

Grand Ballroom A)

English - Korean 

translation

Room 3

(Avenue 1st floor, 

Hankang Hall)

Room 4 

(Avenue 2nd floor, 

Geumkang A Hall)

Room 5 

(Avenue 3rd floor, 

Dongkang B Hall)

Room 6 

(Avenue 3rd floor, 

Dongkang A Hall)

Room 7 

(Avenue B1 floor, 

Namkang

A,B,C Hall)

08:30-10:00 Corticosteroids

Korea-Japan joint 
congress  

(Korean-Japanese 
translation)

High Flow Nasal 
Cannula

Sedation and delirium 

Ultrasound  
workshop 1

Research and 
ethics  

symposium

Hemodynamic 
monitoring 
workshop

10:00-10:30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Coffee break -

10:30-12:00
End of life care 

(POLST)

Korea-Japan joint 
congress  

(Korean-Japanese 
translation)

Nutrition Transfusion -

12:00-12:30 General Assembly
Broadcast 

(Audio and Video 
from Room1)

- - - - -

12:30-13:30 Luncheon 3 Luncheon 4
Luncheon 3 
(broadcast)

Luncheon 4 
(broadcast)

- - -

13:30-15:00 Sepsis
Extracorporeal blood 

purification
Bicarbonate therapy Trauma

Ultrasound 
 workshop 2

- -

15:00-16:30
A fresh look into 

traditional practices
Coagulation in the 

critically ill
Renal replacement 

therapy
Critical Care Nursing

* 한국어-영어 동시통역(한일심포지엄 일본어 동시통역)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

2019년 4월 26일(금)

2019년 4월 27일(토)

Room

Time

Room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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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구분 / 금액

(부가세별도)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 Basic

\ 100,000,000 \ 70,000,000 \ 50,000,000 \ 30,000,000 \ 10,000,000 \ 5,000,000

 Luncheon Symposium* √
√

(별도신청가능)
√

(별도신청가능)
√

(별도신청가능)
- -

 참여사 홍보 웹메일
√

(2회)
√

(1회)

√
(런천심포지엄
신청시 1회)

√
(런천심포지엄
신청시 1회)

- -

 홍보영상 상영*
√

(3회)
√

(2회)
√

(1회)
- - -

 학회 홈페이지 로고 노출* √ √ √ √ - -

 웹메일 하단 로고 삽입 √ √ √ √ - -

 학술대회 홈페이지 로고 노출 √ √ √ √ √ -

 초록집 광고*
√

(표4 or 표2)
√

(표4 or 표2)
√

(표2 or 표3)
√

(내지)
√

(내지 1/2page)
-

 전시부스(3X3m) 4 3 2 2 1 1

 공식만찬 입장* 6 4 2 1 1 -

별도 지원 (부가세별도) 금액

Luncheon Symposium 연자 항공료, 연자료, 숙박료 등/회사로고 노출 30,000,000

Coffee Break 학술대회 2일 다과비용 포함/회사로고 노출 10,000,000

Faculty Dinner 만찬비용 포함/회사로고 노출 10,000,000

기념품 대회로고/회사로고 노출 15,000,000

* Silver 등급 이상부터 Luncheon Symposium 별도 신청가능
* 후원신청 마감 : 2019년 3월 22일(금)

학술대회 후원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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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역

● Luncheon Symposium: Silver 등급 이상부터 Luncheon Symposium 별도 신청 가능하며

 금액은 30,000,000원 (부가세 별도)

● 홍보영상 상영: 메인 강의실 스크린에 일일 Diamond 3회, Platinum 2회, Gold 1회 상영 예정

● 학회 홈페이지 광고: 1년 동안 배너광고, 기존 홈페이지 광고 중인 업체는 현재 광고계약

 기간 완료 후  1년 기간 연장

● 학술대회 홈페이지 광고: 등급별 입금 일자별 순서로 배너 게재

● 초록집 광고: 등급별 입금 일자별 순서로 배너 게재

● 공식만찬 입장: 일부 행사만 입장 가능하며 가능한 행사는 추후 공지 예정

유의사항

● 순위 내  우선권은 조직위원회에서 배정합니다.

● 등급별 혜택 사항은 대회 진행에 의하여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혜택은 약정서 접수 시점을 기하여 발표되며, 신청이 늦어 제작 시기가 지난 경우 혜택

 중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후원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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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

전시장소      더케이 호텔 컨벤션센터 1층 포시즌홀

부스면적   3m(가로) X 3m(세로/폭), 1부스 총 70여 부스 규모

부스배정   참여 등급 및 납입 순서에 따라 조직위원회 결정부스 또는 부스 추첨 

전시스케줄

전시설치 2019년 4월 25일(목) (설치시간 추후 안내)

전시일정 2019년 4월 26일(금)~27일(토)

전시철수    2019년 4월 27일(토) (강의 종료 후)->BCCRC 설치 업체 4월 28일(일) 강의 종료 후

참여방법

전시/협찬 약정서 작성 후 학회 사무국으로 FAX(02-2077-1535) 또는 E-mail(ksccm@ksccm.org)송부

약정서 발송 후 접수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전화 확인 요청드립니다. (TEL 02-2077-1532,33)

입금 확인 후 세금계산서 발행

제출서류

약정서(소정양식)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세금계산서용)

납입안내

은 행 명 국민은행

계좌번호 477401-01-209685

예 금 주    대한중환자의학회 ☞입금은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송금 수수료는 후원 업체가 부담합니다.

주요일정

후원 설명회 2018년 10월 4일(목) 오후 6시

신청접수 마감 2019년  3월 22일(금) 오후 6시

전시부스 배정 2019년  4월 추후 안내

● 상기 일정은 대회 준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시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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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_F (1F)_포시즌홀(등록데스크, 부스전시)

부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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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회사명 : (국문)

 (영문)

담당자명 직   급

주     소

전     화 핸드폰

이 메 일 팩   스

홈페이지

전시
(부가세포함)

● Diamond ₩110,000,000

● Platinum (Luncheon Symposium별도신청) ₩77,000,000

● Gold (Luncheon Symposium별도신청) ₩55,000,000

● Silver (Luncheon Symposium별도신청) ₩33,000,000

● Bronze ₩11,000,000

● Basic ₩5,500,000

● BCCRC(4.28 별도신청) ₩3,300,000

별도후원

● Luncheon Symposium ₩33,000,000

● Coffee Break ₩11,000,000

● Faculty Dinner ₩11,000,000

● 기념품 ₩16,500,000

납입일정 
입금 예정일 납부 방법 총 납입 금액

     년        월         일 일시불(     ) · 분납(     ) ₩

세금계산서
발급날짜 구분 E-mai

     년        월         일 청구(     ) · 영수(     )

● 후원약정서 접수 마감은 2019년 3월 22일(금)까지 입니다.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대한중환자의학회 사무국

    E-mail (ksccm@ksccm.org) 또는 팩스 (02-2077-1535) 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본 제약(본                          )은 2019년 4월 26일(금)~27일(토)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는 

대한중환자의학회(The 39th KSCCM Annual Congress and Acute Critical Care Conference 2019)에

후원을 약정하고자 합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계약담당자 :                       (인) · 대표자 :                       (인) 

대한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 후원약정서



Address : 109,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04376, Korea (Room 805.806, Yongseong Biztel)
TEL : +82-2-2077-1533  FAX : +82-2-2077-1535  E-mail : ksccm@ksccm.org  Hompage : www.ksccm.org

The 39th KSCCM Annual Congress and Acute Critical Care Conference 2019

2019년 4월 26일(금) ~ 27일(토), 더케이호텔

 

중환자의학 기초과정 연수교육(The 13th Basic Critical Care Review Course)

2019년 4월 28일(일), 더케이호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