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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2019년 44차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9회 국제심포지움 (the
44th Congress of KSELS and 9th International Symposium, 이하 KSELS
2019)이 2019년 4월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3일간 그랜드 워커힐 호텔 (서울)
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는 내시경복강경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국내 대회
로 개최되었던 춘계학술대회를 지난 2012년부터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KSELS 대회는 30개국 700명이 참석하고, 300여 편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대회로서,
지난 대회부터 유럽복강경내시경학회 (EAES), 미국복강경내시경학회(SAGES)와의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장이 되고 있으며, 전세계 40여개 업체에
서 70여개 전시를 진행하여 산업계에서도 최신 현황을 공유하는 대회로 성장하였습
니다.

특히, 대회조직위원회는 한국이 내시경복강경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시 규모를 확대하고, 전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가 아시아에서 최소침습수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겸허히 앞장서고자
“Be a Leader, Be a Pioneer”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학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
의의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KSELS 2019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나아가 세계를 주도하는 국제학술대회 및 산
업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김형호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
학회

회장 이상목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
학회



학회 직위 성명 소속

회장 이상목 경희의대 경희의료원

제1부회장 허경열 순천향의대 순천향대병원

제2부회장 박종훈 대구 파티마병원

이사장 김형호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교육이사 김영우 국립암센터

국제이사 강창무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

기획이사 한상욱 아주의대 아주대병원

제 1 내시경연구이사 손대경 국립암센터

제 2 내시경연구이사 송교영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대외협력이사 이주호 이화의대 이대목동병원

법제이사 최규석 경북의대 칠곡경북대병원

보험이사 백정흠 가천의대 길병원

신기술이사 고양석 전남의대 화순전남대병원

연구이사 김민찬 동아의대 동아대병원

윤리이사 정승용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의료심사이사 최유신 중앙의대 중앙대병원

2차병원술기이사 정의철 진주제일병원

인증평가이사 박도중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재무이사 김기훈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정보이사 김진 고려의대 고대안암병원

편집이사 이석환 경희의대 강동경희대병원

편찬이사 윤유석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학술이사 이길연 경희의대 경희의료원

홍보이사 류승완 계명의대 동산의료원

제 1 특임이사 김찬영 전북의대 전북대병원

제 2 특임이사 이상철 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

총무이사 안상훈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부총무 손상용 아주의대 아주대병원

부총무 이창민 고려의대 고대안산병원

제 1 감사 신응진 순천향의대 순천향대부천병원

제 2 감사 곽정면 고려의대 고대안암병원

―



KSELS (Korean Society of Endoscopic & Laparoscopic Surgeons)는
세계 30개국 700명 이상 의사, 간호사 등 관련 의료인이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엄

2017년, SAGES, EAES, ELSA 등 각 지역 복강경 국제기구의 연합체인 IFSE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eties of Endoscopic Surgeons)의 회원국으
로 가입하여, 학술적 성과와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학회입니다.

―
대회 규모
· 참가국: 30개국
· 참가인원: 700명 (국내 600 / 해외 100)
· 논문발표: 20개국 300편
· 전시: 40개 업체 70부스

―
학술프로그램

유럽복강경내시경학회 (EAES), 미국복강경내시경학회(SAGES), 일본복강경내시경
학회(JSES), 중국복강경내시경학회(CSLES) 등 여러 국가들과의 공동 심포지엄 등 세
계와 지역을 대표하는 복강경내시경 관련 학회/기관과의 협력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
입니다.

프로그램
+ 4개 Keynote Lecture/ 2개 Special Lecture/ 1개 Presidential Lecture
+ 6개 동시 세션
- 26개 심포지엄 (EAES, SAGES, JSES, CSLES - Joint Session 포함)
- 2개 런천 심포지엄
- Video Award
- 4개 전공의  전임의 세션/ 2개 간호사 세션
- 4개 Oral Sessions
- 100여 편 Posters
- Pre Congress Visiting 및 Education Program 

―
전시 참여 방법
+ 패키지 참여 프로그램
+ 다양한 협찬 프로그램
+ 전시 부스
+ 기타 참여업체의 제안에 따른 다양한 전시/협찬 가능



―

―



※ 순위내 우선권은 조직위

에서 배정합니다.

※ 등급별 혜택 사항은 대회

진행에 의하여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모든 혜택은 약정서 접수

시점을 기하여 발표되며, 신

청이 늦어 제작 시기가 지난

경우 혜택 중 일부를 제공 받

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
패키지 전시 참여

―
기타 광고 협찬

구분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후원 금액 (부가세 별도) 1억 5천 3천 2천

전시공간 (3m*2m) 제공 6 Booth 5 Booth 4 Booth 3 Booth

무료 등록 15명 10명 6명 4명

만찬_후원사 대표 초청 O O - -

학술

Pre-congress O - - -

E-poster Display O O - -

Award O - - -

사전
홍보

홈페이지 로고
노출_메인

O O - -

홈페이지 로고
노출_서브

O O O O

뉴스레터 로고 노출 O O - -

대회 중
홍보

프로그램북 광고
표지

전면광고
표지 or 내지
전면광고 *

내지 광고 내지 광고

행사장 내 로고 노출 O O O O

명찰 줄 로고 삽입 O - - -

가방에 홍보물 삽입 O O O -

구 분 금 액 (원) 제공 내역

ANGEL 5,000,000
• 1 Booth (최대 2 Booth까지 신청 가능)
• 무료 등록 1명

책자 광고 삽입 3,000,000 •  내지 1P

홍보물 참가자 배포 1,000,000 •  홍보물 참가자 배포 가능 (후원사 준비)

런천 심포지엄
30,000,000

•  4/26 (금) 혹은 4/27 (토), 점심시간 60분
•  런천 심포지엄 1회 운영, 도시락 제공
•  주제 구성 및 초청 비용은 업체 자체 부담
•  후원 패키지 신청 시 장소 및 시간 우선적 배정

Morning Bread &
Coffee                                                                                                                       

3,000,000
•  4/26 (금), 오전 세션 시작 전에 커피와 빵 제공
•  후원사 배너 설치
•  후원사 로고(1개 제한) 표기한 컵 사용 가능 (후원사 준비)

Coffee Break I / II 2,000,000
•  4/26 (금) 혹은 4/27 (토), All day coffee 제공
•  Coffee Break 장소에 후원사 배너 설치
•  후원사 로고 (1개 제한) 표기한 컵 사용 가능 (후원사 준비)

Water Station / 
생수병

3,500,000
•  회의장 상시 비치
•  정수기, 생수병 또는 종이컵에 후원사 명기 스티커 부착
(후원사 준비)

노트패드/ 펜 3,000,000 •  메모장, 볼펜에 후원사 로고 (1개 제한) 삽입 (후원사 준비)

기타 후원 아이템 별도 협의 •  참가자 배포용 기념품 등 현물 관련 협의 가능



―
전시 일정 안내

―
참여 신청

장소 그랜드 워커힐 호텔

면적 3 m  x 2 m (Booth Space) 

배정 참여 등급 및 납입 순서에 따라 조직위원회 결정

운영

설치: 2019년 4월 25일 (목) 

전시: 2019년 4월 26일 (금) - 27일 (토)

철거: 2019년 4월 27일 (토), 학술대회 종료 후

신청 방법

1. 약정서 작성 후 학회 사무국으로 E-mail (info@ksels.com)  
또는 FAX (02-566-6037) 송부
* 발송 후 접수 확인을 위해 반드시 전화 요청 부탁드립니다.

2. 약정서 접수 후,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3. 입금 확인 후, 세금 계산서 발행

제출 서류
전시/협찬 약정서 (소정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용)

납입 안내

납입 기한 2019년 3월 31일

은행 명 KEB 하나은행

계좌번호 576-910013-04605

예금주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일정
접수 마감 2019년 2월 28일

전시부스 배정 2019년 3월 중

* 상기 일정은 대회 준비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학회 사무국: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136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
분당서울대병원 2동 (신관) 7층 외과 의국 내
T. 031-712-5009 | F. +82-31-717-5009
E. ksels2010@gmail.com| H. www.ksels.or.kr

대회 사무국: ㈜피플엑스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16해오름빌딩 1층

T. 02-566-6031/6033  |  F. 02-566-6087
E. info@ksels.com | H. www.ksels.com

mailto:info@ksel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