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외: 제2018-375호                                      2018. 5. 18.
수  신: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
제  목: 2018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차 국제학술대회 상업전시 협조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2018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2차 국제학술대회가 2018년 10월 18일(목)~20
(토), 3일간 그랜드 힐튼 서울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3. 본 학회의 가을학회는 2015년 추계학술대회부터 매년 국제학술대회로 개최
하며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100명 이상의 해외 연자들이 참석해 최근 연구, 발전 동향
의 학문적인 공유의 장으로 구연발표와 포스터&비디오 세션, 연수강좌 및 국제심포지
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한국 정형외과학의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하는 학술대회로
서 3천명 이상의 회원들의 참여가 예상 되는 바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진다면 
더욱 풍성하고 알찬 학술대회가 기대됩니다.

      4. 학술대회 전시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첨부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8월 31
일(금)까지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전시신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
료이며 정식신청은 전시비를 완납하셔야만 접수됩니다. 부스위치는  전시비 입금 순
서와 학회기여도를 참고하여 선착순으로 배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5. 전시 관련 문의는 학회 사무국(02-780-2765)으로 연락주시고 2018 대한정
형외과학회 제62차 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귀사의 전폭적인 협조
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 전시신청서, 아젠다 각 1부

대 한 정 형 외 과 학 회      이 사 장  최  종  혁

                             회    장  한  정  수

전시비용

(부가세포함)

1 booth 550만원 (3m X 2m)

2 booth 1,100만원 (6m X 2m)

전시 장소 그랜드 힐튼 서울 컨벤션 센터

전시 일정 2018년 10월 18일(목) ~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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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반드시 회사명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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