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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한중환자의학회 연수교육(MCCRC) 부스참여 및 프로그램북 광고 신청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는 2019년 10월 11일(금) ~ 13일(일)(3일간) 대한중환자의학회 중환자의학 

연수교육 The 10th SCCM’s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in Seoul, 2019(MCCRC)에 부스참

여 및 프로그램북 광고 신청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3. 이 연수교육은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를 취득하려는 전문의 또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가 5년

에 한번 꼭 이수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이며, 미국중환자의학회(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와 계약

을 맺어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수교육과 동일한 과정을 한국에서 직접 교육 받을 수 있는 국제적으로 저

명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강사 대부분이 직접 미국에서 오시며, 전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등의 아시아 중환자의학 전문의도 참석합니다. 

        4. 연수교육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The 10th SCCM’s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in Seoul, 2019 ▣

          일시: 2019년 10월 11일(금) ∼ 13일(일) 3일간 

          장소: 백범 김구 기념관

               ▪ 사전등록: 2019년 9월 30일(월)까지 (현장등록 불가) 
               ▪ 평점: 대한의사협회 18점, 대한중환자의학회 18점 인정 예정 
               ▪ 의료전시: 2019년 10월 11일(금) ∼ 13일(일) 3일간 

첨부: 1. MCCRC 부스참여 및 프로그램북 광고 신청 안내 1부.            

      2.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3. 2019년 MCCRC 일정(추후 리플릿 보내드리겠습니다.)

          
 대 한 중 환 자 의 학 회 장 홍 성 진

        



The 10th SCCM’s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in Seoul, 2019

1. 개최개요

  -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11일(금) ∼ 13일(일) (3일간), 백범 김구 기념관

1) 예상참가인원: 300명 내외

2) 참석대상: 국내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와 유관학회 전문의(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외과학회,대한응급의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심장학회), 중환자의학회 전임의, 일본 및 중국 

    등의 아시아 중환자의학 전문의

                  
2. 부스전시료

  부스 (1번 - 23번) 개당 (컨벤션 및 대회의실 로비) 330 만원 (부가세 10% 포함)

3. 프로그램북 광고비 (* 프로그램북은 행사당일 배부)

  

1) 표4(뒷표지 전면) 220만원 (부가세 10%포함) 

2) 표2(앞표지 안쪽 전면) 165만원 (부가세 10%포함)

3) 표3(뒷표지 안쪽 전면) 110만원 (부가세 10%포함)

 4) 내지  77만원 (부가세 10%포함)



☞ 의료전시회 안내사항 

   ① 전시기간: 2019년 10월 11일(금) ∼ 10월 13일(일)

   ② 전시자대상: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원사 및 전시참가사 

   ③ 규모: 23개 booth 

   ④ 전시위치: 컨벤션 및 대회의실 로비 –> 전시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⑤ 운영취지: 중환자의학 산업 신기술, 동향체험

   ⑥ 참관대상: 연수교육 등록자

   ⑦ 부스신청 접수마감: 2019년 9월 23일(월)

* 안내사항

1) 신청은 MCCRC 홈페이지 www.ksccm.org/mccrc19 에서만 받습니다.

2) 신청 및 입금 마감일은 2019년 9월 23일(월)까지입니다.

3) 부스위치는 9월 23일(월)까지의 1순위: 입금총액 / 2순위: 입금일자순으로 임의 배정됩니다. (부스 추첨 없음)

4) 부스크기는 하나의 부스가 가로 3m, 깊이 1.5m, 높이 3m이오니 엄수 바라며(특히 스탠딩 현수막, 장비 등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최소 전원만 지원(부스조명 및 PC 2대) 됩니다. 

5) 프로그램북 광고 이미지 업로드 : 

   - 최종 인쇄용 PDF file / 사이즈는 150 x 220 ㎜ + (추가 상하좌우 여백 3mm) 

☞ 문의: 대한중환자의학회  ☏ 02-2077-1533 ,ksccm@ksccm.org



<대한중환자의학회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