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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대의	글

안녕하십니까?

대한통증학회 제 22대 회장 심우석입니다.

예상치 못한 COVID-19의 발생으로 작년부터 모든 사회활동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희 학회활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온 국민이 지치고 힘들지만 저희 의료인과 또 의료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진정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통증학회는 올해 11월 20, 21일 양일간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한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2차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은 COVID-19 상황이지만 방역을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강의실과 부스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학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후원사의 홍보를 위하여 

후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저희 학회가 그 동안 통증질환의 치료와 연구를 주제로 많은 회원님들을 모시고 학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 

배경에는 대한통증학회를 다각적으로 지원해주신 후원사 관계자 여러분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학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통증학회는 여러분과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서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원사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대한통증학회 회장 심우석

02	 KPS	2021	개요

대회명

KPS 2021 Annual Meeting 

The 72nd Scientific Meeting of The Korean Pain Society

기    간

2021년 11월 20일(토) - 21일(일)

주    최

규모(예정)

· 참가자: 총 15개국, 1,150명(국내 1,000명, 국외 150명) 

· 포스터 발표: 70편 

· 전시 부스: 60개사 80부스

행사구성

기조강연, 초청강연, 일반세션, 임상세션, 런천심포지엄, 포스터 세션, 전시

공식언어

영어

준비 사무국

KPS 2021 Annual Meeting 준비사무국 (주) 케이온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19 센테니아 빌딩 1117호 

전화: 02-6956-0620

팩스: 070-8260-0620

이메일: congress@painfree.or.kr

장    소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

웹사이트

www.painfree.or.kr



6 7

03	 전차대회	개최	결과

대  회  명 KPS 2020 Annual Meeting

일       시 2020년 11월 14일(토) ~ 15일(일)

장       소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

개최형태 온라인 컨퍼런스

등록규모

학술대회 연수교육 양일 등록자 합계

897명

(국내 791명, 국외 106명)

805명

(국내 741명, 국외 64명)

1,032명

(국내: 914명, 국외: 118명)

최대 동시 시청자 수 스탬프 투어 참여자 수 후원사

650명 650명 37개사 

04		 KPS	2021	조직위원회

직책 성명 소속

조직위원장 이평복 서울의대

학 회 장 심우석 성균관의대

학술위원장 박휴정 가톨릭의대

재무위원장 문호식 가톨릭의대

국제위원장 문지연 서울의대

교육위원장 김연동 원광의대

위           원

김응돈 가톨릭의대

김두환 울산의대

김상훈 조선의대

김웅모 전남의대

김현중 고려의대

박기범 계명의대

박상준 연세의대

변경조 부산의대

양종윤 굿모닝통증의학과의원

오진영 경북의대

 유시현 서울성모통증의학과의원

이승현 성균관의대

이진영 성균관의대

정호순 순천향의대

조누리 가천의대

임종오 엠허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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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Program	at	a	Glance 05		 Program	at	a	Glance

제72차 학술대회 11월 20일(토)

Room A (ENG)

(컨벤션센터 4층)

Room B (KOR)

(컨벤션센터 4층)

Room C (KOR)

(컨벤션센터 4층)

Room D (KOR)

(컨벤션센터 3층)

Exhibition Hall

(컨벤션센터 3층)

ON/OFFLINE ON/OFFLINE OFFLINE only OFFLINE only OFFLINE only

08:00-08:25 Registration

Exhibition

08:25-08:30 Opening Remark

08:30-10:00
Pain in the COVID-19 

Pandemic and Beyond
Perioperative Pain

Recent Studies of 

Anatomy for Pain Practice

New Radiofrequency 

Update

10:00-10:30 Coffee Break

10:30-12:00 Video Demo 1
Neuroapthic & 

Central Pain
Opioids

Research and 

Development

12:00-12:30
General Assembly & 

Photo Time

12:30-13:10 Luncheon Symposium 1 Luncheon Symposium 2 Luncheon Symposium 3 Luncheon Symposium 4

13:10-13:30

13:30-15:00 Neuromodulation Compression Fracture Cancer Pain
Education in Pain 

Medicine

15:00-15:30 Coffee Break

15:30-16:40 CRPS and Disability Injectates for Intervention Pediatric Pain Geriatric Pain

16:40-17:00 Coffee Break

17:00-18:00 S-poster S-poster
Poster 

Presentation

※ 11월 15일(월)부터 초록집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2021년도 추계 연수교육 11월 21일(일)

Room A (ENG)

(컨벤션센터 4층)

Room B (KOR)

(컨벤션센터 4층)

Room C (KOR)

(컨벤션센터 4층)

Room D (KOR)

(컨벤션센터 3층)

Exhibition Hall

(컨벤션센터 3층)

ON/OFFLINE ON/OFFLINE OFFLINE only OFFLINE only OFFLINE only

08:30-09:00 Registration

Exhibition

09:00-10:30 Basics of Cervical Pain
Live Demo 1

(Ultrasound)

Useful Informations 

from Simple X-rays
Legal Issues

10:30-11:00 Coffee Break

11:00-12:30 Basics of Truncal Pain
Live Demo 2

(Ultrasound) 

Management of Infection 

and Complications

Nursing in Pain 

Management

12:30-13:10 Luncheon Symposium 5 Luncheon Symposium 6 Luncheon Symposium 7 Luncheon Symposium 8

13:10-13:30

13:30-15:00
Approach for Lower 

Extremity Pain

Video Demo 2 

(Physical Examination)
Private Pain Clinic Advanced Neuropl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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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해외	초청	연자

No. 성명 소속 국가

1 Robert W. Hurley Wake Forest School of Medicine USA

2 Dmitri Souza Ohio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USA

3 Alexander Feoktistove Diamond Headache Clinic　 USA

4 Clement Hamani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5 Pradeep Chopra Brown Medical School USA

6 Andreas Goebel The University of Liverpool UK

7 Christof Birkenmaier The University of Munich Germany

8 Chih-Peng L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 Taiwan

9 Tawechai Tejapongvorachia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10 Richard Sullivan Peter MacCallum Cancer Centre Australia

11 Daying Zhang

President of  Pain Society of Chinese Medical 
Association 

The First Affiliated Hospital of Nanchang 
University

China

12 Mitsuaki Yamazaki  President of Japan Society of Pain Clinician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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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급 Diamond Platinum Gold Plus Gold Silver Plus Silver Bronze

금액(VAT 별도) 1억 5천 4천 3천 2천 1천 5백

전시
전시부스 위치배정 우선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 -

전시부스 제공(3*3m) 6부스 5부스 4부스 4부스 3부스 2부스 1부스

홍보

혜택

초록집(토) 제품 팜플렛 삽지 ☆ O - - -　 -　 -　 -

연수교육집(일) 제품 

팜플렛 삽지 ☆
O - - - - - -

커피홀더 로고 표기 ☆ O - - - - - -

좌장, 연자, 패널 백월(back wall) 

로고 단독 표기 ☆
O - - - - - -

전자포디엄 및 강의스크린 

로고 노출 ☆
O O - - - - -

휴식시간 중 제품 영상 광고 ☆ O O - - - - -

대회명찰 로고 표기 O O O - - - -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품영상 

광고☆
O O O O - - -

명찰줄 로고 표기 O O O O - - -

행사장 내 DID 로고 노출 O O O O - - -

사전홍보 뉴스레터 로고 노출 ☆ O O O O O - -

등록데스크 로고 표기 O O O O O - -

현수막 로고 표기 O O O O O - -

초록집(토) 로고 표기 O O O O O O -

연수교육집(일) 로고 표기 O O O O O O -

온라인 시청 페이지 배너 광고

(180*60) ☆
O O O O O O -

학술대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

(180*60)
O O O O O O -

초록집(토) 광고 표4 표2 표3 1/2P 표3 1/2P 내지 내지 내지 1/2 P

연수교육집(일) 광고 표4 표2 표3 1/2P 표3 1/2P 내지 내지 내지 1/2 P

런천 런천심포지엄 제공_별도 논의 2회 - - - - - -

※ 위의 항목은 온 · 오프라인 병행 국제학술대회로 후원등급에 따른 무료 제공 사항 입니다.

※ ☆ 표시는 홍보 효과 최대화를 위한 Special 혜택입니다.

07		 후원	안내

• 전시부스 위치배정 우선권(1순위)

• 전시부스 제공(3*3m) - 6부스

• 초록집(토) 제품 팜플렛 삽지 ☆

• 연수교육집(일)  제품 팜플렛 삽지 ☆

• 커피홀더 로고 표기 ☆

• 좌장, 연자, 패널 백월(back wall) 로고 단독 표기 ☆

• 전자포디엄 및 강의스크린 로고 노출 ☆

• 휴식시간 중 제품 영상 광고 ☆

• 대회명찰 로고 표기

•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품영상 광고 ☆

• 명찰줄 로고 표기

• 행사장 내 DID 로고 노출

• 사전홍보 뉴스레터 로고 노출 ☆

• 등록데스크 로고 표기

• 현수막 로고 표기

• 초록집 (토) 로고 표기

• 연수교육집 (일) 로고 표기

• 온라인 시청 페이지 배너 광고(180*60) ☆

• 학술대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180*60)

• 초록집 (토) 광고 – 표4

• 연수교육집 (일) 광고 – 표4

• 런천심포지엄 제공_2회

• 전시부스 위치배정 우선권(2순위)

• 전시부스 제공(3*3m) - 5부스

• 전자포디엄 및 강의스크린 로고 노출 ☆

• 휴식시간 중 제품 영상 광고 ☆

• 대회명찰 로고 표기

•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품영상 광고 ☆

• 명찰줄 로고 표기

• 행사장 내 DID 로고 노출

• 사전홍보 뉴스레터 로고 노출 ☆

• 등록데스크 로고 표기

• 현수막 로고 표기

• 초록집 (토) 로고 표기

• 연수교육집 (일) 로고 표기

• 온라인 시청 페이지 배너 광고(180*60) ☆

• 학술대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180*60)

• 초록집 (토) 광고 – 표2

• 연수교육집 (일) 광고 – 표2

DIAMOND
\100,000,000

PLATINUM
\50,000,000

★	등급별	제공사항

제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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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부스 위치배정 우선권(3순위)

• 전시부스 제공(3*3m) - 4부스

• 대회명찰 로고 표기

•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품영상 광고 ☆

• 명찰줄 로고 표기

• 행사장 내 DID 로고 노출

• 사전홍보 뉴스레터 로고 노출 ☆

• 등록데스크 로고 표기

• 현수막 로고 표기

• 초록집 (토) 로고 표기

• 연수교육집 (일) 로고 표기

• 온라인 시청 페이지 배너 광고(180*60) ☆

• 학술대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180*60)

• 초록집 (토) 광고 – 표3 1/2P

• 연수교육집 (일) 광고 – 표3 1/2P

GOLD PLUS
\40,000,000

• 전시부스 위치배정 우선권(4순위)

• 전시부스 제공(3*3m) - 4부스

• 학술대회 홈페이지 제품영상 광고 ☆

• 명찰줄 로고 표기

• 행사장 내 DID 로고 노출

• 사전홍보 뉴스레터 로고 노출 ☆

• 등록데스크 로고 표기

• 현수막 로고 표기

• 초록집 (토) 로고 표기

• 연수교육집 (일) 로고 표기

• 온라인 시청 페이지 배너 광고(180*60) ☆

• 학술대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180*60)

• 초록집 (토) 광고 – 표3 1/2P

• 연수교육집 (일) 광고 – 표3 1/2P

GOLD
\30,000,000

★	등급별	제공사항

제공사항

• 전시부스 위치배정 우선권(5순위)

• 전시부스 제공(3*3m) - 3부스

• 사전홍보 뉴스레터 로고 노출 ☆

• 등록데스크 로고 표기

• 현수막 로고 표기

• 초록집 (토) 로고 표기

• 연수교육집 (일) 로고 표기

• 온라인 시청 페이지 배너 광고(180*60) ☆

• 학술대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180*60)

• 초록집 (토) 광고 – 내지

• 연수교육집 (일) 광고 – 내지

• 전시부스 제공(3*3m) - 2부스

• 초록집 (토) 로고 표기

• 연수교육집 (일) 로고 표기

• 온라인 시청 페이지 배너 광고(180*60) ☆

• 학술대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180*60)

• 초록집 (토) 광고 – 내지

• 연수교육집 (일) 광고 – 내지

SILVER PLUS
\20,000,000

SILVER
\10,000,000

• 전시부스 제공(3*3m) - 1부스

• 초록집 (토) 광고 – 내지 1/2P

• 연수교육집 (일) 광고 – 내지 1/2P

Bronze
\5,000,000

★	등급별	제공사항

제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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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혜택

☆ 초록집, 연수교육집 내 제품 팜플렛 삽지

      

1. 약 1,000명의 전체 참가자에게 직접적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2. 손에 잡히는 실물 인쇄물 삽지를 통해, 로고에 한정된 홍보가 아닌 다양한 주요 제품 홍보 루트 확보 가능

☆ 커피홀더 로고 표기

1. 바리스타 커피컵 홀더에 학술대회 로고와 함께 후원사 로고 “단독” 삽입

2. 일 평균 3차례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3. 70개의 후원사 중 로고 “단독” 삽입 기회로, 본 후원사가 바리스타 커피까지 후원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음 

4. 참가자와 가장 근접한 시각 형성으로 브랜드명 노출 효과 극대화

5. 손에 잡히는 실물 인쇄물 삽지를 통해, 로고에 한정된 홍보가 아닌 다양한 주요 제품 홍보 루트 확보 가능

Specialty

Specialty

☆ 좌장, 연자, 패널 백월(back wall) 로고 “단독” 표기

☆ 전자포디엄 및 강의스크린 로고 노출

1. 온, 오프라인 통합 약 1,100명의 전체 참가자에게 노출되는 좌장, 연자, 패널 백월(back wall) 및 강의 

스크린에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2. 현장과 온라인 양쪽으로 광고하는 효과

• KPS 2020 기준 온라인 일별 최대 누적 접속자 수 1,050명

• KPS 2019 기준 일별 평균 현장 참가자 수 750명

•각 룸별 평균 200명 이상의 온라인 접속자들에게 매 강연마다 브랜드명 노출 효과

Specialty

★	스페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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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시간(Break Time) 중 제품 영상 광고

1. 총 3회의 Break 타임마다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3분 이내의 영상 상영

2. 현장, 온라인 모든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영상 매체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 온라인 시청 페이지 배너 광고(180*60)

1.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가시성이 높은 위치인 강의 송출 화면 하단에 배너를 노출하여 브랜드 및 제품 홍보 

효과 극대화

Specialty

Specialty

★	스페셜	혜택

☆ 사전홍보 뉴스레터 로고 노출 

1. 약 5,000명 이상에 달하는 국내 회원 및 국외 뉴스레터 발송명단 

확보로 수많은 대상자에게 브랜드명을 노출할 수 있는 기회

2. 학술대회에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

3. 금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4개월 간의 지속적인 광고 효과

(뉴스레터 별 내용 및 후원 참여 후원사 수에 따라 노출 빈도 

조정될 수 있음)

  IMPORTANT DUE DATES

  REGISTRATION

  경품 안내

KPS 2020 준비사무국: 위드인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00-20 (서교동 372-10) 삼경B/D 5F

· 전    화: 02-6949-5333                               · 팩    스: 070-8677-6333

· 이메일: congress@painfree.or.kr

포스터 초록접수 
마감일

강의원고 및 
약력접수 마감일

10월 16일(금)     10월 16일(금)

사전등록 
마감일

10월 30일(금)

학술대회 
11월 14일(토) >>

연수교육 
11월 15일(일) >>

Program 

at a Glance >>

사전등록기간: 2020년 8월 17일(월)~  10월 16일(금)    10월 30일(금)

1. 등록비

등록구분

제70차 학술대회(11월 14일(토))

등록구분

2020년도 추계 연수교육(11월 15일(일)) 

전문의, 

일반의

고위자과정 

 취득자

전공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기타(연구원, 

의대생, 간호사, 

대학원생)

전문의, 

일반의

고위자과정 

 취득자

전공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기타(연구원, 

의대생, 간호사, 

대학원생)

사전등록 100,000원 70,000원 40,000원 40,000원 사전등록 100,000원 70,000원 40,000원 40,000원 

현장등록 불  가 현장등록 불  가

※ 65세 이상 정회원의 경우 등록비 면제

사전등록 바로가기

KPS 2020
The 70th Scientific Meeting of The Korean Pain Society

Annual Meeting

Virtual International Congress

Date

November 14 (Sat) – 15 (Sun), 2020

Live Web Seminar

Diamond Sponsor Diamond Sponsor

Gold Plus Sponsor Gold Plus Sponsor

Silver Plus Sponsor Silver Plus Sponsor

D-1 사전등록 마감일

전시부스를 방문하고 경품을 받으세요. (2일간 총 200명)
당일 온라인 전시부스를 방문하시면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스타벅스 커피쿠폰 (100명 * 1만원권)

•스타벅스 커피쿠폰 (100명 * 3만원권)

* 14일(토), 15일(일) 각 100명 추첨

포스터 추천하고 경품을 받으세요.
•참가자들이 추천한 포스터: 5명(리쥬란 화장품)

•포스터 추천자: 25명(스타벅스 커피쿠폰 3만원)

포스터 추천을 많이 받은 포스터 발표자분께는 화장품을 보내드립니다.

포스터 추천하신분들 중에 추첨을 통하여 스타벅스 커피쿠폰(3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 포스터 추천은 14일(토)과 15일(일) 13:30분까지만 진행됩니다.

강의평가 설문하고 경품을 받으세요.
•14일(토) 학술대회 강의평가 설문 추첨: 5명(리쥬란 화장품)

•15일(일) 연수교육 강의평가 설문 추첨: 5명(리쥬란 화장품)

온라인 강의평가 설문작성 하신 분들 중에 일자별로 화장품을 5분씩 추첨을 

하여 보내드립니다.

경품 응모를 원하시는 경우 설문 시작 전 성명/연락처/주소를 기입해주세요.

당첨자 발표

각 해당 경품은 당일 저녁에 게시판에 게시되며, 경품은 행사 이후 개별로 보내드립니다.

(행사 이후 홈페이지에도 별도 게시됩니다.)

Specialty

★	스페셜	혜택



22 23

온라인 광고 

온라인 시청 페이지 내 배너광고(180*60 pixel, jpg)

3,000,000원, VAT 별도 

오프라인 부스(출판사) 

2,000,000원, VAT 별도 

부스 면적 

3m * 3m 

부스 배정 

후원등급에 따라 배정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제공 내역 

기본 전기 1kw 

기본 테이블 및 의자 2개 

일    정 

설치: 2021년 11월 19일(금), 자세한 시간은 추후 공지 

전시: 2021년 11월 20일(토)~21일(일) 

철거: 2021년 11월 21일(일) 15:00~17:00

※ 오프라인 부스(출판사) 및 온라인 광고는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 항목입니다. 단, 등급별 후원신청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08  온라인 광고 안내 

신청방법 

09  후원•온라인 광고 신청 안내

www.painfree.or.kr 

신청서류 

후원 및 온라인 광고 신청은 홈페이지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필수 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및 마감 일정 

· 신청기간: 2021년 8월 16일(월)~2021년 10월 11일(월) 

· 입금 마감일: 2021년 10월 11일(월) 

계좌번호 

· 은행명: 신한은행 

· 계좌번호: 140-012-267339 

· 예금주: 대한통증학회 

문의처 

KPS 2021 Annual Meeting 준비사무국 (주) 케이온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19 센테니아 빌딩 1117호 

· 전화: 02-6956-0620

· 팩스: 070-8260-0620 

· 이메일: congress@painfree.or.kr

KPS 2021 

Annual Meeting 

배너 클릭 

온라인 신청 



KPS 2021 Annual Meeting 준비사무국 (주) 케이온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19 센테니아 빌딩 1117호

전    화: 02-6956-0620

이메일: congress@painfre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