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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Congress of KSS 2014
제 65 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일반연제 초록 채택 통보서

선생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금번 학술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초록을 제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초록이 일반연제발표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가 학술대회 성공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2014f-1412494304
비밀번호 : 1590
초록번호 : KAPS-O-1-12
제목 : Robotic Heller’s Myotomy and Toupet’s Fundoplication for Pediatric Esophageal Achalasia
발표분야 : 소아
발표종류 : Oral
발표자 : Seok Joo Han

발표시간 : 2014 년 11 월 28 일(금) 09:24-09:28
발표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3 호
비고 : 3 분 발표, 1 분 토의

* 초록발표분야와 발표종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resentation guideline (발표 권고 사항)
1. 발표의 핵심 내용에 더하여 간단한 introduction 과 conclusion 을 포함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장황한
history 와 잘 알려진 배경 설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적절히 설명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data 만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너무 많은 그래프와 표를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발표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 할당된 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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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중과 좌장, 그리고 같이 발표하는 연자들에 대한 큰 실례입니다.
미리 발표 연습을 하시고, 시간을 재어보시길 바랍니다.
5. 슬라이드의 페이지가 넘어가면 청중들에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프나 사진에서 관찰해야 하는 핵심점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한 슬라이드에서 8 줄 이하의 글, 또는 2 개 이하의 그래프나 사진을 싣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해 주십시오.

* 발표용 슬라이드 접수 안내 *
1. 발표슬라이드는 대한외과학회 학술행사 홈페이지에서만 접수가 됩니다.
슬라이드 접수 시 파일명을 (초록번호 발표자로 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 KAHBPS-O-1-1 홍길동
2. 발표슬라이드 접수 시 접수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하오니 메일을 잘 보관해 주십시오.
3. 구연 모두 컴퓨터 발표만 가능하며, Power point file (20MB 미만)만 접수가 됩니다.
[동영상을 사용하시는 선생님은 홈페이지에 Power point file 을 접수하신 후 동영상 원본파일은
학회장내의 Preview Room 으로 직접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4. 발표슬라이드 접수 기간은 2014 년 11 월 21 일(금) 오후 1 시까지이며, 수정기간은 접수 기간과 같습니다.
5. 슬라이드의 용량이 크실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www.webhard.co.kr / id: pentaid / pw: 1234 접속 하신 후
"올리기 전용" 메뉴 내의 "제 66 차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자유연제 슬라이드 접수" 해당 폴더 내에 올려주십시오.
올리기 전용 폴더는 관리자 외에는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가 없습니다.
동영상이 있으신 분은 별도로 폴더를 만드신 후 업로드 해주십시오.
6. 펜타이드 - 전화: 02-2267-2296 / E-mail: aid@penaid.com

* Preview Room 및 Presentation 진행 안내 *
1. Preview Room: 그랜드볼룸 II (103 호) 입구
2. 강의(발표)하시기 전 Preview Room 에서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발표자석에 모니터와 마우스를 올려 놔 드립니다.
(레이저포인터의 불빛 대신에 마우스의 아이콘으로 표시하시면서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필요하신 분은 발표하시기 전 진행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4. 학술대회는 학술대회 진행시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모니터 앞에 경과시간을 표시해 드립니다.
5. 일반연제 미참석 또는 질문답변시간 부재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 중림동 355 번지 브라운스톤서울 101-3304 호 대한외과학회
Tel: 02-797-1220,1219 / Fax : 02-790-4081 / E-mail : surgery@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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