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한국임상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대회장소: 온라인 학회 (ZoomⓇ 이용) 

 학술대회기간: 2020 년 7 월 25 일 13:00 ~ 18:00 

 초록접수기간: 2020 년 7월 7일 ~ 7월 17일 

 초록접수방법: 홈페이지 (http://ksvc.or.kr) 에서 제출 

http://ksvc.or.kr/


 사전접수 및 비용 납부가 완료되어야 초록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사전접수 방법 

1. 홈페이지(http://ksvc.or.kr) 우측 상단 로그인 

2. 학술대회 참가 신청 



3. 신청인 정보 확인 → 본인에게 맞는 항목 선택 후 결제 진행 

 사전접수 및 비용 납부가 완료되어야 초록 제출이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 사전접수 승인은 입금 후 처리까지 약 2일 정도 소요됩니다. 

 교신저자는 사전접수 및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초록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번 학회는 온라인을 통하여 1일만 개최되는 관계로 발표자의 연회비 납부 불필요 (참가비만 납부) 



(2) 초록 제출 방법 

1. 초록작성 및 제출과정의 기본사항 

1) 초록 제출 방법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제출 규정을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2) 모든 초록은 MS Wor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3) 편집용지는 ‘페이지 레이아웃’ 클릭 → ‘여백’ 클릭 → ‘기본선택’으로 설정합니다. 

4) 작성하신 초록의 파일이름은 구두발표일 경우 “구두-교신저자 이름-번호”로 저장하여 주신 후, 메일에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교수가 교신저자로 첫번째 구두발표 초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두- 

      홍길동-1”, 두번째 구두발표 초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두-홍길동-2”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구두 (oral)발표는 제출된 초록을 바탕으로 집행부 회의 review 과정을 거쳐 최종 구두발표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대한 통보는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로 합니다. 

6) 이번 학술대회 구두발표의 강의실 배정 및 순서는 접수된 초록 내용에 따라 학술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7) 이번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 초록작성 방법 예시 

제 목 : Gastric Dilatation-volvulus as Complication after Splenectomy in Shih-Tzu 

저 자 : Seonghoon Kim1, Hyunwook Kim1, and Inhyung Lee2* 

        (발표자는 밑줄로 표시합니다) 

소 속 : 1Haemaru Animal Referral Hospital, Seongnam 13590, Korea  

            2Department of Veterinary Clinical Sciences,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내 용 : 300 단어 이내 

         1) Original article인 경우  

            - Purpose,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Conclusion 순으로 작성합니다. 

         2) Case report인 경우  

            - Signalments, Results, Clinical relevance 순으로 작성합니다. 

키 워 드 : 5 단어 이내 

교신저자 : 저자 중 교신저자인 경우 이름 뒤에 글 어깨번호(*)를 표시하고  

              하단에 *Corresponding author: inhyunglee@snu.ac.kr 형태로 미주를 입력한다. 



1) 제출기한: 2020년 7월 7일 ~ 7월 17일 

2) 제출방법: 반드시 교신저자가 홈페이지에서(http://ksvc.or.kr) 초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저자 이외의 저자 (제 1 저자 및 공동저자)가 제출한 초록은 반려됩니다. 

      초록 접수 후, 24시간 이내로 접수상태 확인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접수여부에 대한 답장을 받지 못 하신 

      저자 분은 이 인형 또는 김 민수에게 아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3) 기존의 홈페이지(https://ksvc.jams.or.kr)에서는 초록을 접수 받지 않습니다. 

4) 교신저자는 반드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초록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5) 발표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초록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6) 문의사항은 이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술위원장: 이 인형 inhyunglee@snu.ac.kr, 학술간사: 김 민수 minsukim@snu.ac.kr) 

3. 온라인 초록 접수 

4. 기타 

1) 제출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초록은 반려됩니다. 

2) 교신저자는 제출하시는 초록과 규정준수 여부를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저자는 10 명 이내로 기술하시기 바라며, 다른 잡지에 투고한 내용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 

http://ksvc.or.kr/
mailto:inhyunglee@snu.ac.kr
mailto:minsukim@snu.ac.kr


• 신청인 정보 확인 

3. 온라인 초록 접수 방법: 홈페이지(http://ksvc.or.kr) → 학술대회 → 초록제출 



• 초록 작성 및 제출 

 초록첨부란에 MS word 초록 원본파일 첨부 

• 초록 정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