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추계학술대회 등록 및 일정 안내
개요
1. 일 시 : 2017년 11월 11(토), 10:00 ~ 18:00
2. 장 소 : 신구대학교 대강당(국제관 1층)
3. 주최 및 주관: 대한핵의학기술학회

■ 학회 등록비 및 평점
구 분

방사분과

임상분과

일시

등록 및 접수 2017년 11월 11일(토) 10:00~18:00

장소

신구대학교 대강당(국제관 1층)

10월18일~11월6일까지 4만원(회 원)
10월18일~11월6일까지 6만원(비회원)

10월18일~11월6일까지 4만원(회 원)
10월18일~11월6일까지 8만원(비회원)

등록비
등록신청
www.krta.or.kr (대한방사선사협회)
(당일접수 불가)

평점

(당일접수 가능)

KEB하나 253 - 910199 - 48707
(예금주 : 정우영)

www.kamt.or.k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우영 : 방사분과 재무이사

김진태 : 임상분과 총무이사

☎ 010 - 4809 - 1859

wyjung@amc.seoul.kr

☎ 010 - 3888 - 8531
jtyanolja@aumc.ac.kr

교육이수 4시간 (4평점)

교육이수 4시간 (4평점)

입금
계좌

등록신청
www.kamt.or.k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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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바로가기’ 팝업창에서 등록

방사분과 등록안내
1. 대한방사선사 홈페이지(www.krta.or.kr)에 회원가입(전문학회 핵의학기술학회 가입)을
우선하고, 보수교육신청을 실시합니다.
2. 신청 시 2017년도 방사선사협회비 완납(회원) 및 미완납(비회원)에 따라 교육비가
달라집니다. 각자에 맞는 교육비를 무통장 입금해주세요.
3. 모든 신청은 개인이 하시고 입금은 금액에 맞게 단체 입금도 가능합니다.
4. 모든 신청은 사전접수만 가능합니다.(10월 18일 – 11월 06일).
5. 교육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개인이 U-Check 시스템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사전 취소는 11월 06일 24:00까지 요청자에 한하여 환불하여 드립니다.
(교육시간 미 이수에 따른 교육비 환불은 없습니다.)
7. 영수증 출력방법 : 대한방사선사협회(http://www.krta.or.kr) 로그인 => MY HOME
=> 나의교육 이수정보 => 영수증 출력
8. 기타문의사항은 정우영 재무이사 wyjung@amc.seoul.kr

☎ 010-4809-1859

임상분과 등록안내
1. 등록방법 : 사전등록 - 웹사이트(www.kamt.or.kr)상 신용카드 or 가상계좌 결제
현장등록 - 학술대회장에서 현금결제
2. 교 육 비 : 사전등록 (회원) 40,000원 (비회원) 80,000원
현장등록 (회원) 50,000원 (비회원) 90,000원
※ 회 원 : 정관 제3장 제7조에 의거 의무를 다한 자
3. 명시된 사전등록기간 외에 연장등록은 없습니다.
4. 등록만 하시고 불참할 시에는 평점 이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반드시 참석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대리등록 및 대리서명 불가)
6. 환불은 사전등록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취소 및 환불 건은 협회로 문의주십시오)
7. 초록, 발표 접수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술이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문의사항은 김진태 총무이사 jtyanolja@aumc.ac.kr ☎ 010-3888-8531

공통 공지사항
1. 주차비용은 무료입니다.
2. 로하스카페 교환권을 이용하여 커피 및 음료를 드시기 바랍니다.
장소 : 국제관 2층 / 비용 : 무료.
3. 식사는 뷔폐로 운영되며, 식권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 미디어콘텐츠관 식당 / 시간 : 11:30 ~ 15:00 / 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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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Time Table
시

대강당

간

(국제관 1층)
등록 및 접수

09:30 ~ 14:00

핵의학기초 컨퍼런스

10:00 ~ 12:00

(Brain 중심 강의)

12:00 ~ 13:30

점 심

13:30 ~ 14:00

개회선언 및 축사

특강 : 미래의 핵의학

14:00 ~ 15:00

(서울대병원 강건욱교수)
대강당

국제회의실

문화콘텐츠관

(국제관 1층)

(국제관 8층)

(서관 1층)

IN-VITRO

IN-VIVO

15:00 ~ 16:50
PET-CT /
CYCLOTRON

Coffee break & Exhibition

16:50 ~ 17:00

17:00 ~ 17:30

17:30 ~ 18:00

●프로그램이

방사 분과

임상 분과

총회

총회

폐회식 / 행운권 추첨

변경 될 수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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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 신구대학교 학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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