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춘계학술대회 등록 및 일정 안내
개요
1. 일 시 : 2018년 5월 19(토), 10:00 ~ 17:30
2. 장 소 : 영남이공대학교(영남대병원) 천마스퀘어2층 시청각실
3. 주 관 : 대한핵의학기술학회 대구경북지회 / 주최 : 대한핵의학기술학회

■ 학회 일정 - 등록비 및 평점
구 분

일시

장소

방사분과

임상분과

2018년 5월 19일(토) 10:00~17:30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스퀘어2층 시청각실

4월16일~5월11일까지 4만원(회 원)
4월16일~5월11일까지 6만원(비회원)

4월16일~5월11일까지 40,000원(정회원)
4월16일~5월11일까지 72,500원(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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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당일접수 가능)

계좌번호: 대구은행 2018-0519
예금주 : 권용욱(핵의학대구)

www.kamt.or.kr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권용욱 : 대구경북지회 재무이사

김진태 : 임상분과 총무이사

☎ 010-6545-6269
kyw386@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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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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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 시 면허번호, 성함 기재 요망)
4. 모든 신청은 사전접수만 가능합니다.(4월 23일 ~ 5월 11일까지).
5. 교육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개인이 U-Check 시스템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6. 사전 취소는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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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은 권용욱 대경지회 재무이사 kyw386@daum.net ☎ 010-6545-6269

임상분과 등록안내
1. 등록방법 : 사전등록 - 웹사이트(www.kamt.or.kr)상 신용카드 or 가상계좌 결제
현장등록 - 학술대회장에서 현금결제
2. 교 육 비 : 사전등록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72,500원
현장등록 (정회원) 50,000원 (준회원) 82,500원
※ 정회원: 협회정관 제3장 제7조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018년도 기준, 2016, 2017, 2018년도 협회비 납부자)
※ 회원등급 준회원→정회원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후 결제요망
(협회비 납부 후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셔야 등급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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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권 발급)
2. 식사는 소고기국밥입니다, 식권을 이용해주시고 식사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장소 : 영남이공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식당 / 시간 : 11:30 ~ 14:00 / 비용 : 무료

- 2 -

제58차 대한핵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 Time Table
시

영남이공대학교

간

(천마스퀘어2층 시청각실)

10:00 ~ 15:00

10:00 ~ 12:00

등록 및 접수

영남이공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스퀘어2층 시청각실)

(천마스퀘1층 컨벤션홀)

핵의학 대학 교수자 및
임원 심포지움

방사선안전관리 (진흥협회 : 3시간)

핵의학기초 컨퍼런스
- Florbetaben, Flutematamol,
Florbetapire
- FP-CIT / - F-DOPA

- 2018 KINS 정기검사 점검사항
- 방사선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11:30 ~ 14:00

점 심

13:00 ~ 13:30

개회선언 및 축사

13:30 ~ 14:30

특강 : 창조적인 도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명철)

14:30 ~ 15:00

Coffee break & Exhibition

15:00 ~ 17:00

영남이공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남대병원

(천마스퀘어2층 시청각실)

(천마스퀘어1층 컨벤션홀)

(호흡기센터 강당)

IN-VIVO

IN-VITRO

INTERNATIONAL
SESSION

PET-CT /
CYCLOTRON

17:00 ~ 17:30

●프로그램이

폐회식 / 행운권 추첨

변경 될 수 있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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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홈페이지 참조
http://www.ync.ac.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158

■ 영남이공대학교 및 영남대학교병원 캠퍼스안내
http://www.ync.ac.kr/ync_tour/tou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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