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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물리학회 전회원
2022년도 (사)한국의학물리학회 제63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안내

사단법인 한국의학물리학회에서는 2022년도 (사)한국의학물리학회 제 63회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제63회 춘계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일정: 2022년 4월 7일(목) - 4월 9일(토)
장소: 제주 서귀포 KAL 호텔
일시
4월 7일(목)

행사 개요

13:00-17:00

제1회 신개념방사선치료기술개발 심포지엄(주제: FLASH Radiation Therapy)

09:00-12:00

INDUSTRIAL 심포지엄(주제: Particle Therapy)

4월 8일(금)

12:30-17:40

4월 9일(토)

17:40-18:30
09:00-12:00

제63회 한국의학물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 Technologies Transforming Patient Care)
임시총회
교육프로그램 발전 방향 워크숍

세부프로그램: [붙임 2]
■ 초록 제출 안내 [붙임 3]
제출기한: 2022년 3월 18일(금) 24:00
제출방법: Online 제출 (http://conference.ksmp.or.kr/abstract/2022_spring)
※초록 제출분야 선택: 일반 구연, 포스터(포스터전시) A.진단, 핵의학 및 기타 B.방사선치료 물리
※접수 마감일 이후 인터넷 접수 창은 홈페이지에서 폐쇄 되오니 접수마감일을 꼭 지켜주십시오.
■ 사전등록 안내
등록기간: 홈페이지오픈(추후공지)~2022년 3월 29일(화) 24:00
등록방법: Online 등록 : (http://conference.ksmp.or.kr/abstract/2022_spring)
결제방법: 카드 결제(온라인/현장 결제) 및 무통장 입금 가능
※마감일 이후에는 현장 등록만 가능합니다.
※현장등록의 혼란이 예상되오니, 가능한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안내
회원구분

회

연회비

학술대회 참가비

평생회원

-

80,000 원

정회원

50,000 원

80,000 원

준회원

30,000 원

50,000 원

특별회원

50,000 원

-

일반

-

130,000원

원

비회원

※무통장 입금시 안내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18-175974 한국의학물리학회
- 무통장 입금시 보내시는 입금자명에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연회비 입금시 : 홍길동연회비,
등록비 입금시: 홍길동등록비, 연회비+등록비 입금시: 홍길동연등비)
■ 객실 신청 안내
1. [붙임 4] 예약신청서를 참석자 개인이 작성 후 메일(ssm@kalhotel.net)로 보내주시면 예약 회
신됩니다. 관련문의 : 예약센터 02-310-6677 주소연
2. 숙박은 객실 타입별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조금 서둘러주시길 바랍
니다.
3. 숙박비: 주중 [140,000 원] / 주말 [160,000 원]
4. 스탠다드 룸 기준인원 2 명이며 바다전망을 원하실 경우 30,000원의 요금이 추가되며, 스위트
룸의 경우 80,00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5. 예약 접수 마감은 3월 11일 입니다.
■ 금번 행사는 대면 행사로 진행되며 정부 및 제주도 서귀포시의 코로나 방역 대응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현장방역지침: 비접촉식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체크, QR 체크인 혹은 출입명부 작성, 방역패스
소지자에 한해서 출입, 대회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좌석 거리두기 지침 등 철저한 이행

붙임 1. [공문] 2022년도 제63회 춘계학술대회 공지
붙임 2. 제63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붙임 3. 제63회 춘계학술대회 초록 서식
붙임 4. 한국의학물리학회 객실예약양식
붙임 5. 서귀포 KAL호텔 안내 브로셔

사단법인 한국의학물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