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회 대한ITA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 숙박 예약 안내>
1.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
1) 위치 안내 (학회장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 샹그리아비치호텔
<오시는길>
- 무안 공항에서 전남도청 입구 4거리까지 25분-->영산호 입구쪽으로 500m 직진 진행
-->영산호입구에서 해양수산청 우회전하여 5분거리
- 목포 버스터미널에서 영암방향으로 10분 거리
- 목포역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지나 15분 거리
- 목포 톨게이트에서 영산강 하구언 방향으로 15분 거리
2) 성급: 3성급
3) 홈페이지: http://www.shangriahotel.co.kr/
4) 객실할인가
1. 스탠다드, 디럭스 120,000원(조식미포함)
-> 객실 정상요금: 스탠다드 130,000 원, 디럭스 160,000 원
2. 조식: 한식 12,000 원, 양식 15,000 원
3. 이용절차: 개인 전화 예약 시 대한 ITA 영상의학회 참가회원임을 안내하고, 퇴실 시 정산

2. 목포현대호텔
1) 위치안내 (학회장에서 차로 약 25분 거리)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1 호텔현대
<오시는 길>
- 서울 KTX 이용 시 목포역까지 약 2시간 30분 소요
- 목포역에서 버스 이용 시 호텔까지 20분 소요
2) 성급: 5성급
3) 홈페이지: www.hyundaihotel.com/mokpo
4) 객실할인가
1. 디럭스 더블(유달산방향, 침대 1) : 130,000 원 / 디럭스 더블(바다방향, 침대 1) : 150,000 원
디럭스 트윈(유달산방향, 침대 2) : 130,000 원 / 디럭스 트윈(바다방향, 침대 2) : 150,000 원
※ 조식 미포함
※ 객실 정상요금 : 유달산 방향 220,000 원 / 바다방향 250,000 원
※ 스위트룸 이용시는 별도 문의 요망
※ 추가침대 이용 시 30,000 원
2. 식음 : 조식뷔페 22,000 원/인 / 중식뷔페 35,000 원 / 석식뷔페 45,000 원
3. 이용절차 : 대한 ITA 의상의학회 참가단체 또는 참가회원임을 안내하고 요금확인 후 예약,
퇴실시 정산

<2017 년도 제 10 회 대한 ITA 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 학회장 안내>
일자: 2017 년 9 월 9 일(토)
장소: 세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7층 세미나실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85 (상동 827-1번지) 세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학술대회 당일 KTX, SRT 출발 시간 안내]
1. KTX (예약Site: www.letskorail.com)
1) 서울->목포

2) 용산->목포

①06:20 출발, 08:54 도착

①06:30 출발, 08:54 도착

②07:40 출발, 10:16 도착

②07:49 출발, 10:16 도착

2. SRT (예약Site: etk.srail.co.kr)
-> 수서 05:10 출발, 목포 07:24 도착

<2017 년도 제 10 회 대한 ITA 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 초록 공모 안내>
2017 년 9 월 9 일 (토) 전라남도 목포시 세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7 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제 10 회 정기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Tumor board case 및 전시의
초록을 접수 받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Tumor board 주제는 치료 부위와 치료방법에 상관 없이 다양한 영상유도하
국소치료 증례 중 어렵게 치료에 성공을 했거나 치료에 실패를 하였거나 또는 생각지 못한
합병증 등으로 인해 잊을 수 없는, 흥미로운 증례 들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학술 구연 발표도 환영하니 형식에 구애 받지 마시고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포스터 전시는 예년과 같이 초록과 함께 e-poster 형식으로 초록집에 지면상으로 전시를 게제할
예정으로 접수시에 전시 PPT 파일이나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초록이 채택되신 모든 회원분께는 등록비를 환불해 드리고 목포에서 1 박과 왕복교통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초록의

기본

양식은

아래와

같지만

기본

양식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구연>
300 단어 이내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
1. 제목, 저자명, 소속
2. PUPRPOSE,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CONCLUSION
3. 발표 가이드라인: MS PowerPoint 2007 이상 버전으로 준비, 8 분 발표, 2 분 토의

<전시>
300 단어 이내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시 ppt 화일을 함께 제출
1. 제목, 저자명, 소속
2. LEARNING OBJECTIVES, SUMMARY, CONCLUSION

초록을

3. 전시 포스터 규격: e-poster 형식으로 MS PowerPoint 2007 이상 버전으로 준비하여 제출

<초록 접수 기간>
2017 년 7 월 21 일 – 2017 년 8 월 27 일 (일)

<초록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학술이사 이영준 (yjleerad@gmail.com)

대한 ITA 영상의학회에서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초록 응모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