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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016. 12. 09(금) ~ 12. 10(토)
Important Dates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 (구 성우리조트)

Regular registration : 10월 07일(금)
초록제출 마감일(Abstract submission) : 11월 11일(금)
Late breaking registration : 11월 11일(금)

┃연자리스트┃
PLENARY LECTURER - Nicolas Demaurex (Univ. Geneva)┃Claes B. Wollheim (Univ. Geneva)┃Yasutoshi Koga (Kurume Univ.)

Quan Chen (Chinese Acad. Science)┃이명식 (연세의대)┃송민호 (충남의대)┃이인규 (경북의대)
SESSION 1 Mitochondrial dysfunction and human diseases - 김하일 (KAIST)┃김영미 (경희의대)┃김형규 (인제의대)┃유주연 (포항공대)
묵인희 (서울의대)┃이장한 (USC)
SESSION 2 Mitophagy and cancer - 채한정 (전북의대)┃윤계순 (아주의대)┃윤진호 (동아의대)┃강병헌 (UNIST)┃고형종 (동아의대)┃송인성 (인제의대)
SESSION 3 Mitochondrial genetic diseases - 이영목 (연세의대)┃김세훈 (연세의대)┃임병찬 (서울의대)┃이지훈 (성균관의대)┃임신영 (아주의대)
SESSION 4 Mitochondrial homeostasis - 임채헌 (울산의대)┃조동형 (경희대)┃이규선 (KRIBB)┃박원국 (아주의대)
SESSION 5 Mitochondria and inflammation - 김군순 (충남의대)┃이승재 (포항공대)┃황철상 (포항공대)┃유영석 (아주의대)

┃숙박┃

┃등록비┃ (식사 및 숙식 포함)
등록

날짜

Regular registration

~ 10월 07일(금)

Late breaking registration

~ 11월 11일(금)

현장등록

당일까지

등록비
학생 100,000원 /
교수 및 포닥 200,000원
학생 120,000원 /
교수 및 포닥 250,000원
위와 등록비는 같으나
숙소를 배정해 드리지 못함

13평형

원룸 (온돌) + 욕실

1인 기준

17평형

거실 + 방 (침대) + 욕실

2인 기준 (혼자 사용시 : 60,000원 추가)

27평형

거실 + 방2 + 욕실1

4인 기준 (1인 부족시 : 40,000원 추가)

35평형

거실 + 방3 + 욕실2

5인 기준 (1인 부족시 : 40,000원 추가)

* 금요일 및 주말 스키 이용

* Late breaking registration시 숙소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금요일 객실비는 등록비에 포함 되어 있고, 토~일요일 객실비도 학회계약 조건으로 사용

┃입금 계좌┃ 

* 스키리프트 이용권, 렌탈비 등 모든 비용 50% 혜택

·우리은행 1005-301-647299 (예금주. 대한미토콘드리아연구의학회)

┃참가신청 방법┃

┃카드결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나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등록 시 카드정보를 보내주시고, 학회 당일 반드시 카드를 직접 가지고 오셔야 결재 가능함

·실험실 단체 등록 시에는 성명란에 참가인원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요.

┃참가신청서 접수처 및 학술대회 문의처┃ 

┃포스터 발표 초록 제출┃

Email : 2016mitochondria@gmail.com
Tel : 033-741-0297, Fax : 033-745-6461

·초록 제출 마감일 : 11월 11일(금)

·제출처 : chanbaepark@ajou.ac.kr

* 우수 포스터 시상 있음

대한미토콘드리아 연구의학회 회장 송 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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