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신청방법
사전등록 마감일 : 2013년 4월 16일(화)

등록비 (수강료, 교재, 중식 포함)

사전 등록비 현장 등록비

회원전문의/준회원의사 10만원 11만원
비회원의사 12만원 13만원
비회원 비의사 8만원 9만원
전공의 5만원 6만원

• 학회 가입비 : 4만원

• 학회 연회비 : 2만원

   (※ 전문의 경우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신 분에 한해 등록비를 8만원으로 

    할인합니다.)

연수평점 : 6점

사전등록안내
1)  제15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는 학회 홈페이지

(www.ksuog.or.kr)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회 홈페이지에서‘연수강좌 사전등록’을 클릭하신 후 작성 요령에 따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사전등록 후 등록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이름으로 입금하실 경우 반드시 학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 입금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8-055477 (예금주 : 대한산부초음파학회)

연락처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110-744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1층 산부인과교수사무실 11625호

Tel : 02) 747 - 3744    

E-mail : office@ksuog.or.kr

행사장 안내
• 학회 홈페이지 (www.ksuog.or.kr) 참조 부탁드립니다.

   (Home → 학술대회 → 최근 학술대회 → 행사장 위치)

• 주차는 중앙대학교 R&D센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주차권 배부 예정)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 Gynecology

www.ksuog.or.kr

등록안내
Information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 GYNECOLOGY

110-744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1층 산부인과교수사무실 11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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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 Gynecology

안녕하세요.

새 봄을 맞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에서 연수강좌를 준비하였습
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대강은 알고 있지만 더 알고 싶은 내용들 중에서  
최근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의를 거쳐 제목을 결정
하였습니다. 

비뇨부인과 분야 및 불임 환자에서 알아야 할 초음파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강의할 예정이고, 특별 강의로 갑상선 초음파 및 임신  
중 갑상선 질환의 관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임신 초기와 중기에 자주 틀리는 초음파 소견, 분만 혹은 유산이  
된 후의 초음파의 의미,  대퇴골 등이 짧아진 태아의 관리 및 흉부의 
비정상 소견에 대한 강의도 준비하였습니다. 

임신 중 카운슬링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형이 있었던 아기의 분만 
후 경과를 외과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
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임신에 미치는 자궁근종의 영향과 제왕절개술시  
근종절제술에 대한 찬반 토의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연수 강좌는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활발한 질문을 
통해 살아있고 재미있는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셔서 산부인과 초음파의 지식을 늘리고 
초음파 실력을 한층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 전 종 관

모시는 글  
Greeting

프로그램  
Program

08:20-08:50 등록

08:50-09:00 개회사 회장: 전종관 (서울의대)

Session I Gynecologic USG 좌장: 이효표 (순천향의대)

09:00-09:20 USG in urogynecologic field 박선희 (미즈메디병원)

09:20-09:40 USG in infertility 이중엽 (함춘크리닉)

Session II Special Lecture : Thyroid 좌장: 김수평 (가톨릭의대)

09:40-10:05 Thyroid USG 손유미 (경희의대)

10:05-10:30 Management of thyroid diseases during pregnancy 조보연 (중앙의대)

10:30-11:00 Discussion & Coffee break

Session III Hot Topics 좌장: 김    암 (울산의대)

11:00-11:20 Tips and Pitfalls in the 1st trimester USG 홍성연 (대구가톨릭의대)

11:20-11:50 Discrepancy between antenatal and postnatal USG diagnosis of fetal structural anomalies 홍순철 (고려의대)

11:50-12:10 USG in postpartum/postabortion period 이승미 (서울의대)

12:10-13:20 Discussion & Lunch

Session IV Abnormal fetal USG findings: Diagnostic approach & Differential diagnosis 좌장: 김사진 (가톨릭의대) 

13:20-13:45 Short long bones 권자영 (연세의대)

13:45-14:10 Abnormal mass in thorax 박현수 (동국의대)

Session V Prognosis, Treatment & Counseling of congenital anomalies 좌장: 송태복 (전남의대)

14:10-14:30 Cleft lip & palate 임소영 (성균관의대)

14:30-14:50 Thoracic abnormality: Non-Respiratory 김대연 (울산의대)

14:50-15:10 Skeletal dysplasia 조태준 (서울의대)

15:10-15:40 Discussion & Coffee break

Session VI Pros & Cons 좌장: 김행수 (아주의대)

15:40-16:10 Is myomectomy helpful to conception? 김철홍 (전남의대), 권지영 (가톨릭의대)      

16:10-16:40 Myomectomy at the time of cesarean section 정경아 (이화의대), 김영남 (인제의대)       

16:40-16:50 Discussion

16:50 폐회사 회장: 전종관 (서울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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