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4월 22일(일)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소강당

일시 : 2018년 4월 14일(토)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

모시는 글 등록안내

심포지엄 사전등록마감일 : 2018년 4월 6일(금)

연수강좌 사전등록마감일 : 2018년 4월 13일(금)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산부인과초음파연구회 심포지엄

등록비 :  2만원 (현장등록 3만원) / 연수평점 :  3점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회원전문의                10만원 12만원

비회원의사 12만원 14만원

비회원비의사 7만원   9만원

전공의 5만원  7만원

연회비 : 2만원 / 연수평점 :  6점

1) 개정된 회칙에 따라 모든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명예회장, 66세 이상의 대한산부인과초음파 학회 

회원, 좌장 및 초청 연자는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사전등록 필수)

2)  연회비 납부 시 원하는 회원에 한하여 2018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원 증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 학회 회원 혜택 안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E-Learning과 E-book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안내

1)  학회홈페이지 (www.ksuog.or.kr)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클릭
하신 후 작성 요령에 따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사전등록 후 등록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 이름으로 입금하실 경우 반드시 학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803-365644 (예금주: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행사장 안내
학회 홈페이지 (www.ksuog.or.kr) 참조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 온라인 사전등록 → 행사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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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산부인과초음파연구회

심포지엄

학회 사무국

04619 서울시 중구 퇴계로 258-1 제일병원 희망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TEL: (02) 2000-4723       E-mail: office@ksuog.or.kr
Homepage: http://www.ksuog.or.kr 

연수교육 출결관리 강화에 따라 교육 입실과 퇴실 시 반드시 바코드로 
체크하셔야 평점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올해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에서는 회원들의 학문적인 요구

와 진료현장에서의 실질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과와 부인과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산부인과초음파연

구회 심포지움과 연수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의내용은 이미 

급여화가 된 산전초음파와 앞으로 급여화가 진행될 부인과 초음

파에 대한 처방 전략에서부터 산과초음파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태아심장기형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습니다.  

저출산의 사회적 기류에 산부인과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많이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야겠습니다. 다 아시

다시피 초음파는 많이 알수록 많이 보입니다. 이번 심포지움과 

연수강좌가 여러분들의 초음파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고, 진료현

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 늘 대한산부인

과초음파학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  김 문 영

안녕하십니까?

매년 대한산부인과 초음파 학회 연수강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들께 올해도 정성껏 좋은 내용을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여러 궁굼증과 난감했던 경험들이 있으시

리라 생각되어 증례위주로 현명한 처방법을 소개드리고 각분기별 

checklist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부인과 초음파도 증상에 따른 초음파 처방과 미성년 클리닉에서

도 유용한 translabial 초음파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부인과 

영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초음파 가이드하의 시술 내용도 포함

되어 임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늘 연수강좌에서 뜨거운 관심인 태아심장 초음파는 비정상 태아

심장을 live demo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도입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유익하고 행복한 

연수강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학술위원장  원 혜 성

주관 :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후원 : 대한산부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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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초음파연구회  심포지엄

08:20-09:00 등록 사회 : 정진훈 (단국의대)

09:00-09:10 개회사 회장 : 김문영 (단국의대)

Session I 산과초음파 ‘현명하게’ 처방하기: 다빈도 질문 위주 좌장 : 박중신 (서울의대)  이    영 (가톨릭의대)

09:10-09:30 산과초음파 급여화와 정도 관리 최석주 (성균관의대)

09:30-09:50 임신 제 1 삼분기: 검사항목 및 처방방법 알아보기  김종운 (전남의대)

09:50-10:10 임신 제 2, 3 삼분기: 검사항목 및 가산이 가능한 상황들 살펴보기 조현진 (인제의대)

10:10-10:30 임신 제 2, 3 삼분기: 태아기형 발견 시 현명하게 처방하기 설현주 (경희의대)

10:30-10:50 Q&A and coffee break

Session II 부인과초음파 ‘현명하게’ 처방하기: 다빈도 질문 위주 좌장 : 최상준 (조선의대)  김성훈 (울산의대)

10:50-11:10 증상에 따른 부인과초음파 처방 전략 신재은 (가톨릭의대)

11:10-11:30 Translabial ultrasonography  이사라 (이화의대)

11:30-11:50 Ultrasound-guided GY procedures 최영식 (연세의대)

11:50-12:00 Q&A 

Luncheon symposium 좌장 : 김    암 (울산의대) 

12:00-12:20 FAQs on Tdap during pregnancy 오수영 (성균관의대)

12:20-13:40 Lunch

Session III 태아 심장 초음파(1): 기본 다지기 좌장 : 김사진 (가톨릭의대)  양정인 (아주의대)

13:40-14:00 Situs determination, Four chamber view  나성훈 (강원의대)

14:00-14:20 Three vessel view, Outflow tracts views, Arches views 경규상 (충북의대)

14:20-14:40 Color & Pulsed Doppler, M-Mode 안기훈 (고려의대)

14:40-15:00 Q&A and coffee break

Session IV 태아 심장 초음파(2): 비정상 심장 정복하기 좌장 : 전종관 (서울의대)  김광준 (중앙의대)

15:00-15:15 Live scan: Abnormal case 1 원혜성 (울산의대)

15:15-15:35 Four chamber view abnormalities 이승미 (서울의대)

15:35-15:50 Live scan: Abnormal case 2 홍성연 (대구가톨릭의대)

15:50-16:10 Three vessel view abnormalities 배진곤 (계명의대)   

16:10-16:25 Live scan: Abnormal case 3 원혜성 (울산의대)   

16:25-16:45 Uncommon congenital heart defect 이미영 (울산의대)   

16:45-17:00 Q&A 

17:00~ 폐회사 회장 : 김문영 (단국의대)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 gynecology

일시 : 2018년 4월 14일(토)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

연수평점 : 3점

일시 : 2018년 4월 22일(일)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소강당

연수평점 : 6점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회장 : 김문영 (단국의대)

Session I Diverse ultrasound techniques at term pregnancy

14:10-14:35 Ultrasound assessment of large for 
gestational age: How do you know 
baby is big?

곽동욱 (단국의대) 

14:35-15:00 Clinical application of intrapartum 
ultrasound: Necessity or choice?

고현선 (가톨릭의대) 

15:00-15:20 Q&A and coffee break

Session II 2018 multi-center study suggestion in 
gynecologic ultrasound

15:20-15:45 IOTA-ADNEX model in Korean women 이동윤 (성균관의대)

15:45-16:10 2D/3D ultrasound for the diagnosis 
of adenomyosis

구화선 (차의대)

16:10-16:30 Q&A and coffee break

Session III Cervical elastography: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

16:30-16:55 The history of cervical elastography: 
from the beginning to the present

오수영 (성균관의대)

16:55-17:20 Further study of cervical elastography 박현수 (동국의대)

17:20-17:30 Q&A 

17:30-17:40 폐회사 회장 : 김문영 (단국의대)

* Session III, IV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의 초음파 정도관리 교육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