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접수 안내등록안내 및 숙박 안내

제21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1. 초록 접수 안내사항

① 초록은 2018년 8월 13일(월) 부터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② 초록 접수 마감일 : 2018년 9월 17일(월)
③ 발표 형식에 따라 구연, 포스터, Image contest를 구분하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초록 심사 후 결과 발표는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2. 구연 접수 시 유의사항

①  구연으로 신청하였으나 초록심사에서 탈락 시 포스터 발표 응모 여부를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발표 7분, 토론 2분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심사 채점 항목에 포함됩니다)

③ 채택된 경우, 10월 26일(금)까지 발표 파일을 아래 학회 사무국 E-mail로 
보내주십시오.

3. 포스터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종이 포스터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② 일부 포스터 발표자는 구두 포스터 발표(Oral poster)가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 됩니다.
③ 포스터 크기 : 90 X 120(cm)

4. Image contest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초음파 영상 자료를 접수 대상으로 합니다. (진단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한 영상, 흥미 있는 영상, 희귀한 영상, 회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

② 파워포인트 1장으로 초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사진 설명을 
작성하고 첨부 사진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동영상의 경우 최대 10초
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③ 응모건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심사 후 채택된 이미지는 이미지 컨테스트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④ 채택된 경우 학회 양식에 맞추어 슬라이드 파일을 10월 26일(금)까지 아래 
학회사무국 E-mail로 보내주십시오 

등록안내

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마감일 : 2018년 10월 26일(금)

등록비

◆ 제21차 학술대회(수강료, 교재, 중식 포함)

사전등록비 사전등록비+만찬 현장등록비 현장등록비+만찬

회원전문의 10만원 12만원 12만원 14만원

비회원의사 12만원 14만원 14만원 16만원

비회원비의사 7만원 9만원 9만원 11만원

전공의 5만원 7만원 7만원 9만원

● 학회 연회비 : 2만원    ● 연수평점 : 6점

※ 회원전문의/전공의의 경우 2018년도 연회비 미납인 경우 연회비 2만원이 추가됩니다.

1)  개정된 회칙에 따라 모든 회원은 연회비 및 등록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명예 회장, 좌장, 연자 및 66세 이상의 대한산부인
과초음파학회 회원은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사전등록 필수)

2) 연회비 납부시 신청하는 회원에 한하여 2018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정회원 증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 학회 회원 혜택 안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E-Learning과 E-Book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

사전등록안내
1)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회 홈페이지(www.ksuog.or.kr)에서 ‘추계학술대회 온라인 사전등록’을 클릭
하신 후 작성 요령에 따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사전등록 후 등록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 이름으로 입금하실 경우 반드시 학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03-365644 (예금주 :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숙박안내
씨마크호텔 숙박 예약 안내 (접수 기간 : 2018년 8월 21일(화) ~ 9월 20일(목)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사전등록 → 숙박안내 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학회  

이메일로 접수 (객실 예약 시 문의사항은 학회에 유선 혹은 이메일 
문의)

11월 2일 금요일

객실유형 금액 기타

프리미엄 디럭스 트윈
학회특별가

더블+더블 or 퀸더블+싱글

프리미엄 디럭스 더블 킹더블

※ 학회 특별가로 제공되는 객실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됨으로 객실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학회 특별가 객실 금액은 학회로 문의바랍니다.
※ 상기 요금은 1실 1박당 요금으로 부가세(VAT) 포함입니다. (조식 불 포함)

씨마크호텔 담당자 : 허순강 지배인    Tel: 02-2204-9603     Fax: 02-2204-9650 
E-mail: sopp.heo@seamarqhotel.com

제21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8년 11월 2일(금) - 3일(토)

장소: 강릉 씨마크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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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15:50-16:00 등록 사회 : 정진훈(단국의대)

16:00-16:10 개회사 회장 : 김문영(단국의대)

16:10-16:50 그것이 알고 싶다 - ‘Twin pregnancy’

Moderator : 원혜성(울산의대)

Discussant : 권자영(연세의대) 
배진곤(계명의대)

오수영(성균관의대)

정진훈(단국의대) 

16:50-17:10 궁금한 이야기 Y- ‘부인과초음파의 pitfall’

Moderator : 이사라(이화의대)

Discussant : 김성훈(울산의대) 
구화선(차 의 대)

신정호(고려의대) 
조시현(연세의대) 

17:10-17:20 Coffee break

17:20-18:20 Samsung’s innovation for Ob/Gyn Imaging 방원철(삼성메디슨)

18:20- 저녁식사

일시 : 2018년 11월 2일(금)

장소 : 강릉 씨마크호텔 ASANTRIUM 3층 하늘홀

일시 : 2018년 11월 3일(토)

장소 : 강릉 씨마크호텔 ASANTRIUM 2층 바다홀

연수평점 : 6점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Expert forum: Ultrasound

08:00-08:50 등록 사회 : 정진훈(단국의대)

08:50-09:00 개회사 회장 : 김문영(단국의대)

09:00-10:10 Oral presentation I                  
좌장 : 김윤하(전남의대)

박인양(가톨릭의대)

10:10-10:40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좌장 : 김영한(연세의대)

Keynote lecture I 
– Special lecture                                 

좌장 : 박중신(서울의대)

원혜성(울산의대)

10:40-11:10
The value of an early US scan in the 
cell-free fetal DNA era

Caterina Bilardo
(ISUOG president elect)

11:10-11:40 Early diagnosis of genetic syndromes Caterina Bilardo
(ISUOG president elect)

학술 활동 보고 좌장 : 김   암(을지의대)

11:40-11:50 학회 공로상 시상

11:50-12:00 학술 연구비 지원

Luncheon symposium 좌장 : 김사진(가톨릭의대)

12:00-13:40 3D Ultrasound with GE 김광준(중앙의대)

13:40-14:50 Oral presentation II                                               
좌장 : 박미혜(이화의대)

신정호(고려의대)

14:50-15:20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좌장 : 김영남(인제의대)

Keynote lecture II 
– Genetic ultrasound 

좌장 : 전종관(서울의대)

김석영(가천의대)

15:20-15:40
Cell-free fetal DNA 시대에서

Genetic ultrasound의 의미
김건우(대구함춘)

15:40-16:00
MLPA나 CMA를 고려해야 하는 

Abnormal ultrasound findings
한유정(단국의대)

16:00-16:20
Cardiac malformation and Genetic 
Syndromes

이미영(울산의대)

16:20-17:00     Image contest
좌장 : 홍성연(대구가톨릭의대)

최석주(성균관의대)

17:00-17:10 시상 (구연, 포스터, Image) 

17:10-17:30 폐회사 및 총회 회장 : 김문영(단국의대)

17:30- 만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이 막힐 듯한 폭염 속에서 시원한 가을 추계학술대회를 생각하니 절로 힘이 

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전날 expert forum을 준비하여 산과에서는 쌍둥이 

임신의 모든 궁금증을 패널 선생님들과 풀어보는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준비하

였습니다. 부인과에서는 궁금한 이야기 Y편으로 부인과 패널 선생님들과 부인

과 초음파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 학술대회 날에는 올해도 뜨거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치열한 학술대회가 될 

많은 연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강의는 "Genetic ultrasound"의 큰 주제 하에 ISUOG Caterina Bilardo 

차기 회장님과 국내 강사들의 주옥같은 내용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멋진 강릉으로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추계학술대회에 오셔서 마음껏 학술 향연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학술위원장   원 혜 성

모시는 글

Korean society of ultrasound 
in obstetrics & gyneclogy

Program 금  Program 토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원 여러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가 이 좋은 계절, 가을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해변의 도시 강릉에서 21차 추계학술대회로 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1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는 그간 내실을 잘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진 실력을 국제무대에 내어 놓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 세계산부인

과초음파학회(ISUOG) 세계학술대회 서울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학회의 

중심인 회원들과 그간 학회를 이끌어 오신 많은 임원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

니다. 

특히 2021년 ISUOG 세계학술대회 서울 유치에 맞추어 ISUOG의 차기 회장인 

Caterina Bilardo 선생님의 특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회원 여러분

들의 국제적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변도시 강릉,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학회장소에서 우리 회원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찹니다. 진료의 일상에서 벗어나 공부도 하고, 그 동안 이룬 

학술적 결과도 공유하고, 회원들과 사귀며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 회장   김 문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