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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사전등록안내

등록비 입금계좌번호

행사장 안내

심포지엄 사전등록 마감일: 2019년 4월 12일(금)

연수강좌 사전등록 마감일: 2019년 4월 12일(금)

학회 사무국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산부인과초음파연구회 심포지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사전등록비 2만원 현장등록비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3만원

1 ) 개정된 회칙에 따라 모든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명예회장, 만 66세 이상의 대한산부인과초음파 학회 
    회원, 좌장 및 초청 연자는 등록비가 면제됩니다.(사전등록 필수)

2) 연회비 납부 시 원하는 회원에 한하여 2019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원 증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1 ) 사전등록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회홈페이지(www.ksuog.or.kr)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을 클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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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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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홈페이지 (www.ksuog.or.kr)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1005-803-365644 (예금주: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 홈페이지 → 온라인 사전등록 → 행사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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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평점: 3점

회원전문의

비회원의사

비회원비의사

회원전공의

비회원전공의

10만원

12만원

7만원

5만원

7만원

12만원

14만원

9만원

7만원

9만원

연회비: 2만원  /  연수평점: 6점 

모시는 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학술위원장 원 혜 성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꽃들이 만발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가 회원
여러분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연수강좌는 21번째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로서, 학회는 여러
회원들의 초음파 교육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여러 번의 회의에서
연수강좌 프로그램을 고심하였습니다. 학회는 2016년 10월부터 산전
초음파 급여화가 실시된 이후 회원들의 초음파 교육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고, 정도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한 내용을 강의 주제로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산부인과초음파연구회 심포지엄도 벌써 11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가 2021년 ISUOG 세계학술대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게 됨으로써 산부인과초음파연구의 역량을 높이는데 연구회가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느 임상 분야든지 진료현장에서 초음파검사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강좌는 산과뿐 아니라 부인과까지 
실시간 동영상강의를 준비함으로써 좀 더 알찬 초음파연수강좌는 
물론, 여러분의 초음파 실력 향상과 진료현장에서의 실질적 도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 김 문 영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원 여러분,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열기가 넘치는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연수강좌 일정을 올해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태아심장초음파 강의가 빠짐없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던 복강과 흉강의 흔한 기형들의 초음파 소견들을 준비하여 
외래에서 자주 보는 문제들에 쉽게 접근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쌍태아임신의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합병증이 많은 단일 
융모막 쌍태아 임신의 초음파 check list와 흔한 합병증의 진단 tip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매 session 마다 live scan 시간을 마련하여 실시간으로 직접 초음파 
검사의 tip을 전달하는 유익한 연수강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부인과 초음파는 처음으로 translabial 초음파를 live로 준비하여 
새로운 경험을 얻어 가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1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산부인과초음파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 2019년 4월 20일(토)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소강당

연수평점: 3점

일시 : 2019년 4월 21일(일)

장소 :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연수평점: 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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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 

사회: 정진훈 (차의대)

회장: 김문영 (차의대)

좌장: 전종관 (서울의대), 오민정 (고려의대)

정진훈 (차의대)

이승미 (서울의대)

최석주 (성균관의대)

좌장: 김승철 (이화의대), 김용만 (울산의대)

이사라 (울산의대)

신재은 (가톨릭의대)

이정렬 (서울의대)

좌장: 김  암(을지의대)

최영식 (연세의대)

좌장: 박중신 (서울의대), 차동현 (차의대)

김종운 (전남의대)

한유정 (차의대)

조현진 (인제의대)

좌장: 김사진(가톨릭의대), 원혜성 (울산의대)

배진곤 (계명의대)

박예진 (연세의대)

이미영 (울산의대)

회장: 김문영 (차의대)

등록

개회사

  
Live scan을 통한 융모막 결정의 tip과 check list 짚어 보기  
선택적 자궁내 성장제한과 쌍태아 수혈증후군의 감별법

단일 융모막성 쌍태임신에서 발생가능한 합병증
(twin anemia-polycythemia sequence, twin reversed arterial perfusion sequence)

Q&A and Coffee break

 

부인과 초음파(1): 분만 후 시기에 발생가능한 사례

Live scan: Translabial ultrasonography

 

단일 융모막성 쌍태임신 정복

상황에 따른 부인과 초음파

Luncheon symposium

태아 복강

Session I 

Session II 

Session III 

Session IV 태아 흉강   

부인과 초음파(2): 유방암 환자의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Q&A

Lunch

Live scan을 통한 정상 복강 check list 짚어 보기
정상과 비정상의 감별이 어려운 복부 초음파 증례들

복강 내 종괴의 감별진단

Q&A and Coffee break

Live scan을 통한 정상 흉강 check list 짚어 보기 
추적 관찰이 가능한 흉강 내 질환
(congenital pulmonary airway malformation, bronchopulmonary sequestration)

산전 시술이 필요한 흉강 내 질환
(pleural effusion, congenital high airway obstruction syndrome)

Q&A
폐회사

08:20-09:00
09:00-09:10

09:10-09:40
09:40-10:05
10:05-10:30

10:30-10:50

10:50-11:10
11:10-11:35
11:35-12:00
12:00-12:10

12:10-12:30
12:30-13:40

13:40-14:05
14:05-14:30
14:30-14:55
14:55-15:15

15:15-15:40
15:40-16:05

16:05-16:30

16:30-16:40
16:40-

* 본 연수강좌 수강자는 향후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 초음파 정도관리 교육프로그램 E-learning” 수강자격을 얻게 됩니다.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Session I Ongoing multicenter study
: 다기관 공동연구 결과발표 (산과초음파연구회)

14:10-14:35 Clinical factors affecting the cervical elastography measurement 
during pregnancy

14:35-15:00 Cerclage or not in the next pregnancy after twin preterm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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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II Doppler ultrasound in gynecology

15:20-15:45 Doppler application in infertility

15:45-16:10 Doppler application in gynecologic on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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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III Suggestion of multicenter study
: 다기관 공동연구 주제제안 (산과초음파연구회)

16:30-16:55 Fetal biometry in the Korean population
: What reference chart do you use?

16:55-17:20 Design of fetal growth patterns with customized growth charts 
: Prospective multicenter study in Korea

회장: 김문영 (차의대)

회장: 김문영 (차의대)

설현주 (경희의대)

고현선 (가톨릭의대)

김슬기 (서울의대)

민경진 (고려의대)

곽동욱 (아주의대)

나성훈 (강원의대)

17:20-17:30 Q&A 

17:30- Closing

YOU N® (Dienogest): Empirical and postoperative treatment of endometrio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