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및 숙박 안내

초록 접수 안내

등록안내

제20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사전등록 마감일 : 2017년 10월 13일(금)
학술대회 사전등록 마감일 : 2017년 10월 27일(금)
등록비

1. 초록 접수 안내사항

◆ 제8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산부인과초음파연구회 심포지엄
: 2만원 (현장등록 3만원) / 연수평점 : 3점
◆ 제20차 학술대회(수강료, 교재, 중식 포함)
11월 3일(금) 크루즈 만찬
사전등록비 사전등록비+11월 3일(금) 크루즈 만찬 사전등록비+
11월 4일(토) 만찬
회원전문의

10만원

11만원

13만원

비회원의사

12만원

13만원

15만원

비회원비의사

7만원

8만원

10만원

전공의/전임의

5만원

6만원

8만원

※ 현장등록시 등록비에 2만원 추가
※ 2017년도 연회비 미납인 경우에는 연회비 2만원이 추가됩니다.
● 연수평점

: 6점

① 초록은 2017년 9월 11일(월) 부터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② 초록 접수 마감일 : 2017년 9월 26일(화)
③ 발표형식에 따라 구연, 포스터, image contest를 구분하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초록심사 결과는 학술대회 홈페이지에 발표합니다.

2. 구연 접수 시 유의사항
①구
 연으로 신청하였으나 초록심사에서 탈락 시 포스터 발표 응모 여부를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발표 7분, 토론 2분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심사채점 항목에 포함됩니다)
③ 채택된 경우, 10월 27일(금)까지 발표 파일을 아래 학회 사무국 E-mail로
보내주십시오.

◆ 2017년 11월 3일(금) 크루즈 만찬 안내

3. 포스터 접수 시 유의사항

● 11월

① 포스터를 출력하여 전시할 예정입니다.
② 일부 포스터 발표자는 구두 포스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사항은
개별 안내 됩니다.
③ 포스터 크기 : 90 X 120(cm)

3일(금) 저녁식사 및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20년의 회고 좌담회는 크루즈
(티파니21)에서 진행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6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9번지)
Tel: 051-743-2500 E-mail: www.tiffany21.co.kr

1) 개정된 회칙에 따라 모든 회원은 연회비 및 등록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명예 회장, 66세 이상의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
회원, 좌장 및 초청연자는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됩니다.(사전등록 필수)
2) 연회비 납부시 신청하는 회원에 한하여 2017년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정회원 증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사전등록안내
1) 제20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만 등록이 가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회 홈페이지(www.ksuog.or.kr)에서 ‘학술대회 온라인 사전등록’을 클릭 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사전등록 후 등록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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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하고 첨부 사진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동영상의 경우 최대 10초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③ 응모건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심사 후 채택된 이미지는 이미지 컨테스트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④ 채택된 경우 학회 양식에 맞추어 슬라이드 파일을 10월 27일(금)까지 아래
학회사무국 E-mail로 보내주십시오

※ 타인 이름으로 입금하실 경우 반드시 학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입금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168932 (예금주 :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숙박안내
해운대그랜드호텔 숙박 예약 안내 (접수 마감일 : 2017년 10월 20일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사전등록 → 숙박안내 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
혹은 이메일로 신청 (온라인 객실 예약 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유선 혹은 이메일 문의)
객실 예약 : 담당자 정다운 지배인 Tel: +82-51-740-0114
E-mail: reservation@haeundaegrandhotel.com

Fax: +82-51-740-0554

11월 3일 금요일
객실유형
디럭스 시티뷰

금액
200,000원

기타
더블/트윈 선택가능

디럭스 비치뷰

230,000원

더블/트윈 선택가능

※ 객실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원하시는 객실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금액은 세금 및 봉사료 포함가 입니다.

학회 사무국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11618호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TEL: (02) 2072-3143
E-mail: office@ksuog.or.kr
Homepage: http://www.ksuog.or.kr

연수교육 출결관리 강화에 따라 교육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바코드로
체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평점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0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
일시: 2017년 11월 3일(금) - 4일(토)
장소: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제8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산부인과초음파연구회

심포지엄
일시: 2017년 10월 21일(토)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

제8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제20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심포지엄

학술대회

산부인과초음파연구회

Program

모시는 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원 여러분,

일시 : 2017년 10월 21일(토)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1층 대강당
연수평점: 3점

13:0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사회 : 이승미(서울의대)
회장 : 박중신(서울의대)
진행 : 오수영(성균관의대)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회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대한산부인
과초음파학회 학술대회 및 산부인과초음파연구회 심포지엄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인만큼 더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학술 대회 첫날인 금요일에는 조선 시대의 인재 등용을 통해 오늘날 우리
가 새겨보아야 할 귀한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강좌를 준비하
였습니다. 이후 선상 크루즈에서 원로 교수님들과 함께 학회 20주년을
반추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둘째날에는 산전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중추신경계 이상의 산전 초음파 및 태아
MRI 소견을 알아보고 이후 신생아의 초음파 소견과 비교해보는 흥미로

Session I Guideline and Tips on Doppler in obstetrics
14:10-14:35 How to perform Doppler : ISUOG practice guideline
한유정(단국의대)

14:35-15:00 Practical tips for examining fetal Doppler
최석주(성균관의대)

15:00-15:20 Q&A and coffee break
Session II Guidelines and Practice survey on the management
of fetal growth restriction
15:20-16:10 Comparison of recent national guidelines :
배진곤(계명의대)
USA, UK, and Canada
16:10-16:30 Korean survey result in comparison with other reports

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인과 영역에서 초음파의 소견을 주요 증

이준호(연세의대)

상에 맞추어 정리해 보는 강의도 준비하였습니다. 일 년 동안 선생님들의

16:30-16:50 Q&A and coffee break
Session III Debate : Cerebroplacental ratio (CPR)
for fetal growth restriction
고현선(가톨릭의대)
16:50-17:10 Now
나성훈(강원의대)
17:10-17:30 Not yet
17:30-17:40 Q&A
회장 : 박중신(서울의대)
17:40-17:50 폐회사

노력의 결실이 담겨 있는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중요한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매우 보람된 학술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된 “부인과
초음파” 와 “20년사” 의 출판 기념식과 20주년을 기념하는 동영상 상영
등의 기념 행사도 준비하여, 회원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산부인과초음파연구회 심포지엄에서는 도플러 사용 및 태아성장지
연에서 초음파의 역할에 대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정리하고 실제 임상에

제20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서의 사용 팁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태아성장지연에서

학술대회

과연 도플러를 사용한 뇌태반의 비 (cerebroplacental ratio) 의 사용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찬반 토론 시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Program (금)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20주년을 같이 기념하
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1월 3일(금)
장소 :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22층 스카이홀

16:30-16:50 등록
16:50-17:00 개회사

사회 : 이승미(서울의대)
회장 : 박중신(서울의대)

Program (토)

일시 : 2017년 11월 4일(토)
장소 :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
연수평점: 6점

08:00-08:50 등록
08:50-09:00 개회사

사회 : 이승미(서울의대)

09:00-10:10 Oral Presentation I

좌장 : 박미혜(이화의대)
원혜성(울산의대)

10:10-10:40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Key Note Lecture I
– Fetal CNS anomalies
10:40-11:00 Prenatal Neurosonography
11:00-11:20 Fet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11:20-11:40 Neonatal Neurosonography

좌장 : 김영한(연세의대)

학술 활동 보고

17:00-18:00 세종 시대의 인재 등용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장 박 중 신

18:00-

저녁식사 및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20년의 회고 좌담회

신병주(건국대 사학과)
장소 : 크루즈(티파니21)

좌장 : 김 암(울산의대)
전종관(서울의대)
권한성(건국의대)
조정연(서울의대)
김지혜(성균관의대)
좌장 : 양정인(아주의대)

11:40-11:50 2015년 연구회지원 경과보고 : 부인과연구회
11:50-12:00 학술연구비 지원
좌장 : 박용원(분당제일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분당제일여성병원)

송태복(광주W여성병원)

12:00-12:15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20주년을 기념하며 회장 : 박중신(서울의대)
12:15-12:30 “부인과 초음파” & “20년사” 출판 기념식
Luncheon Symposium
– New Technology
12:30-14:10

좌장 : 이 영(가톨릭의대)
이동형(부산의대)

A new prediction model
for adnexal masses, IOTA ADNEXA

김성훈(울산의대)

Voluson Benefits of e4D Imaging

김종운(전남의대)

14:10-15:20 Oral Presentation II

좌장 : 김윤하(전남의대)
김문영(단국의대)

15:20-15:50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좌장 : 문종수(한림의대)

Key Note Lecture II
– Role of USG in gynecology
15:50-16:10 Acute Pelvic Pain
16:10-16:30 Abnormal Uterine Bleeding
16:30-16:50 Adolescent Gynecology

좌장 : 김사진(가톨릭의대)
노정래(성균관의대)
이경아(경희의대)
이사라(이화의대)
전균호(인제의대)

16:50-17:30 Image Contest

좌장 : 김광준(중앙의대)
오민정(고려의대)

17:30-17:40 시상 (구연, 포스터, Image)
17:40-18:00 폐회사 및 총회
만찬
18:00-

장소 : 6층 에메랄드홀

좌장 : 박윤기(영남의대)

감사합니다.

회장 : 박중신(서울의대)

회장 : 박중신(서울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