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직

위

소

속

의사면허번호

우리은행 : 1002-437-884324
(예금주 : 이민경)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 6 평점

E-mail

｜ 연락 및 문의

등록구분

｜ 등록비 입금 계좌 번호

Tel : 02-6299-1648 / 010-9262-0548
Fax : 02-6263-2187
E-mail : cauobgylove@hanmail.net

� 전문의 (30,000원)

� 전공의 (20,000원)

� 초음파사 (20,000원)

입금자명
참가비

입금일자
금

액
* 위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부탁드립니다.

｜ 등록비 안내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30,000원

40,000원

전공의

20,000원

30,000원

초음파사

20,000원

30,000원

동교홀 약도

※교재 및 중식, 주차권 포함

｜ 신청방법
- 사전등록 마감일 :

2008년 12월 11일(목)까지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나 e-mail 보내 주신 후 아래 계좌로
등록비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타인 성함으로 입금하실 경우 반드시 전화 연락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사 준비 관계상 (교재, 식사 등) 가능한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제작 : 도서출판 아이비기획 (02-2274-9275)

제 4차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연수강좌
2008 12 14

일시:
년
월
일 08:30~16:30
장 소 : 중앙대학교 흑석동 병원 4층 동교홀

I N V I T A T I O N

08:30~09:00
09:00~09:10

등 록
개회사

Ⅰ. 생식의학
09:10~09:30
09:30~09:50
09:50~10:10
10:10~10:20

남성불임에서 정자의 세포유전학적 경향
정원줄기세포의 특성과 활용기법의 개발
남성불임처치의 최신지견
질의 및 토의

10:20~10:40

Coffee Break

Ⅱ. 부인종양
10:40~11:00
11:00~11:20
11:20~11:40
11:40~11:50

Pap 도말검사에서 정상이지만 지속적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 양성인 환자의 처치
난소암 및 경계성 난소종양의 초음파 소견
자궁내막암의 최신지견, 2008
질의 및 토의

III. 초청강연
11:50~12:20
12:20~12:30

산부인과 개원가의 현실 및 대처방안
질의 및 토의

12:30~13:30

중식

Ⅳ. 선천성 태아 기형, 중앙대병원
13:30~13:50
13:50~14:10
14:10~14:30
14:30~14:40

태아기형 증례 보고
위장관계 기형 (수술)
심혈관계 기형 (수술)
질의 및 토의

14:40~15:00

Coffee Break

Ⅴ. 태아심초음파

김동호 (중앙의대 산부인과 주임교수)
좌장 : 이상훈 (중앙의대 산부인과)
방명걸 (중앙대 동물자원공학과)
류범용 (중앙대 동물자원공학과)
정병준 (대전 서울여성병원)

좌장 : 김동호 (중앙의대 산부인과)
이은주 (중앙의대 산부인과)
이은주 (아주의대 영상의학과)
한승수 (중앙의대 산부인과)

좌장 : 배도환 (중앙의대 산부인과 명예교수)
고광덕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좌장 : 박성준 (중앙의대 학장)
이일한 (중앙의대 산부인과)
차성재 (중앙의대 일반외과)
황성욱 (중앙의대 흉부외과)

좌장 : 이근영 (한림의대 산부인과)

15:00~15:30
15:30~16:00
16:00~16:30
16:30~16:50

태아 심초음파 최신지견, 2008
우측 심장 기형 요약 및 정리
태아 심초음파 Fetal Medicine Foundation 프로토콜 소개 (Live Demo)
질의 및 토의

원혜성 (울산의대 산부인과)
윤신원 (중앙의대 소아심장과)
김광준 (중앙의대 산부인과)

16:50~17:00

폐회사

김동호 (중앙의대 산부인과 주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