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오시는 길

사전등록마감일 : 2018년 3월 5일(월)
등록비 : 제1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전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교통편의 이용안내

연수강좌 (수강료 · 교재 · 중식 포함)
회원전문의
비회원의사
비회원비의사
전공의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3만원
3만원
3만원
1만원

4만원
4만원
4만원
2만원

연수평점 : 5점
사전등록안내
1)	제1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전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연수강좌
사전등록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오니,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회 홈페이지 (www.ksuog.or.kr)에서 “산부인과초음파 전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연수강좌 온라인 사전등록”을 클릭하신 후 작성
요령에 따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사전등록 후 등록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안내
지하철 ➌, ➍호선 충무로역에서 하차
도보로 오실 경우에는 1번 출구(약 5분 소요)
지하철 ➋, ➎호선 을지로 4가역에서 하차
도보로 오실 경우에는 8번 출구(약 7분 소요)

버스 이용안내
퇴계로 5가 정류장에서 하차
간선버스(Blue) : 104, 105, 421, 463, 507
순환버스(Yellow) : 02, 05

제1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전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연수강좌
산부인과 초음파 걸음마 배우기
2018년 3월 11일(일)
제일병원 모아센터 지하3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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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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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연회비 : 2만원
1)	개정된 회칙에 따라 모든 회원은 연회비 및 등록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명예 회장, 66세 이상의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원, 좌장 및 초청 연자는 등록비 면제됩니다.(사전등록 필수)

2)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원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학회 홈페이지(www.ksuog.or.kr) 가입 후 연회비 납부 바랍니다.
※	학회 회원 혜택 안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E-Learning과 E-Book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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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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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인사말

PROGRAM

제1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전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연수강좌
일시 : 2018년 3월 11일 (일)
장소 : 제일병원 모아센터 지하3층 대강당

산부인과 초음파 걸음마 배우기

안녕하십니까?

연수평점 : 5점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가고 드디어 새싹이 푸릇푸릇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에도 찾아
왔습니다. 봄은 바로 산부인과 전공의, 여러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여성건강을 책임질 산부인과의 새싹들이 “제 1회 대한
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전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연수강좌”를
통해 전공의 시절부터 초음파를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기초

Session IV 고위험임신 초음파검사

08:20-09:00 등록
09:00-09:05 인사말

회장 : 김문영 (단국의대)

13:30-13:50 자궁경부 길이 측정

이승미 (서울의대)

09:05-09:10 Introduction

홍성연 (대구가톨릭의대)

13:50-14:10 BPP와 도플러 검사

이경아 (경희의대)

14:10-14:30 다태임신의 초음파 검사

조현진 (인제의대)

부터 준비하였습니다.

Session I

이번 연수강좌 내용이 전공의 선생님들의 환자진료에 바로 적용

09:10-09:25 산부인과의사에게 있어 초음파검사란?

원혜성 (울산의대)

14:30-14:40 Discussion

09:25-09:50 초음파 기기의 구성과 조작법

이준호 (연세의대)

Session Ⅴ 응급상황에서 초음파검사

09:50-10:05 초음파검사의 안전성과 관리법

이민아 (충남의대)

14:40-15:00 산과적 응급(전치태반과 태반조기박리)

김종운 (전남의대)

10:05-10:15 Discussion

15:00-15:20 부인과적 응급

김미경 (이화의대)

Session II 산과 초음파 계측

15:20-15:30 Discussion

산부인과 초음파검사 첫걸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는 여러분의
초음파 실력 향상을 위하여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 김 문 영

먼저 산부인과 전공의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에서는 신입 전공의 여러분은 물론
아직 산부인과 초음파검사에 익숙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전
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연수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검사는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상태까지 확인해
야 하며, 거의 모든 부인과 환자에게도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 산부인과 초음파검사의 걸음마를 배우고
산부인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수강좌가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처음 시작하는 전공
의 및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
으로 산부인과 의사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교육수련위원장 홍 성 연

10:15-10:35 제 1삼분기 초음파 계측
10:35-11:00 제 2, 3삼분기 초음파 계측

김수현 (차의대)
성원준 (경북의대)

11:00-11:10 Discussion
11:10-11:25 Coffee break

Session III 부인과 초음파 검사
11:25-11:45 정상 자궁과 난소 초음파

한유정 (단국의대)

11:45-12:00 비정상 자궁과 난소 초음파

구유진 (영남의대)

12:00-12:20 자궁외임신과 비정상 임신

권지영 (가톨릭의대)

12:20-12:30 Discussion
12:30-13:30 Lunch

15:30-15:30 Clo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