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오시는 길

사전등록마감일 : 2019년 3월 4일(월)
등록비 : 제2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전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지하철 이용안내

➋ 잠실나루역 1번 출구 → 순환버스 또는 도보(10분)로 이동
3번 출구 → 4318 버스 승차 → 하차(서울아산병원 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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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비

현장등록비

5만원
5만원
5만원
2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3만원

➋ 잠실역 7번 출구 → 4318 버스 승차 → 하차(서울아산병원 동관)
➎ 천호역 9번 출구 → 4318, 112-5 버스 승차 → 하차(서울아산병원 동관)
➎ 강동역 1번 출구 → 112-5 버스 승차 → 하차(서울아산병원 동관)
➑ 강동구청역 5번 출구 → 112-5 버스 승차 → 하차(서울아산병원 동관)
➑ 몽촌토성역 1 번 출구 → 4318 버스 승차 → 하차(서울아산병원 동관)

연수평점 : 4점

버스 이용안내

사전등록안내

4318 서울아산병원 동관 하차 (사당역 ⇄ 서울아산병원)
112-5 서울아산병원 동관 하차 (한솔아파트 ⇄ 서울아산병원)
97 서울아산병원 동관 하차 (남양주 호평동 ⇄ 강변역 ⇄ 서울아산병원)

1)	제2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전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연수강좌
사전등록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오니,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회 홈페이지 (www.ksuog.or.kr)에서에서 ‘제2차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 전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연수강좌 사전등록’을 클릭
하신 후 작성 요령에 따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사전등록 후 등록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전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연수강좌
산부인과 초음파 걸음마 배우기
2019년 3월 10일(일)
서울아산병원 서관 지하1층 연구원 대강당

※	타인 이름으로 입금하실 경우 반드시 학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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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연회비 : 2만원

서울아산병원 서관
지하1층 연구원 대강당

1)	개정된 회칙에 따라 모든 회원은 연회비 및 등록비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명예 회장, 만 66세 이상의 대한산부인과초음파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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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새학기가 돌아왔습니다. 대한산부

제2차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전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연수강좌
일시 : 2019년 3월 10일(일)
장소 : 서울아산병원 서관 지하1층 연구원 대강당

산부인과 초음파 걸음마 배우기

연수평점 : 4점

인과초음파학회는 “제2차 전공의 및 초심자를 위한 연수강좌”
를 시작으로 학회의 한 해 사업을 열고자 합니다. 그만큼 전공의
교육이 산부인과 발전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여성과 2세의 건강
을 위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산부인과 진료에서 초음파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터이니 올해도 연수강좌를 통해
여러분이 전공의로서 직접 환자를 볼 때 도움이 되길 바라는

08:20~09:00

Session IV 고위험임신 초음파검사

등록

09:00~09:05 인사말

김문영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장)

13:30~13:50 자궁경부 길이 측정

이민아 (충남의대)

홍성연 (교육수련위원장)

13:50~14:10 BPP와 도플러 검사

이경아 (경희의대)

09:05~09:10 Introduction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공부도 하고, 동료들

Session I

과도 교류하는 보람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9:10~09:25 산부인과의사에게 있어 초음파검사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회장 김 문 영

09:25~09:45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처방하기
09:45~10:10 초음파 기기의 구성, 조작 및 관리

먼저 산부인과 전공의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에서는 2018년 제1차 전공의 및 초심자
를 위한 연수강좌에 이어 올해 2019년에도 신입 전공의 여러분
은 물론 고년차 전공의 뿐만 아니라 아직 산부인과 초음파검사
에 익숙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연수강좌를 마련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영역에서 초음파검사의 중요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는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 산부인과 초음파검사의 걸음마를 배우고 산과
및 부인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수강좌가 산부인과 초음파검사를 처음 시작하는 전공의
및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산부인과 의사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교육수련위원장 홍 성 연

14:10~14:20 Discussion

산부인과 초음파검사 첫걸음
원혜성 (울산의대)
한유정 (차의대)
이준호 (연세의대)

Session Ⅴ 응급상황에서 초음파검사
14:20~14:40 산과적 응급(전치태반과 태반조기박리)

김종운 (전남의대)

14:40~15:00 부인과적 응급

이경욱 (고려의대)

10:10~10:20 Discussion

15:00~15:10 Discussion

10:20~10:40 Coffee break

15:10~15:10 Closing

Session II

산과 초음파 계측

10:40~11:00 제 1삼분기 초음파 계측
11:00~11:25 제 2, 3삼분기 초음파 계측

본 연수강좌 수강자는 향후 대한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 초음파 정도관리
교육프로그램 E-learning” 수강자격을 얻게 됩니다.
위정하 (가톨릭의대)
성원준 (경북의대)

11:25~11:35 Discussion

Session III 부인과 초음파 검사
11:35~11:55 자궁과 난소 초음파

이사라 (울산의대)

11:55~12:15 자궁외임신

안태규 (강원의대)

12:15~12:25 Discussion
12:25~13:30 Lun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