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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등록 마감일 2018년 11월 6일 (화)
● 등록비 (수강료, 교재, 주차권, 중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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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4점

의학연구혁신센터
1F 서성환홀

● 등록비 입금 계좌번호

KT

광주은행 1107-020-630189 (대한모체태아의학회)

● 사전등록안내
1） 제7차 연구회 심포지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

홍익대학교

2018년 11월 10 일 (토)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71
서울대학교병원의학연구혁신센터1층

서성환 연구홀

이 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사전등록 후 등록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이름으로 입금하실 경우 반드시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환 연구홀

연락처

Contact

( 61649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2동 5층 산부인과 회의실

TEL 062-223-6376

4） 등록 취소 환불 안내

FAX 062-220-6398

- 등록비 환불은 사전등록기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는 환불

E-mail office@ksmfm.or.kr

이 불가합니다.
- 사전 등록 마감 이전 : 10% 차감, 마감 이후 : 50%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1층

( 대한모체태아의학회 http://www.ksmfm.or.kr )
2） 학회 홈페이지에서 ‘연구회 심포지움’을 클릭하신 후 등록

일시

Homepage http://www.ksmfm.or.kr

차감 후 환불 (단, 행사 당일 및 행사 종료 후 환불 불가)

대한모체태아의학회
KOREAN SOCIETY OF MATERNAL FETAL MEDICINE

Korea Society of
Maternal Fetal
Medicine
Symposium

모시는 글

프로그램

Greeting

존경하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원 여러분,

Program

Korea Society of Maternal Fetal
Medicine Symposium

09:20-09:40 등록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09:40-09:50 개회사

노정래 (성균관의대)

올해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함께 역대

09:50-10:00 축사

김윤하 (전남의대)

최저 출산율 기록까지 깨질 위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

Session I

좌장 김영주 (이화의대)

10:00-10:20 [조산위원회] KOPEN 기반 연구 진행현황 및 결과

최세경 (가톨릭의대)

10:20-10:40 [임신성당뇨위원회] 임신성 당뇨병에 관한 향후 연구 과제

성지희 (성균관의대)

[산전진단위원회] Korean physicians’ attitudes toward the prenatal screening for fetal aneu10:40-11:00 ploidy and implementation of non-invasive prenatal testing with cell-free fetal DNA in clinical
practice: a questionnaire survey

심소현 (차의과대)

와 진료에 최선을 다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모체태아의학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데 디딤돌이 되어온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연구회 심포지움
이 어느덧 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역학, 조산, 분만진통, 산전약물상담, 다태
임신, 고혈압, 산전진단, 임신성당뇨 위원회에서 그간의 연구

11:00-11:10 Discussion

계획 및 결과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11:10-11:30 Coffee break

plenary lectures에서는 일본 Tohoku University의 Jun Murotsuki

Plenary lectures

좌장 노정래 (성균관의대)

와 연세의대 혈액내과 김진석 교수님의 “Atypical hemolytic ure-

11:30-12:00 Prenatal diagnosis of hypophosphatasia

Jun Murotsuki (Tohok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mic syndrome in the context of pregnancy”에 대한 강의를 준비

12:00-12:30 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in the context of pregnancy

김진석 (연세의대 혈액내과)

교수님의 “Prenatal diagnosis of hypophosphatasia”에 대한 강의

하였고, 임신 중 예방접종에 관한 고려의대 조금준 교수님의 특별
강의를 마련하여 향후 우리 연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을 갖고자 하

12:30-13:30 Lunch

Special lecture

좌장 박교훈 (서울의대)

13:30-14:00 Vaccination during pregnancy

조금준 (고려의대)

Session II

좌장 박인양 (가톨릭의대)

임산부를 진료하실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

14:00-14:20 [역학위원회] 고위험 임신의 예후 역학 분석 (난임치료, 자궁경부무력증, 임신 전 산부인과 수술력)

고현선 (가톨릭의대)

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도 흥미롭고 유익한

14:20-14:40

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께 모체태아의학과 관련
하여 최신 연구 동향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에서

주제에 대하여 연자분들과 회원 여러분간의 열띤 토론의 장이

[분만진통위원회] 1) 국내 산부인과 의사들의 유도분만 방법에 관한 이차 실태 조사
2) 자궁근전도 기반의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박예진 (연세의대)

14:40-14:50 Discussion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4:50-15:10 Coffee break

Session III
15:10-15:30

감사합니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연구회장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

장

좌장 홍순철 (고려의대)
[고혈압위원회] Predictive value of sFlt-1/PlGF ratio in pregnant women with suspected preeclampsia/eclampsia (a multicenter observational study)

안태규 (강원의대)

2018. 10.

15:30-15:50 [산전약물상담위원회] Isotretinoin 임신예방 프로그램 (Risk Management Program)

한정열 (단국의대)

노정래
김윤하

15:50-16:10 [다태임신위원회] Twin steroid RCT in late preterm pregnancy

이승미 (서울의대)

16:10-16:20 Discu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