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오시는 길

사전등록 마감일 2019년 1월 18일(금)

제10차

등록비 안내 수강료, 교재, 중식 포함
전문의[회원] 전문의[비회원]
사전등록비
10만원
11만원
현장등록비
11만원
12만원

전공의
6만원
7만원

간호사
6만원
7만원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개원의 및 전공의를 위한

•개정된 회칙에 따라 모든 회원은 연회비 및 등록비 납부의 의무
가 있습니다.

연수강좌

•제10차 개원의 및 전공의를 위한 연수강좌 등록하는 회원에게는
연회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할인됩니다.
•연수강좌 등록현장에서도 신규 회원등록이 가능합니다

평점 5점
등록비입금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630189 (예금주 :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사전등록 안내
1)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제10차 개원의 및 전공의를 위한 연수강좌
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smfm.or.kr
2) 학회 홈페이지에서 연수강좌 사전등록 을 클릭하신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임상 제1강의실 및 소아임상 제2강의실
주차를 하신 후 지상 또는 지하 2층 본원연결통로를 이용하여 어린이병원
으로 오시면 됩니다.

3) 온라인 사전등록 후 등록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름으로 입금 시 학회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취소 환불 안내

지하철

- 등록비 환불은 사전등록 기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는 환불이 불
가 합니다.
- 사전 등록 마감 이전 : 10% 차감, 마감 이후 : 50% 차감 후 환불
[단, 행사 당일 및 행사 종료 후 환불 불가]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에 따라 학회 참석 및 귀가 시 2회에 걸쳐
본인 확인절차를 실시합니다.
** 이번 연수강좌 등록수료시 인증서(certificate)를 드립니다.

연락처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2동 5층 회의실
Tel 062-223-6376 Fax 062-220-6398
E-mail office@ksmfm.or.kr Homepage http://www.ksmfm.or.kr/

버스

1, 3, 5호선 종로3가역 9번출구
4호선 혜화역 3번출구
1호선 종로5가역
창경궁 서울대학교병원 하행 [01002]
파랑버스 : 100, 102, 104, 106, 107, 108, 140, 143, 150, 151,
160, 171, 172, 272, 301, 710, 6011
투어버스 : 90S투어, 91S튜어 [01611]

창경궁 입구 상행 [01224]
파랑버스 : 151, 171,172, 272, 601

혜화역 서울대학교병원입구 3번출구 앞 하행 [01221]
파랑버스 : 109, 273, 601, N16
초록버스 : 2112, 종로07, 종로08
투어버스 : 90S투어, 91S튜어 [01611]

병원순환버스 [종로12]
서울대학교병원본관 → 원남로터리 → 종로5가입구 → 종로4가 →
종로3가역(9번출구) → 돈화문 → 원남로터리 → 서울대학교치과대학 →
서울대장례식장 → 혜화동로터리 → 혜화역3번출구 →
서울대학교병원본관

일시

2019년 1월 27일(일) 오전 9:00

장소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1,2강의실

인사말씀

Program

일시
장소

2019년 1월 27일(일) 오전 9:00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1,2강의실

http://www.ksmfm.or.kr

8:20- 8:50
8:50- 9:00

등록
개회사

Session I

Good clinical practice in Maternal-Fetal Medicine

좌장 차동현 [차의대], 박미혜 [이화의대]

임신 중 입덧 환자의 적정 관리
임신 중 적절한 thromboprophylaxis
단독 양수과소증의 적정 관리
Discussion
Coffee break

이미영 [울산의대]
설현주 [경희의대]
황한성 [건국의대]

율의 열악한 진료 환경 속에서도 각자 맡은바 산모와 태아의

09:00-09:20
09:20- 09:40
09:40-10:00
10:00-10:10
10:10-10:30

건강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

Session II

Debates in Maternal-Fetal Medicine

좌장 신종철 [가톨릭의대], 박중신 [서울의대]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Short cervix (How short is too short?)
10:30-10:40
짧은 자궁경부 길이 산모의 상담 역할극
10:40-11:00
패널 토의
Induction (How long is too long?)
11:00-11:10
유도 분만 예정 산모의 상담 역할극
11:10-11:30
패널 토의
11:30-11:45
산부인과 의사로서 미국에서의 출산 경험
11:45-12:00
Discussion

존경하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즈음에 사상 최저 출산

이번 “제 10차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개원의 및 전공의를 위한
연수강좌”에서는 임상진료에서 즉시 적용이 가능한 내용
위주로 준비하였고, 기존의 딱딱한 전달식 강의에서 벗어나
‘의사-환자 상담’과 같은 새롭고 흥미로운 형식을 도입하였
습니다. 임신 중 입덧, 혈전예방 및 단독 양수과소증 등 임상
적으로 유용한 환자 관리와 함께 짧은 자궁경부, 유도분만의
시기 등 모체태아의학 분야에서 논쟁이 있는 주제를 준비하
였습니다. 임신 중 백일해 예방접종, 임신 중 검사를 시행해
야 하는지 고민되는 검사 항목, 제왕절개술 후 상처관리 및
임신성 당뇨병, 전자간증 예방과 관련한 최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서 최신 지견을 습득하여 임상진료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되오니 부디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
셔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회 장 김

윤 하 올림

회장 김윤하 [전남의대]
사회 김종운 [전남의대]

박지권 [경상의대], 김영남 [인제의대], 오수영 [성균관의대]

조금준 [고려의대], 한유정 [단국의대], 송지은 [한림의대]
조금준 [고려의대]

Luncheon Symposium

좌장 홍성연 [대구가톨릭의대]
김종운 [전남의대]

12:00-12:20

산부인과에서 꼭 접종해야할 Tdap 백신 최신 가이드라인

12:20-13:20

Lunch

Session III

임신 중 고민되는 검사

좌장 오민정 [고려의대]. 이동형 [부산의대]

13:20-13:40
13:40-14:00
14:00-14:20
14:20-14:30
Session IV
14:30-14:50
14:50-15:10
15:10-15:20
15:20-15:40
Session V
15:40-16:00
16:00-16:20
16:20-16:40
Session VI
16:40-17:00
17:00-

적절한 Chromosomal microarray 의 검사
Group B Streptococcus screening
습관성 유산의 W/U
Discussion
산과 술기
제왕절개 시 skin closure
제왕절개 후 complicated wound infection 처치
Discussion
Coffee break
가이드라인 Update
New guideline on GDM screening
New guideline on preeclampsia prevention
Discussion
Quiz feedback
Quiz comments & awards
폐회사

이승미 [서울의대]
권자영 [연세의대]
고현선 [가톨릭의대]
좌장 이필량 [울산의대]
진웅식 [서울의대 성형외과]
주재균 [전남의대 외과]

좌장 김영한 [연세의대]
성원준 [경북의대]
김승철 [부산의대]

회장 김윤하 [전남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