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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비

(

)원을 외환은행 630-007441-550 대한주산의학회에 송금하였음.

※ 가능한 의국별로 단체 작성하여 보내주시고, 개인별 작성등록도 가능합니다.

사전등록안내
등록당일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인터넷 선등록제를 함께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www.perinatol.or.kr)

▶ 연수평점 : 6점
▶ 사전등록 마감일 :

2013년 11월 4일(월)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50,000원

60,000원

전공의

30,000원

40,000원

외환은행 : 630-007441-550 (예금주 : 대한주산의학회)

간호사

30,000원

40,000원

- 등록신청서를 보내지 않고 등록비를 송금하신 경우에는 신분소속 확인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학회사무실로 전화, FAX 또는 E-mail로 연락바랍니다.

▶ 등록비 송금 은행 계좌

※정회원은 등록시 2013년도 연회비(2만원)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전등록 안내

연수강좌 문의처

-이
 안내서에 있는 등록신청서에 내용을 기입하시고 아래와 같이
등록비를 송금하신 후 학회사무실로 등록신청서를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산의학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內 (143-729)
Tel : (02) 575-3431 Fax : (02) 2030-7748
E-mail : perinatology@hanmail.net www.perinatol.or.kr

- 등록비에 수강료, 교재, 중식, 음료수 포함됩니다.

오시는 길
▶ 대중교통 이용 시
 8호선
		 강동구청역 (4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교통을 이용
		 몽촌토성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20분거리)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

		
		
		

2호선
잠실나루역 (구 성내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 (10분 거리)
(3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 이용(버스 4318번)
잠실역 (7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을 이용(버스 4318번)

 5호선
		 천호역 (9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을 이용(버스 4318번, 112-5번)
		 강동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대중 교통을 이용(버스 11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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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차
대한주산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일
장
평
주
후

시｜2013년 11월 9일 토요일
소｜서울아산병원 동관6층 대강당
점｜6점
최｜ 대한주산의학회
원｜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한국페링제약, 코오롱, JW중외제약

모시는 글
대한주산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코끝을 자극하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산적한 위기의 주산기 의료 상황에서도 건투 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 변화하는 최신 정보를 제공 하고자 일본 주산의학회
이사장이신 Masanori Tamura교수님과 미야자키 의대의 Hiroshi Sameshima 교수님을 모시고 주산기 뇌손상과 NCPR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최신 지견과, 병원감염의 예방과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진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참가하신 분들 모두 의미 있는 메시지를 가져 가시게 학술위원들과 관계자 모두 열심히 준비 하였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고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회원간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
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대한주산의학회 회장

김민희

제 26차 대한주산의학회

PROGRAM

추계학술대회
The 26 th Annual Autumn Meeting of The Korean Society of Perinatology

일 시｜2013년 11월 9일 토요일

장 소｜서울아산병원 동관6층 대강당

08:00~08:25

등 록

08:25~08:30

개회사

08:30~09:30

일반연제 I

좌장 : 최 상 준

(조선의대 산부인과),

김창렬

(한양의대 소아청소년과)

09:30~10:30

일반연제 II

좌장 : 정 인 배

(연세의대 산부인과),

박문성

(아주의대 소아청소년과)

10:30~10:50

Coffee Break
좌장 : 조 용 균

(인제의대 산부인과),

박원순

(성균관의대 소아청소년과)

회장 김 민 희

Special Lectures

(건국의대 소아청소년과)

10:50~11:30
Current status of perinatal brain damage : A regional population-based study in southern Japan
		
Hiroshi Sameshima (Dept. of OBGY, University of Miyazaki, Japan)
11:30~12:10
Development of Neonatal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NCPR) Program and current problems in Japan
		
Masanori Tamura (Dept. of Pediatrics,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of Japan Society of Perinatal and Neonatal Medicine, Japan)

회장 김 민 희

12:10~12:20

제 5회 대한주산의학회 남양 학술상 시상

12:20~13:50

점심 & Poster Viewing

12:50~13:40

Poster Rounding

좌장 : 박 중 신

(서울의대 산부인과),

박은애

(이화의대 소아청소년과)

13:50~14:50

일반연제 III

좌장 : 김 행 수

(아주의대 산부인과),

이상락

(계명의대 소아청소년과)

Panel Discussion :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진행 현황과 문제점
		
좌장 : 신 종 철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배 종 우

(경희의대 소아청소년과)

(건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전 시 실

14:50~15:05

산과적 측면

문종수

(한림의대 산 부 인 과 )

15:05~15:20

신생아적 측면

최병민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

15:20~15:35

소아외과적 측면

한석주

(연세의대 소 아 외 과)

15:35~16:05

패널 토론

16:05~16:20

Coffee Break
김애란

(울산의대 소아청소년과)

Nursing Care : 병원 감염의 예방

좌장 : 김 윤 하

(전남의대 산부인과),

16:20~16:50

산과적 측면 : 산모 및 분만과정의 병원 감염 예방

박은숙

(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실)

16:50~17:20

신생아적 측면 : 고위험 신생아의 병원 감염 예방

강진선

(강동경희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17:20~17:30

심사평 및 시상

회장 김 민 희

(건국의대 소아청소년과)

17:30-17:50

폐회 선언 및 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