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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프로그램

버스이용시
정류장명 : 강남세브란스병원
간선버스(파랑) 141, 147, 340, 420, 461
지선버스(초록) 3422

지하철 이용시
3호선 도곡역: 2번 출구 뒤 버스정류장 → 셔틀버스 이용
 매봉역: 2번 출구 → 셔틀버스 이용
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 셔틀버스 이용 
   6번 출구에서 직진(도보 10분 소요)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 간선버스 420번(청색) 이용
7호선 학동역: 7번 출구 → 간선버스 147번(청색) 이용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 뒷편 → 셔틀버스 이용
2호선 선릉역: 3번 출구 → 07번이용(녹색-구 4428번 마을버스)

자가용 이용시
남부순환로  양재역 → 매봉역 지나 좌회전 → 매봉터널 →  

매봉터널 빠져 나오면 왼편
강북 → 동호대교  계속 직진 후 역삼역 지나 1㎞ 직진 →  

농협 사거리에서 좌회전
올림픽대로  성수대교로 빠진 후 계속 직진 → 관세청 →  

르네상스호텔 → 매봉터널
강남대로(강남→양재)  뱅뱅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약 1.5㎞ 직진

등록안내

존경하는  대한 자궁내막증학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자궁내막증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입니다. 

2020년 庚子年(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낙태죄 헌법 불합치, 분만 의사 법정구속 등 많은 이슈들이 산부인과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올해에도 부

인과 초음파 급여화 등 헤쳐 나가야 할 과제들이 중첩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부의 결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연수강좌는 실용적인 주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자궁내막증 진단에 MRI가 급여화 됨에 따라 MRI와 부인과 초음파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자궁내막증 수술과 관련

된 필수 해부학과 핵심 술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자궁내막증의 통증과 약물 치료, 그리고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험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 정리하는 시

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자궁내막증이 난임과 관련이 깊은 만큼, 결혼하지 않은 자궁내막증 환자에서의 가임력 보존, 임신을 준비하는 환자에서의 치료, 자궁내막증 수술시 난소기능 저하 최소

화를 위한 술기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자궁내막증과 자궁선근증에서는 산과적 합병증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학회에서 깊이 다뤄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련 강의도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자궁내막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보험 
제도의 특수성 때문에 국제적인 가이드라인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국내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궁내막증학회 회장의 중책을 맡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학회 위원들의 노력과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학회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궁내막증 학

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진심 어린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회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 년 2 월

대한자궁내막증학회 회 장 이 병 석

오시는 길

성     명

소 속

구 분 전문의 / 전공의 / 간호사,학생 

의사면허번호

연 락 처

09:00-09:20 등록

09:20-09:25 개회사  이병석 회장 (연세의대)

09:25-09:30 진행  조시현 총무이사 (연세의대)

SessionⅠ. Recent diagnosis of endometriosis 좌장: 최두석 (성균관의대), 채희동 (울산의대)

09:30-09:50 자궁내막증 생표지자: 최신연구동향  조연진 (동아의대) 
09:50-10:10 자궁내막증 진단: MRI vs. 부인과 초음파  조문경 (전남의대)

10:10-10:20 Discussion

SessionⅡ. Modern surgical approach for endometriosis 좌장: 나용진 (부산의대), 김성훈 (울산의대)

10:20-10:40 자궁내막증 수술의 필수 해부학  최중섭 (한양의대)

10:40-11:00 자궁내막증 수술의 핵심 알아보기  이마리아 (서울의대)

11:00-11:10 Discussion
11:10-11:30 Coffee Break

SessionⅢ. Updated management of pain in endometriosis 좌장: 이기환 (충남의대), 황경주 (아주의대)

11:30-11:50 자궁내막증 통증과 그 기전  남궁정 (가톨릭의대)

11:50-12:10 자궁내막증의 최신 약물 치료  윤보현 (연세의대)

12:10-12:30 자궁내막증 관련 약제와 영상검사 보험기준 변경 사항  신정호 (고려의대)

12:30-12:40 Discussion

Luncheon symposium 좌장: 유은희 (경희의대)

12:40-13:00 Real World Evidence of Dienogest (Visanne)  최영식 (연세의대)

13:00-14:00 Lunch

SessionⅣ. Updated management of fertility in endometriosis 좌장: 김석현 (서울의대), 이성기 (건양의대)

14:00-14:20 자궁내막증 환자에서의 가임력보존  이재훈 (연세의대)

14:20-14:40 임신을 준비하는 자궁내막증 환자, 수술  vs. ART  전성욱 (인제의대)

14:40-15:00 자궁내막증 수술시 난소기능 저하 최소화를 위한 테크닉  주종길 (부산의대)

15:00-15:10 Discussion
15:10-15:30 Coffee Break

SessionⅤ. Special Issues in endometriosis & adenomyosis 좌장: 김탁 (고려의대), 이정호 (계명의대)

15:30-15:50 자궁내막증 환자에서의 산과적 합병증  이경욱 (고려의대)

15:50-16:10 자궁선근증 환자에서의 산과적 합병증  이미영 (울산의대)

16:10-16:30 2020 대한 자궁내막증학회 자궁내막증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이동윤 TFT 멤버 (성균관의대)

16:30-16:40 Discussion
16:40-16:50 총회

16:50 폐회사  이병석 회장 (연세의대)

제12차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대한자궁내막증학회

사전등록 마감일 2020년 2월 11일(화) 까지

등록비 안내
*수강료, 교재,  
  중식, 커피가  
  포함됩니다.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50,000원 60,000원

전공의 40,000원 50,000원

간호사/학생 30,000원 40,000원

** 현장등록시 10,000원이 추가되오며, 사전등록을 해주시면 
     학술대회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  학회 대표메일(kse2014@daum.net)을 통해서만 사전등록이 
가능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 양식을 작성하여 학회 대표메일로 보내주신 후 등록비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타인이름으로 입금 시 학회 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등록은 현금만 가능합니다.

등록  취소  및 
환불 안내

사전등록 마감 이전: 5% 차감, 마감 이후: 10%차감 후 환불 
행사 당일 및 행사 종료 후 환불불가 

회원가입 입회비 1만원, 연회비 1만원, 총 2만원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5평점

입금계좌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3-479664
예  금  주 대한자궁내막증학회

학회사무국 대한자궁내막증학회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층 산부인과학교실
전화 : 02-2228-2231      팩스 : 02-313-8350
E-mail : kse2014@daum.net      홈페이지 : http://www.kse2014.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