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내

버스
정류장 - 세브란스병원 앞
파랑버스(간선) : 163, 171, 272, 370, 470, 472, 601, 606, 750, 751
초록버스(지선) : 6714, 7017, 7020, 7712(충정로방향), 7015, 7737
(독립문), 7024(병원통과)
빨강버스(광역) : 9601, 9602, 9606, 9708, 9713
정류장 - 연세대학교앞
파랑버스(간선) : 163, 171, 270, 272, 370, 470, 472, 601, 606, 750,
751
초록버스(지선) : 서대문03(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대문04(연희
A지구아파트), 서대문 05(북아현삼거리), 6711,
6712, 6714, 7015, 7017, 7020, 7613 ,7712(충정로
방향), 7720, 7725, 7726, 7727, 7728
빨강버스(광역) : 9601, 9602, 9704, 9706, 9708, 9713

지하철
2호선 : 신촌역 1번출구 → 병원 셔틀버스 3번출구 → 도보 15분
5호선 : 충정로역 → 2호선으로 환승
3호선 : 독립문역 4번출구→7024,7737 버스 환승
경복궁역 1번출구→272번 버스 또는 병원 셔틀버스(1번출
구 50m 전방 사학회관 앞)
서대문역 3번출구→370, 470, 601, 710, 750번 버스환승
6호선 : 합정역 → 2호선으로 환승

철도
신촌기차역 (문산·임진각행 통근열차 이용)
경의선 (제일 왼쪽 12번 승강장) : 매시 50분 출발. 도착 후 신
촌역사 우측 개방통로 이용 : 걸어서 약 8분
신촌역까지 환승승차권으로 구입하시면 편리합니다.

자가용
종합관

주차장

종합관 3층 대학원 강의실

성산대교 : 연희교차로 → 서대문우체국 → 연세대 → 세브란스 본관
앞(응급진료센터) 좌회전
( * 좌회전 차량 정체 시, 금화터널 방향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 → 연세대 동문회관 → 세브란스 본관 지하 주차장
진입)
양화대교 : 동교동 삼거리 → 연희교차로 → 서대문우체국 → 연세대
→ 세브란스 본관 앞(응급진료센터) 좌회전
( * 좌회전 차량 정체 시, 금화터널 방향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 → 연세대 동문회관 → 세브란스 본관 지하 주차장
진입)
서강대교/마포 : 신촌 로타리 → 연세대 앞 우회전 → 세브란스 본관
앞(응급진료센터) 좌회전
( * 좌회전 차량 정체 시, 금화터널 방향 고가도로 밑에서
유턴 → 연세대 동문회관 → 세브란스 본관 지하 주차장
진입)
광화문/독립문/서울역 : 금화터널 빠져나와 1Km 직진 → 연세대 동문
회관 → 세브란스 본관 지하 주차장 진입

서울역 (기차)
택시타고 약 10분
702, 703번 타고 → 서대문 370, 470, 601, 710, 750번 버스 환
승

1
소아 심초음파
제 회

연수강좌

비행기
인천국제공항
리무진 버스 6011번 → 연세대학교 하차 (도보 5분)
김포공항
파란버스 601번 → 세브란스병원 하차 (도보 5분)
지하철 5호선 → 영등포구청 2호선 환승하거나, 지하철 9호선
→ 당산 2호선 환승 → 신촌 2호선 하차 → 1번출구 병원셔틀버
스 이용하거나, 3번출구 도보 15분 (또는, 홍대입구 2호선 하차
→ 7737번 녹색버스 탑승 → 세브란스병원 하차 )

일시: 2011년 11월 13일(일) 오전 8시
장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종합관 3층
      대학원 337호, 331호
평점: 대한소아심장학회 6점, 의사협회 6점
주최: 대한소아심장학회

Program

제1회 소아 심초음파 연수강좌

프로그램

초대의 글
매일 아침의 시원함이 조금은 차가움으로 느껴지며 한낮의 따
사로운 햇살 속 선선한 가을 바람이 상쾌한 10월입니다. 몇번의
가을비 속에 아직 초록인 잎사귀가 떨어지려 하는 걸 보며, 운치
있는 가을 단풍과 낙엽을 기다려 보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변화 속 삶의 감상에 젖어 보기도 잠시, 공부와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소아 인구가 줄어 들고, 선천성 심장질환도
일부 감소하는 추세여서 지식의 전달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여러
자료를 집대성하여 올 가을 제 1회 소아 심초음파 강좌를 마련
하였습니다. 어린이 심장병 하면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기
도 하고, 임상 경험의 부족으로 외래 혹은 입원에서 심장병 환자
를 갑자기 만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 소아심
장학회는 소아 심장병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심초
음파 검사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고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소아 심초음파 연수강
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심초음파 검사를 통해 선천성 심장병 진단 및 환아 심장 상태
에 대한 기능적 평가 등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함께 토의할 기회
를 가지게 된다면, 소아 심장질환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전문
의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지식 교환 및 재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소아 심초음파 연수강좌를 기회로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소아 심장병 및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정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 기사 그리고 학생 등, 누구라도 어린
이 심장질환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B

A

room

room

전공의를 위한 연수강좌          사회: 정조원

07시 30분~07시 55분 등록

07시 30분~07시 55분 등록
07시 55분~08시 00분 개회

전문의를 위한 연수강좌          사회: 은영민

김남수 이사장(한양대)

07시 55분~08시 00분 개회

김남수 이사장 (한양대)

참가신청서
당일 등록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선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이메일이나 Fax로 선등록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등록비는 온라인 입금하시되 반드시 입금자명이 
등록자명과 동일하도록 입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

명

소

속

구

분 전문의(   ) 전공의(   ) 간호사(   ) 의료기사(   ) 기타(   )

의사면허번호

08시 00분~08시 50분 심초음파의 기초-기본 원리 및 이해
최정연(서울대)

08시 00분~08시 50분 심초음파의 기초- 기본 원리 및 이해
최정연(서울대)

08시 50분~09시 40분 2D 및 컬러 심초음파 이미지 이해
최정연(서울대)

08시 50분~09시 40분 2D 및 컬러 심초음파 이미지 이해
최정연(서울대)

근무처 주소

09시 40분~10시 00분 Coffee break

09시 40분~10시00분 Coffee break

근무처 전화

10시 00분~10시 40분 PDA at NICU & Functional evaluation
유정진(울산대)

휴

대

폰

F

a

x

10시 40분~11시 20분 PPHN, TTTS

E - m a i l

10시 00분~10시 40분 VSD

손세정(이화여대)

11시 40분~11시 20분 ASD

유병원(연세대)

11시 20분~12시 00분 PDA, AP window, Truncus, Hemitruncus
조영국(전남대)
12시 00분~13시 00분 점심 시간
13시 00분~13시 40분 PS, critical PS. PA with IVS
장기영(고려대)

11시 20분~12시 00분 신생아에서 심장병과 타 질환의 구별
최정연(서울대)
12시 00분~13시 00분 점심 시간
13시 00분~13시 40분 Fetal echocardiography 윤신원(중앙대)

13시 40분~14시 20분 TOF

이영석(동아대)

13시 40분~14시 20분 TGA

14시 20분~15시 00분 AS, CoA, IAA, HLHS

김여향(계명대)

14시 20분~15시 00분 TAPVR

송민섭(인제대)

16시 00분~16시 40분 Myocarditis, LV dysfunction
오진희(가톨릭대)
16시 40분~17시 20분 Pericardial effusion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 김 남 수

17시 20분~17시 30분 토론

회 장한승세

17시 30분~17시 35분 폐회

강이석(성균관대)

한미영(경희대)

금

일 2011년      월       일 (송금인:          )

등록비
사전 등록비: 전문의 ￦60,000 (소심회원 50,000) 전공의; ￦50,000,
간호사/의료기사/학생; ￦40,000
당일 등록비: 전문의 ￦70,000 (소심회원 60,000) 전공의; ￦60,000,
간호사/의료기사/학생; ￦50,000

등록비 송금 안내 (사전 등록 마감일: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100-027-314260 (신한은행) 예금주: 대한소아심장학회

15시 20분~16시 00분 Isomerism

권보상(서울대)

등록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6시 00분~16시 40분 Tricuspid atresia

이형두(부산대)

16시 40분~17시 20분 Single ventricle

김수진(건국대)

등록 정보
홈페이지: http://www.pediheart.or.kr
E-mail: pediheart@pediheart.or.kr
Fax: 1515-010-3021-1071

17시 20분~16시 30분 토론
17시 30분~17시 35분 폐회

정조원(아주대)

입

우향옥(경상대)

15시 00분~15시 20분 Coffee break

15시 00분~15시 20분 Coffee break
15시 20분~16시 00분 Kawasaki disease

심우섭(세종병원)

전 문 과 목

최정연(서울대)

문의 및 안내
대한소아심장학회 사무국장 최영숙
E-mail: pcoc@dreamwiz.com, Tel: 010-3021-1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