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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Map

제6회
소아심초음파연수강좌

2호선 : 신촌역 1번출구 → 병원 셔틀버스 / 3번출구 → 도보 8분
3호선 : 독립문역 4번출구 → 470, 710, 750, 7737 버스 환승
경복궁역 1번출구 → 272, 606버스 환승

신촌기차역
철도

· 신촌역사 우측 개방통로 이용: 걸어서 약 5분

서울역 (기차)

· 서울역에서 경의선 탑승 - 신촌기차역 도착 후 신촌역사 우측 개방통로 이용. 도보로 약 5분
(DMC와 문산간 15분 간격. 서울역에서는 매시 50분 출발)
· 택시타고 약 15분
· 702,703번 타고 → 서대문에서 470,601,710,750번 버스 환승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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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선 하차 → 1번출구 병원셔틀버스 이용하거나, 3번출구 도보 8분 (또는, 홍대입구 2호선 하차
→ 7737번 녹색버스 탑승 → 세브란스병원 하차 )

대한소아심장학회

지하철

· 간선버스(파랑) 153, 163, 171, 172, 272, 470, 472, 601, 606, 672, 673, 700, 707, 708,
710, 773, 750A, 750B, 751, 800, 8153
· 지선버스(초록) 03, 04, 05, 76, 567, 770, 6714, 7017, 7613, 7720, 7024, 7726, 7727,
7728, 7713, 7737
· 광역버스(빨강) & 좌석버스 1000, 1200, 1900, 2000, 2000-1, 7106(M), 7111(M),
7613(M), 8880, 9714
· 공항버스 6011

Korean Pediatric Heart Society

정류장명 : 세브란스병원앞, 연세대학교앞
버스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번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2층 208호 대한소아심장학회
e-mail : pediheart@pediheart.or.kr
Tel : (010)-3021-1071 / (02) 312- 9538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2015년
대한소아심장학회
제6회
소아심초음파 연수강좌
· 일시: 2015년

11월 29일(일) 오전 8시-오후 4시

· 장소: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에비슨 의생명센터 1층 강당
· 평점: 대한 의사협회 연수 평점 5점, 대한소아심장학회 인정 평점 5점

주최: 대한소아심장학회

INVITATION

PROGRAM

어느덧 낙엽이 지고 일년을 돌이켜 생각해보는 때가 되었습니다.봄
여름 가을 결실을 보는자연의 변화에 따라 공부와 연구에 차분한
마음으로 몰두할 시간이기도합니다.
저출산으로일선에서 소아에서 심장 질환을 직접 경험하거나 가르
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게다가 심장은 불편하
면 다른 진단이나 기능이 다 나빠지므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도 합니다. 그러므로심장 질환이 없더래도 심장 기능이 정상적으
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더
욱이 심장에 관련된 진단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공부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있어 더 기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
다고 심장관련 진단 이나 질환 자체를 모른 채 지나칠 수도 없습
니다. 진단에 있어 기준되는 심장초음파 검사와 기초적인 심장질
환을 공부할 기회를 마련하고자대한소아심장학회는 제6회 소아심
초음파 연수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리오며, 특히 전공의 및 전임의 들
에게 알려 소아 심초음파를 체계적으로 학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심초음파의 기본 영상을 얻는 법과심초음파 기기를 소개하고자 하
니 여러 중요 소아심장질환의 심초음파적 영상 진단을 소개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08:00-

등록

2015년 11월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장 박영환
회장 손창성

당일 등록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선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회 홈페이지(http://www.pediheart.or.kr) 인터넷 선 등록이나 아래의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Fax로 선 등록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등록비는 온라인 입금하시되 반드시 입금자명이 등록자명과 동일하도록 입금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8:50-09:00 개회 및 인사말씀

대한소아심장학회

09:00-09:30 심초음파 기본 이미지

분당 제생병원

최종운

09:30-10:00 VSD

한림대

김성혜

10:00-10:25 ASD

고려대

하기수

♣ 사전 등록: 2015년 11월 25일(수)까지
학회 홈페이지(http://www.pediheart.or.kr)
E mail: pediheart@pediheart.or.kr, 전화 : 010-3021-1071,
Fax : 0505-: 010-3021-1071

가톨릭대

오진희

♣ 등록비

고려대

장기영

사전 등록비

부천세종병원

박수진

당일 등록비

회장

10:25-10:45 휴식
10:45-11:10 PDA, COA
11:10-11:35 Obstructive lesion (PS PA AS)
11:35-12:00 Cyanotic diseases (TOF TAPVR)
12:00-13:00 식사
13:00-13:25 중환자실에서의 심초음파 활용
13:25-13:50 수술 및 시술 심초음파 활용
13:50-14:15 신생아실에서의 심초음파 활용

연세대 정조원
성균관대

송진영

계명대

최희정

14:15-14:30 휴식
14:30-14:55 Cardiomyopathy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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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조민정

14:55-15:20 후천성: 가와사끼 병 / 류마치스
판막증

순천향대

유경희

15:20-15:45 심초음파를 이용한 심기능 평가

서울대

송영환

질문 및 맺음말

전공의
￦40,000
전공의
￦60,000

의료기사, 간호사, 학생
￦20,000
의료기사, 간호사, 학생
￦40,000

♣등록비 송금 안내(사전 등록 마감일) 2015년 11월 25일(수)
계좌번호 : 우리 1005-202-733953
예 금 주 : 대한소아심장학회
♣ 등록비는 사전 등록 마감 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안내
대한 소아심장학회 송사무국장
e-mail : pediheart@pediheart.or.kr, Mobile : 010-3021-1071

[연수강좌] 제6회 소아 심초음파 연수강좌 참가신청서
부산대

15:45-

전문의
￦50,000
전문의
￦70,000

대한소아심장학회

회장

성명
HP 연락처
E-mail
구분
의사면허번호
근무처 명
근무처 주소
근무처 전화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 이름

( ) 전공의, ( ) 전문의, ( ) 개원의, ( ) 전임의,
( ) 간호사, ( ) 의료기사, ( ) 학생, ( ) 기타

2015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