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내

평점 등록 안내

등록비

대한의사협회 [제2016-1호] 연수교육 지침에 따라, 본인 여부 및 출결 사항 확인을
시행합니다. (2016년 2월부터)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80,000원

100,000원

www.ksecho.org

1. 1일 2회 명찰 바코드 인식(입, 퇴장 확인), 체류시간에 따라 평점 인정

전문의, 개원의, 전임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기타

40,000원

평점
인정
기준

60,000원

사전등록 마감일

체류시간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5시간 이하

5시간 초과

평점 인정

0 평점

3 평점

4 평점

5 평점

6 평점

※ 입, 퇴장 확인 : 등록처 기계에 명찰 바코드 인식

2016년 10월 7일 (금)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
- 사전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등록비 미납 건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주의사항
1. 퇴장 확인 시 화면에 안내되는 체류시간 및
인정되는 평점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 1일 1회만 확인될 시 평점이 불인정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들은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회원 (연회비 납부)]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는 추계학술대회 등록처에서도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 미참석 또는 학술대회 당일 등록확인을 안 한 경우 연수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자 구분 선택시 기타로 등록할 경우 평점보고가 안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길

- 전공의 스티커는 1장 발급되며, 학회 당일 등록처에서 발급됩니다.
(학회 당일 미수령시 재발급 불가)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테크노마트 정문 맞은편
셔틀버스 타는 곳

2

퇴장

평점

Case 1 인식 O

인식 X

불인정

Case 2 인식 X

인식 O

불인정

Case 3 인식 O

인식 O

인정

5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구

광진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타는 곳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 자양 Jayang

- 세션 참여신청은 사전등록과 별개로 진행하며, 등록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선착순 마감 됩니다. 신청을 못하신 선생님께서도 참관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홈페이지 참조, 10월 중순 접수시작 예정)

Han-River

한 강

To Gwangjang Crossroad 광장사거리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Olympic Br

Cheonho Br

올림픽대로

연수평점 안내
19 일

6점

20 일

6점

내과분과전문의

19 일

4점

20 일

5점

◀ 강남 Gangnam

문의처

한국심초음파학회 사무국
T 02-3147-0930 F 02-3147-0933 E kse0930@ksecho.org

Han-River

한 강

Olympic Expressway

풍납사거리 Pungnap Crossroad

Cheonho

천호 ▶

교통편 안내

입금계좌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801-057372
예 금 주 한국심초음파학회

▶

올림픽대로

Olympic Expressway

대한의사협회

입장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

- 사전등록비는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단체 입금시에는 학회로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금자명 기재)

11. 20(일) Hands-on Session 신청안내

구분

지하철

버스

셔틀버스:2호선 강변역 1번출구 테크노마트 정문 맞은편
5호선 광나루역 2번출구 맞은편 (광진구민체육센터)–(워커힐 방향)
공항버스 (인천공항) : 6705 (워커힐호텔)

Scientific Program

Invitation

KHRS

Korean Heart Rhythm Society

KSCI

Korean Society of Cardiovascular Imaging

KSIC

Korean Society of Interventional Cardiology

KSHF

Korean Society of Heart Failure

대한심장학회 부정맥연구회
대한심장학회 심장혈관영상연구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
English Session

Session for Experts

KTCV

Korean Society for Thoraic & Cardiovascular Surgery

GUCH

Grown-Up Congenital Heart Disease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심장학회 성인선천성심장병연구회

AAE

Asian-Pacific Association of Echocardiography

JSE

Japanese Society of Echocardiography
Highlight Session

Session for Beginners

존경하는 한국심초음파학회 회원 여러분,
오곡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우리 심초음파학회도

Room
Time

한해의 결실을 수확하고자, 오는 11월 19일, 20일 양일간에 걸쳐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내외

08:30-10:00

에서 심초음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료와 연구에 정진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으며, 금번 학술대회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심초음파 분야의

Room 1

Room 2

Room 3

Room 4

How to Session for
Sonographer

Echo for Advanced HF
(KSHF)

JSE - KSE Joint Session:
Look into the Right Heart

Animal Research Echo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 * Moderated Poster Presentation (1)

10:00-11:00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뿐 아니라 같은 분야의 동료들과
교류하는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회원들이 연구해온 새롭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이며,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심초음파의 기본적인 이론교육 및 실기경험을 제공하고, 이미 심초음

11. 19
SAT.

파에 익숙한 회원들에게는 심초음파 분야의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질환에서 새로운

Echocardiography in the
Surgical Arena (KTCVS)

11:00-12:30

Valvular Heart Disease (1)

12:30-13:30

Luncheon Session (1)

13:30-15:00

In-Depth Imaging Evaluation
in Hypertrophic
Cardiomyopathy

Role of Echo in Atrial
Fibrillation and CRT (KHRS)

Pericardium and Aorta:
Outside of the Heart?

Myocardial Mechanics

Luncheon Session (2)

Luncheon Session (3)

Oral Abstract

3D Echo

: When It Adds Values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 * Moderated Poster Presentation (2)

15:00-16:00

주제와 생생한 교육자료로써 회원들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며, 특히
내과 전공의 교육과정에 심초음파가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이들의 교육
을 위한 장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물론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

16:00-17:30

AAE - KSE Joint Session:
Advanced Imaging in HF

Role of Interventional
Echocardiography in
Transcatheter Structural
Heart Procedures (KSIC)

Young Investigator Award

Symptom Based Echo

08:00-09:30

Basic Echo Review
Course (1)

Role of Echo in
Device Closure (GUCH)

EACVI HIT
(Heart Imagers of Tomorrow)
- KSE Club 40

Valvular Heart Disease (2)

곳의 저명한 연자들을 초청해서 회원들이 최신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전부터 국제학회로 꾸준히 진행해
온 추계학술대회는 알찬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초청 연자나 좌장이
아닌 순수 외국인 참가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의 영어 발표는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본 학술대회가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 * Moderated Poster Presentation (3)

09:30-10:30

국제학회로서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추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10:30-12:00

들여 준비해준 학회 여러 임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의 수고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11. 20
SUN.

부탁드립니다.

Basic Echo Review
Course (2)

12:15-12:45

한국심초음파학회
이사장 박 승 우

Hypertension in Pulmonary
Vasculature

13:00-14:00

Luncheon Session (4)

Luncheon Session (5)

Luncheon Session (6)

14:00-15:30

Basic Echo Review
Course (3)

KSE - Working Group Session

Diastology 2016

16:00-17:30

Hands-on Learning of
Echo Image Acquisition

총 회

Hands-on Learning of
Echo Image Acquisition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 * Moderated Poster Presentation (4)

15:30-16:00
한국심초음파학회
회장 김 순 길

Echo and Friends:
How Can We Maximize
the Utility of Noninvasive
Multimodality Imaging?
(KSCI)

Basic Echo Review
Course (4)

Unforgettable Case
in My Life

Do We Need Point of Care
Ultrasound (POCUS)?

Hands-on Learning of
Echo Image Acquis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