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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안내

평점 등록 안내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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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 개원의, 전임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80,000원

100,000원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기타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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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원

평점
인정
기준

체류시간

2시간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초과
3시간 이하 4시간 이하

0평점

평점인정

3평점

4평점

4시간 초과
5시간 이하

5시간 초과

5평점

6평점

※입퇴장 확인: 등록처 기계에 명찰 바코드 인식

사전등록 마감일

2017년 10월 13일 (금)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

① 퇴장 확인 시 화면에 안내되는 체류
시간 및 인정 평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1일 1회만 확인될 시 평점이 불인정
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등록비 미납 건에 대하여 등록이 취소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

2017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들은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회원 (연회비 납부)]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는 추계학술대회 등록처에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 미참석 또는 학술대회 당일 등록확인을 안 한 경우 연수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구분

입장

퇴장

평점

Case 1

인식 O

인식 X

불인정

Case 2

인식 X

인식 O

불인정

Case 3

인식 O

인식 O

인정

그랜드 워커힐 서울
주소: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광장동 21) | 전화: 02-455-5000

그랜드 워커힐 서울

전공의 스티커는 1장 발급되며, 학회 당일 등록처에서 발급됩니다.
(학회 당일 미수령시 재발급 불가)
사전등록비는 취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단체 입금시에는 학회로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송금자명 기재)

테크노마트 정문 맞은편
셔틀버스 타는 곳

2

5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구

광진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타는 곳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 자양 Jayang

To Gwangjang Crossroad

Han -River

한 강

연수평점 안내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Olympic Br

Cheonho Br

올림픽대로

대한의사협회

25일

6점

26일

6점

Olympic Expressway

내과분과전문의

25일

3점

26일

6점

◀ 강남 Gangnam

입금계좌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801-057372 | 예금주: 한국심초음파학회

문의처 (학회 사무국)
전화: 02-3147-0930 | 팩스: 02-3147-0933
E-mail: kse0930@ksecho.org

일시 | 2017년 11월 25일 (토) ~ 26일 (일)
장소 | 그랜드 워커힐 서울

찾아오시는 길

등록자 구분 선택시 기타로 등록할 경우 평점보고가 안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43회 한국심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2) 주의사항

광장사거리 ▶

Han -River

한 강
올림픽대로
Olympic Expressway

풍납사거리 Pungnap Crossroad

Cheonho

천호 ▶

지하철 이용시
5호선 광나루역 | 2번출구 맞은편 광진청소년수련관 앞에서 호텔셔틀버스 이용
2호선 강 변 역 | 1번 출구 테크노마트정문 맞은편에서 호텔셔틀버스 이용
무료 셔틀버스
5호선 광나루역 | am 06:00 ~ pm 11:20 (10분 간격)
2호선 강 변 역 | am 06:00 ~ pm 11:20 (10분 간격)

한국심초음파학회
Korean Society of Echocardiography

INVITATION

SCIENTIFIC PROGRAM
Session for
Beginers

안녕하십니까? 한국심초음파학회 회원 여러분,

Room 1

Room 2

항상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발전을 추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 향상을

Symptom Based Echo

08:30-10:00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학회는 심초음파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료와 연구에 정진하는 모든 분들이 변함없이 함께 할 수 있는

Hot Issues in Valvular
Heart Disease (1)

11:00-12:30

13:30-15:00

이제는 내과 전공의 과정에 심초음파 분야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으로써
전공의들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회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16:00-17:30

EACVI - KSE Joint Session

Inspiration from Young
Investigators Around the World

JSE - KSE Joint Session:
Focused on 3D and Strain

최신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고, 향후 심초음파 학문을 이끌어갈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의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마당도 마련할 것입니다.
이전부터 국제 학회로 꾸준히 진행해 온 추계학술대회는 초청 연자나 좌장이
아닌 순수 외국인 참가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의 영어 발표는 불가피하며 이를 통해 본 학술대회가 국제학회로서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도록 할 것입니다.

Hot Issues in Valvular
Heart Disease (2)

08:00-09:30

Oral Abstract (1)

Diastology

10:30-12:00
12:15-12:45

총

14:00-15:30

AAE - KSE Joint Session:
Heart Failure Imaging

16:00-17:30

김 완

이사장 박 승 우

KSIC

Basic Echo
Review Course (2)

회

Luncheon Session (5) ~ (8)
Echo and Friends
in Ischemic Heart Disease

Korean Society of
Interventional Cardiology
대한심혈관중재학회

KSE Working
Group of the Year:
Cardio-Oncology

Basic Echo
Review Course (3)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4)

15:30-16:00

회장

Basic Echo
Review Course (1)

Echocardiography in
Transcatheter Valve Intervention
(KSIC-KSE Joint Session)

Oral Abstract (2)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한국심초음파학회

Stress Echocardiography for
Non-Ischemic Heart Disease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3)

09:30-10:30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 준비

한국심초음파학회

How to Optimize Special Echo

2017. 11. 26 (Sun)

13:00-14:00

해준 여러 학회 임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Anatomy & Echo

꼭 알아야 할
심초음파 보험

Young Investigator Award

위해서는 심초음파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기존의 지식을 정리하는
세계 여러 곳의 저명한 연자들과 촉망받는 젊은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회원들이

Pre- and Intra-Operative
Management of Degenerative MR
(KTCVS-KSE Joint Session)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2)
(E) Meet the Editor in Chief of Big Journal

충분히 발표하고 토론할 장을 마련합니다. 이미 심초음파에 익숙한 회원들을
자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학술대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Point of Care Ultrasound (POCUS)
Outside the Echo Lab

Recent Issues
in Cardiomyopathies

Luncheon Session (1) ~ (4)

15:00-16:00

분들에게 심초음파의 기본적인 이론교육 및 실기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새롭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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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13:30

편입에 맞춰 향후 검사 및 보험수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자리도
마련합니다.

Transesophageal Echo from
A to Z for Young Cardiologists

Coffee Break & Poster Presentation (1)

해보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심초음파 검사와 심장 질환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초음파 검사의 실질적인 의료보험

English
Session

Room 4

Role of Echo for Decision
Making in Adult Patients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Electric Echo
(KHRS-KSE Joint Session)

10:00-11:00

기회의 장이 되어 왔으며, 올해도 역시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회에서는 심초음파 검사소견과 실제 심장 병리 조직을 비교 관찰

Room 3

Highlight
Session

2017. 11. 25 (Sat)

위하여 달려온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저물어가는 가을을 보내고 차분히 겨울을
준비할 즈음인 오는 11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Session for
Experts

Unforgettable Case in My Life

KHRS

Korean Heart Rhythm Society
대한심장학회 부정맥연구회

KTCVS

Korean Society for Thoraic
& Cardiovascular Surgery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New Introduction of
KSE Working Group:
Venous Thromboembolism

AAE

Asian-Pacific Association
of Echocardiography

EACVI

Basic Echo
Review Course (4)

European Association
of Cardiovascular Imaging

JSE

Japanese Society
of Echocardiograp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