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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셔틀버스

5호선 광나루역  AM 06:00 ~ PM 11:20 (10분 간격)

2호선 강변역     AM 06:00 ~ PM 11:20 (10분 간격)

            지하철 이용 시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구 맞은편 광진청소년수련관 앞으로 나와서 호텔 셔틀버스 이용

2호선 강변역       1번 출구 테크노마트 정문 맞은편에서 호텔 셔틀버스 이용

사전등록 마감일
 2019년 10월 11일 (금) 오후 5시 까지 온라인 신청

 •사전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비 미납 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사전등록자에 한해  「Hands-on Session」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 10월 3주, 홈페이지 접수 예정)

공지사항
 • 2019년 연회비 납부 회원은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 등록시 [회원 (연회비 납부)]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자 구분 선택 시, [기타]로 등록할 경우 평점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등록비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단체 입금시에는 학회로 명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자명, 송금일자 기재)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801-057372      예금주) 한국심초음파학회 ▶ 연수평점 안내

구분 11월 26일 (토) 11월 27일 (일)

대한의사협회  6점  6점

대한내과학회 [분과전문의] -  5점

대한내과학회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전문의] -  5점

대한내과학회
[내과전공의-외부학술회의] 2점

* 출결 확인에 따라 평점이 부여됩니다.

www.ksecho.org

제53회 한국심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HYBRID

NOVEMBER 26-27
GRAND WALKERHILL SEOUL

● 2호선 강변역 1번출구

● 5호선 광나루역 2번출구

VENUE

사전등록 마감일
 2022년 11월 13일 (일) 오후 5시 까지 온라인 신청

 •사전등록 마감일 이후 등록비 미납 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 사전등록자 중 현장 참여이신 의사선생님에 한해 Hands-on Session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31일 이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공지사항
 •  접수 후 참여 형태의 임의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 희망 시 학회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현장참여> 등록자가 학회기간 중 하루를 <온라인참여> 하더라도 등록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참여형태가 임의로 변경된 일자의 평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사전등록 마감 후 취소 및 등록비 반환은 되지 않으며, 마감 후 등록 취소 시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2022년도 연회비 납부회원은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  등록신청 시 <연회비납부자>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자 구분 선택 시, [기타]로 등록하는 경우 평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  단체 등록비 입금 시 학회로 송금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송금일시, 송금자명, 등록자 명단)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801-057372      예금주) 한국심초음파학회

등록비

참가자 구분
온라인 참여 (Virtual) 현장 참여

사전등록 / 당일등록 사전등록 당일등록

개원의, 전문의, 전임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20,000원 80,000원 100,000원

일반의, 전공의, 기타 10,000원 40,000원 60,000원

추계학술대회 준비 사무국
• 전 화 : 02-6411-7376

• 팩 스 : 02-6411-7332

• E-mail : ksecho@ksecho.org

한국심초음파학회 사무국 
• 전 화 : 02-3147-0930

• 팩 스 : 02-3147-0933

• E-mail : kse0930@ksecho.org

문의처

REGISTRATION



한국심초음파학회 회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과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진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2022년 11월 26일 – 27일에 개최되는 KSE 2022 <제53회 한국심초음파

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간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회 활동과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새롭게 도약

하는 KSE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KSE 2022>는 “Global KSE”로 위상을 

가지기 위해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분들의 참석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를 결정하였고, 학술적 의욕을 더욱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였

습니다. 

<KSE 2022>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및 아시아 심초음파 관련 학회 (ASE, EACVI, AAE, 

JSE)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심초음파를 포함한 심장영상 분야

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해외 연자들의 강의와 국내외의 우수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세션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Basic Echo Review Course”를 통해 심초음파 

분야의 기본을 충실히 다루고, 희귀질환, 구조심질환, Interventional Imaging 등 필수적인 

지식부터 보다 전문적인 최신 지견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초

음파학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듣고 토의할 장이 될 수 있도록 

“Abstract” 세션과 “Young Investigator Award” 세션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KSE 2022>를 통하여 회원 여러분의 임상활동과 더 많은 학문적 연구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한국심초음파학회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회원 간의 교류를 넓히고 

진정한 지식 확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학회 준비를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회원들과 후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SCIENTIFIC PROGRAM

한국심초음파학회
회장 주 승 재 / 제주의대

한국심초음파학회
이사장 하 종 원 / 연세의대

INVITATION
Session for Experts Highlight Session Session for Young CardiologistEnglish Session  Session for Beginners

* 주최측 사정으로 일부 프로그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ROOM 1 • VISTA 1 ROOM 2 • VISTA 2 ROOM 3 •  GRAND 1 ROOM 4 • WALKER

11. 26. (SAT.)

09:00-10:20
 Updates in Cardiac Imaging for the 

Management of 
Ischemic Heart Disease

Artificial Intelligence: 
Possible Collaborations with 

the Industry

Multi-Persona of 
Constrctive Pericarditis

Evaluation of Right-Side Damage in 
Left-Side Heart Failure

10:20-10:50 Coffee Break 

10:50-12:10
 Aortic Valve Disease: 

What's New?
Young Investigator Award Echocardiography Outside 

the Echo-Laboratory Hole Size Is Not That Matters: PFO

12:20-13:20 Luncheon Session (1)
 한미약품

Luncheon Session (2)
한국BMS제약

Luncheon Session (3)
한국화이자제약

13:20-14:40
 KSE-JSE Joint Session: Heart Valve 

Stenosis
Special Study with Echocardiography: 

Practical Tips

How to Diagnose Inflammatory 
Cardiomyopathy 

in Systemic Disease
LV Myocardial Disease

14:40-15:10 Coffee Break 

15:10-16:30
 Updates in Arrhythmogenic 

Cardiomyopathy

 KSE-EACVI HIT  
Joint Session: 

Young Investigator's Research

How to Image Problems in 
Replaced or Repaired Valves    

Advanced Heart Failure and 
Cardiovascular Imaging

11. 27. (SUN.)

09:00-10:20
 Degenerative MS and 

Mitral Annular Calcification:  
Do We Know It Well?

Cardiovascular Genetics, a Primer for 
the Imaging Cardiologists

KSE-KSHF Joint Session: 
Recent Update of Cardiac Imagings for 

HFpEF Management

Basic Echo Review Course (1): 
Scanning Better

10:20-10:40 Coffee Break 

10:40-12:00 Real Heart and Echocardiography Oral Abstract (1) Why Don't You Use Strain?: 
Updated Oldies is Goodies Basic Echo Review Course (2)

12:10-13:10 Luncheon Session (4)
한국다이이찌산쿄 & 대웅제약

Luncheon Session (5)
한국노바티스

Luncheon Session (6) 
한국얀센

13:10-13:40 총 회

13:40-15:00
Cross Specialty:  

Percutaneous Intervention of Valvular 
Heart Disease

Oral Abstract (2) TEE Training for Structural Heart 
Invervention Basic Echo Review Course (3)

15:10-16:30
 In-Deph Evaluation of 

the Atrioventricular Valve
Session for JCVI  

(The Official Journal of KSE)
 Infective Endocarditis in 

the Modern Era
Basic Echo Review Course (4)

* Moderated Poster Presentation Session * 15:10-16:30 / Room 5 (Grand 2)    * Hands-on Session *  09:00-16:25 / (Grand 4+5)

JSE
Japanese Society of Echocardiography 

EACVI - HIT
European Association of Cardiovascular Imaging
- Heart Imagers of Tomorrow 

KSHF 
Korean Society of Heart Failure
대한심부전학회

* Breakfast with the Expert *   08:00-08:50 / Room 6 (Amber) 사전 신청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 Hands-on Session *  09:00-16:25 / (Grand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