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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제52차 산부인과 전공의 연수강좌 성료
제52차 산부인과 전공의 연수강좌가 12월 6일(토) 가톨릭대학교

재단법인 건강한여성재단-씨젠의료재단 연구협력
MOU 체결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여성, 영유아 및 청소년의 성매개 감염질환, 유전자검사 등의

김장흡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 학회 학술위원장인

연구와 홍보 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단법인

서창석 교수(서울의대)의 오리엔테이션이 이어졌다. 이번

건강한여성재단과 씨젠의료재단이 12월 16일(화) 건강한여성재단

연수강좌는 크게 OB USG I, OB USG II, GY USG, GY Imaging,

사무국에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양 쪽 재단의 활동사항 및

Pathology의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HPV 진단의

운영위원 소개가 이어지고 건강한여성재단 김장흡 이사장과

최신지견’ 특강을 마련하여 최근 산부인과의 이슈에 대해

씨젠의료재단 천종기 이사장의 협약서 서명으로 MOU 체결이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완료되었다. 두 재단의 협력으로 의료 소외 가정 여성과 영유아의

강의자료는 등록자에 한해 대한산부인과학회 홈페이지(http://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조기 진단사업을 비롯한 산부인과 질환의

www.ksog.org)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진단 사업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21 FIGO World Congress 유치를 위한 Site Inspection 예정(2015.1.22)
본 학회는 2021년 [제23차 FIGO(세계산부인과연맹) World Congress]의 한국 유치를 FIGO 본부에 신청하였으며 2015년 10월
캐나다 유치전에 한국, 인도, 일본,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국가 경합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FIGO 실사단이 오는 2015년 1월
한국을 방문해 서울시장 면담 및 코엑스 답사 등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FIGO World Congress는 3년마다 개최되는 정기 학술대회로
전세계 120여개국 7000명 이상 참석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산부인과 학술행사이다. 서울에서 개최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역량을
알리고 홍보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FIGO 대표단은 지난 학술대회 연자로 초청된 바 있는
Hamid Rushwan 교수(FIGO Executive Chair, UK) 및 Abd Aziz(FIGO Board Member, Malaysia), Marta Collins(FIGO Events
and Meetings Manager, UK)이다. 실사기간 동안 본 학회 김장흡 이사장(가톨릭의대), FIGO World Congress 유치위원장 김영탁
교수(울산의대), 윤주희 사무총장(가톨릭의대)이 실사단과 동행하며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에서 본 행사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1 FIGO World Congress 개최지는 2015년 벤쿠버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기간 중 bidding을 통해 결정된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제4차 수련위원회

제3차 FIGO World Congress 준비 TFT

일시 : 2014.10.15(수) 오전 7시
장소 : 서울팔래스호텔 3층 로즈룸
안건 : 2015년 전공의 정원 학회안 결정 및 별도정원 배정 건

일시 : 2014.12.4(목) 오전 7시
장소 : 서울팔래스호텔 2층 다봉
안건 : 제23차 FIGO World Congress 유치활동 및 대표단
방문일정 보고

제4차 법제위원회
일시 : 2014.10.16(목) 오후 6시 30분
장소 : 학회 사무국
안건 : 법률안 검토의견 보고

제10차 심사위원회
일시 : 2014.10.20(월) 오후 6시 30분
장소 : 학회 사무국
안건 : 의료사안 검토

제2차 FIGO World Congress 준비 TFT
일시 : 2014.10.28(화) 오전 7시
장소 : 서울팔래스호텔 2층 다봉
안건 : Site Inspection 체크리스트 점검

제7차 편집위원회
일시 : 2014.11.3(월) 오후 6시 30분
장소 : 학회 사무국
안건 : OGS 11월호 목차 검토 및 자학회 기여도 관련 논의

제7차 홈페이지관리특별위원회
일시 : 2014.11.4(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서울역 티원
안건 : 홈페이지 자료 검토 및 보완사항 논의

제1차 고시위원회
일시 : 2014.11.11(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학회 사무국
안건 : 제58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적격여부 검토 및 승인

제4차 상임이사회
일시 : 2014.12.10(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JW 메리어트 호텔 만호
안건 : 산부인과 현안 논의

제12차 심사위원회
일시 : 2014.12.15(월) 오후 6시 30분
장소 : 학회 사무국
안건 : 의료사안 검토

보험소식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차 개정 관련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본
학회 보험위원회에서는 각 분과별로 개정이 필요한 세분화 분류
코드를 제출하였다. 이 개정작업은 통계청 및 강원대 산학연구
프로젝트로 시행되고 있다.
2. 대한의학회의 요청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평가위
원회 본원 및 지원에 비상근으로 참여할 전문위원 후보들을 추
천하여 대한의학회에 전달하였다.
3. 분만취약지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당국과의 협의체가 구성
되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위
원이며 본 학회 측은 이근영 교수(한림의대), 이정재 교수(순천
향의대), 손인숙 교수(건국의대), 박인양 교수(가톨릭의대), 홍순
철 교수(고려의대), 오수영 교수(성균관의대)가 참여한다.

제2차 유방진료위원회
일시 : 2014.11.12(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학회 사무국
안건 : 제8회 산부인과 의사를 위한 유방 및 갑상선 질환 워크숍
프로그램 구성의 건

제11차 심사위원회
일시 : 2014.11.17(월) 오후 6시 30분
장소 : 학회 사무국
안건 : 의료사안 검토

제7차 교과서편찬위원회
일시 : 2014.11.7(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학회 사무국
안건 : 산과학 및 부인과학 5판 교과서 원고 진행상황 보고

제2차 대한산부인과학회 자학회 및 유관학회 연석회의
일시 : 2014.11.26(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학회 사무국
안건 : OGS 투고사이트 사 변경 여부 및 자학회 논문 기여도 논의

제2차 세부전문의제도TFT
일시 : 2014.12.1(월) 오후 6시 30분
장소 : 학회 사무국
안건 : 세부 전문의 명칭 변경 관련 논의

행사소식
제8회 산부인과 의사를 위한 유방 및 갑상선 워크숍
일자: 2015.1.25(일)
장소: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The 53rd Annual Congress of TAOG 2015
일자: 2015.3.14(토)~15(일)
장소: Windsor Hotel, Convention Center in Taichung, Taiwan

The 67th Annual Congress of JSOG
일자: 2015.4.9(목)~12(일)
장소: Pacifico Yokohama, Yokohama, Japan

제53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일자: 2015.5.29(금)~30(토)
장소: 부산 롯데호텔

제4차 산부인과 지도전문의 교육
일자: 2015.5.30(토)
장소: 부산 롯데호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