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한국발생생물학회 역대 회장단 명단 (존칭생략)

한국발생생물학회

代

임명년월일

성 함

代

임명년월일

성 함

1대

1995.06.31.

배인하

12대

2009.01.01.

강성구

2대

1997.07.01.

김문규

13대

2010.01.01.

김세광

3대

1999.07.01.

김창근

14대

2011.01.01.

최영민

4대

2000.07.01.

윤용달

15대

2012.01.01.

윤종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5대

2001.08.01.

정의영

16대

2013.01.01.

최돈찬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께

6대

2003.07.01.

조동제

17대

2014.01.01.

김석현

7대

2004.07.01.

이경광

18대

2015.01.01.

방명걸

8대

2005.07.01.

이준영

19대

2016.01.01.

이영돈

9대

2006.01.01.

문신용

20대

2017.01.01.

이성호

10대

2007.01.01.

장영진

21대

2018.01.01.

조정현

11대

2008.01.01.

이상호

22대

2019.01.01

백혜자

대한민국의 시험관아기
임신 성공률을 다같이 올려봅시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대한민국 시험관아기 임신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의학 지식과
기술 등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학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시는 길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코멘트를 부탁드리고

한국발생생물학회 의학분과 심포지엄

참석하신 선생님들과 소통 및 교류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시험관 아기

2019년 6월

		

임신성공률 3% 올리기

한국발생생물학회
회

장 백 혜 자 (부경대학)

부 회 장 황 경 주 (아주의대)

•대중교통(실선) : ➍호선 성신여대입구역(돈암) 1번 출구
•승 용 차(점선) : 성신여대 후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8월 31일 (토) 오후 2시 ~ 8시 30분

●

장 소 : 성신여자대학교 수정관 4층 중강당

●

등 록 : 의사 및 연구원, 의료인 * 연회비 없음

●

등록비 : 사전 2만원, 현장 3만원 (사전등록마감 - 8월 24일)

진행위원장 김 슬 기 (서울의대)

문의처
성신여자대학교 바이오생명공학과

무통장 우체국 013870-01-006276 한국발생생물학회

Tel : 02-920-2766		
Fax : 02-920-2047
E-mail : ksdb21@naver.com
담당자 : 전소라 010-3090-7201(예약, 협찬, 만찬준비)
차순영 010-7156-9357(학회진행, 학술지)

온라인 http://www.ksdb1995.com 로그인 후 결제
●

평 점 : 3점 (예정)

프로그램

14:00~14:05

개회사 ( 황경주 한국발생생물학회 부회장 )

14:05~14:10

축 사 ( 백혜자 한국발생생물학회 회 장 )
진행: 김슬기 (서울의대)

Time

Title

Session I

Lecturer

Appointed Debator

좌장 : 조동제 (연세의대 명예교수)

14:10~14:35

환자별로 내가 즐겨쓰는 과배란 프로토콜

채수진 (마리아)

송지홍 (메디아이)

14:35~15:00

배아 이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노하우

노용호 (이룸)

백은찬 (분당제일)

15:00~15:25

난임 치료시 영양학적 고려사항

이희선 (라헬)

이윤태 (수목)

15:25~15:50

자궁내막증의 알콜 경화술

김만득 (연세의대)

조시현 (연세의대)

15:50~16:10

Coffee Break & Booth Tour

Session II

좌장 : 김석현 (서울의대)

16:10~16:35

자궁내막 유착의 원인 및 치료

조정현 (사랑아이)

김미란 (아주의대)

16:35~17:00

Poor responder의 관리

권혁찬 (미래와희망)

김정훈 (엠여성)

17:00~17:25

NK cell 검사의 해석과 임상적용

이성기 (건양의대)

최범채 (씨엘)

Session III
17:25~17:50
17:50
18:00~20:30

좌장 : 조정현 (사랑아이)
환자가 의사에게 바라는 몇가지 중요한 것들

이승주 (서울스트리트저널) / 네이버 닉네임 : 골통주부

폐회

황경주 (아주의대)

만찬 (야외 Green Campus)
*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제 및 연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