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대회 등록

▣ 장소: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Orchid Room

학술대회 사전등록비 60,000원
(등록비에는 수강료, 교재비, 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등록 마감은 2021년 10월 26일(화) 18:00까지 입니다.
사전등록은 학회 홈페이지(kosar.org)를 통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은 선착순 100명까지 받을 예정이며 추후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
 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현장등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대표전화: 02-555-5656

▣ 온라인 구좌
신한은행 100 - 032- 121920(계좌명: 대한보조생식학회)으로
송금하시고 대한보조생식학회(www.kosar.org)에 등록하시거나
대한보조생식학회 e -mail: 2019kosar@gmail.com에 성함,
소속, 의사면허번호, HP번호를 남겨주세요
(학술대회 명찰, 영수증, 연수평점 등 준비에 필요합니다.)

A

B

▣ 연수평점: 6점
▣ 2 021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님은 연회비 20,000원
(이사 50,000원)을 함께 송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대한보조생식학회
제 37차 학술대회

▶ 지하철이용
삼성역 2호선
5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지하로 오실 경우 파르나스몰

▣ 문의처: 대한보조생식학회

내 연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 중구 달성로 56 대구동산병원 산부인과 내
Tel. 031-738-0368
Home page. www.kosar.org
Email. 2019kosar@gmail.com

▶ 버스이용
A 지하철 2호선 삼성역

146, 333, 341, 360, 740, N13, N61, 3411, 500-2,
1100, 1700, 2000, 2000-1, 7007, 9303, 8001,
강남07, 강남08
B 지하철 2호선 삼성역

11-3, 917, 143, 146, 350, 401, 2413, 3422,
4318, 4319, 4419, 6900, 9407, 9507, 9607

•
•
•

2021년 10월 31일 일요일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Orchid Room

PROGRAM
인사말

존경하는 대한보조생식학회 회원님들.
장기간 지속되어 이제는 일상이 된 코로나바이러스 범
유행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와 연구에 전념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님들
의 학문에 대한 열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37차 대한보조
생식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술 대회에서는 보조생식시술과 관련된 최근 임상적
관심사, 임상 진료와 연구실에 대한 정도 관리, 보조생식
시술 관련 분야별 최신 지침과 관리 전략, 다양한 배아 평가
방법을 주제로 다루게 되며 심포지움에서는 최근 시판되어
사용 중인 Follitropin delta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 자료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범유행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학술대회를 기획
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최원준 총무이사님,
이정렬 학술위원장님, 그리고 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은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
중 흔히 접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
책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료와 연구에 바쁘시더라도 학술대회에 많이 참석하
셔서 진료에 도움이 되는 지식도 얻으시고 회원님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10월의 마지막 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은, 시월의 어느 멋진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대한보조생식학회 회장

이정호 드림

2021년 제 37차 대한보조생식학회 학술대회
일시: 2021년 10월 31일(일요일) / 장소: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Orchid Room

08:30-08:55

등록

08:55-09:00

개회사

이정호(대한보조생식학회 회장)

Session 1

Recent Issues in ART Practice

좌장: 김석현(서울의대), 김광례(인천서울여성병원)

09:00-09:25

New protocols for ovarian stimulation

이다용 (경북의대)

09:25-09:50

Endometrial preparation and luteal phase support in FET cycles

권혁찬 (미래와희망병원)

09:50-10:15

Fresh or frozen embryo transfer: proper indications

김슬기 (서울의대)

10:15-10:30

Discussion

10:30-10:50

Coffee Break

Session 2

Quality Control in ART Clinic and Laboratory

좌장: 최두석(성균관의대), 김희선(서울대병원)

10:50-11:15

Quality of the clinic and clinicians personal skills: clinical key
performance indicators

류상우 (차의과학대)

11:15-11:40

Laboratory Key performance indicators: Optimizing lab performance

염혜원 (분당서울대병원)

11:40-11:50

Discussion

Luncheon Symposium

좌장: 이우식(차의과학대)

11:50-12:15

Follitropin delta: Current evidence of efficacy and safety

이정렬(서울의대)

12:15-13:10

Lunch

Session 3

Updated Guidelines and Management Strategies

좌장: 이택후(경북의대), 김탁(고려의대)

13:10-13:30

Diagnosis and treatment of infertility in men

주종길 (부산의대)

13:30-13:50

Treatments for couples with unexplained infertility

이경욱 (고려의대)

13:50-14:10

Proper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RIF and RPL

이재훈 (연세의대)

14:10-14:30

Management on thyroid disorders prior to and during ART

조문경 (전남의대)

14:30-14:45

Discussion

14:45-15:05

Coffee Break

Session 4

Modalities of Embryo Evaluation

좌장: 조정현(사랑아이여성병원), 지병철(서울의대)

15:05-15:30

Time-lapse embryo-culture: limits and profits

김지향 (차의과학대)

15:30-15:55

PGT-A: Evidence-based approach

이중엽 (함춘여성의원)

15:55-16:20

Non-invasive embryo selection: niPGT-A and omics

박준철 (계명의대)

16:20-16:35

Discussion

16:35-16:40

폐회사

학술대회 등록 : 학술대회 사전등록은 2021년 10월 26일(화요일)까지입니다.

이정호(대한보조생식학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