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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0년 12월 15일

• 발행인 대한산부인과학회

학회소식

대한산부인과학회 제 44차 산부인과 전공의 연수강좌 성료

지난 2010년 12월 3일(금) 연세의료원 종합관 337호(신촌세브란스

병원 內)에서 제 44차 전공의 연수강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총 

128명(전공의 110명, 전문의 18명)의 회원이 참석한 본 연수강좌는 

Obstetric Ultrasound, Gynecologic Imaging, Pathology의 세 가지 

세션으로 크게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인 Obstetric 

Ultrasound에서는 연세의대 김영한 교수가 Review of Obstetric 

Ultrasound I (Head &neck, NT measurement, G-U tract, Ectopic 

pregnancy, Doppler & placenta), 울산의대 원혜성 교수가 Review 

of Obstetric Ultrasound II (Heart & thorax, G-I & skeletal system, 

Chromosomal abnormality syndromes)라는 제목으로 강의

하였다. 두 번째 세션인 Gynecologic Imaging에서는 울산의대 

최혁재 교수가 Imaging of Gynecologic Disease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마지막 Pathology 세션에서는 충남의대 서광선 교수와 

관동의대 홍성란 교수가 ‘Pathologic Review of Female Genital 

Tract Disease’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전공의는 물론 산부

인과 전문의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지 투고규정 변경의 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학술지의 국제화 및 질적 성장을 위하여 2011년 

1월부터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부터 변경된 투고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본 학회는 학술지 SCI(E) 등재를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국문투고규정의 개선과 함께 영문투고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표지 및 로고 디자인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2010

년 12월 이전에 원고를 투고하신 회원님께서 2011년 1월 이후 원고

를 게재할 경우 변경된 투고규정에 따라 게재가 허가된 원고의 최종

본을 업로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ksog.org) 및 대한산부인과

학회지 논문투고 웹사이트(journal.ksog.org) 공지사항 참조요망)

제 12차 심사위원회

일시: 2010년 11월 15일(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사안 심사

제 1차 요실금 TFT
일시: 2010년 11월 16일(화) 오후 7시

장소: 티원(서울역사 內)

안건: 요실금 관련 산부인과 개선안 마련

제 11차 법제위원회

일시: 2010년 11월 19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줄기세포 치료 관련 의견 조회의 건

제 8차 보험위원회 

일시: 2010년 11월 22일(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허가범위초과의약품 OFF label 관련 산부인과 회원 의견수렴

제 5차 학술 TFT
일시: 2010년 11월 29일(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제 45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연자, 연제 선정의 건

제 5차 정책위원회

일시: 2010년 12월 1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세부전문학회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초안 마련의 건

제 12차 법제위원회

일시: 2010년 12월 6일(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한일관

안건: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인증을 위한 논문심사의 기준 안내

2012년도 제 55회 전문의고시 응시자격을 위한 논문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012년도 제 55회 산부인과 전문의

고시에 응시할 예정인 응시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이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55회 전문의고시 응시자부터는 제출된 논문 중 적어도 한 편이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또는 Journal of Women's Medicine에 

반드시 제 1저자로 게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당해연도 5월 31일 이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2011년도 5월 31일 이후에 대한산부인

과학회지 또는 Journal of Women's Medicine에 접수된 논문은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취득에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원고

접수마감일은 대한산부인과학회지와 Journal of Women's Medicine에만 해당됨).

전문의고시 응시서류 중 논문은 별책을 접수하고, 불가피하게 11월 이후 게재될 논문의 경우 간행학회에서 공식 발행(서명-날인)한 

게재예정증명서와 게재예정 원고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게재예정 논문은 사후 추적을 통해 게재여부를 확인하며, 논문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자, 교신저자 및 지도전문의의 향후 논문 게재가 제한되며, 소속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에 불이익이 가해짐).

※ 산부인과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인증을 위한 논문심사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효력은 2012년도 제 55회 

전문의고시에 발생함.

산부인과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인증을 위해서는 수련과정 시작 후 다음 학술지에 발간된 세 편의 논문 별책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논문 중 적어도 한 편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또는 Journal of Women's Medicine에 반드시 제 1저자로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

1.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인증을 위해서는 수련과정 시작 후 아래 학술지에 발간된 세 편의 논문 별책을 제출해야 한다. 

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나) Journal of Women's Medicine

다) SCI(E)에 등재된 학술지

라)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마)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바) KoreaMed에 등재된 학술지

사)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인정한 학술지

-대한골다공증학회지                     -대한골대사학회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지         -대한비뇨부인과학회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지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지

-대한생식의학회지                       -대한주산의학회지

-대한태아의학회지                       -대한폐경학회지

아) 이외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에서 심사 후 결정하며, 위의 기준에 해당 없는 대학교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인정되지 않음

2. 제출된 논문 중 적어도 한 편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또는 Journal of Women's Medicine에 제 1저자로 작성된 논문이어야 한다.

3. 게재예정인 논문의 경우 간행학회에서 공식 발행(서명-날인)한 게재예정증명서와 게재예정 원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대한산부인과

학회지 및 Journal of Women's Medicine의 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은 해당연도 5월 31일 이전에 접수되어 게재허가 받은 논문에 한함).

2012년도 제 55회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인증을 위한 논문 심사의 기준



제 9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일간 춘천에서 제 9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가 개최되었으며 세부전문의 제도,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

선방향, 진료지침 개발, 장애평가 기준소개, 건강정보 심의인증 사

업,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제 33차 의협종합학술대회

(2011년 5월 13일~15일, 그랜드힐튼호텔) 소개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세부전문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의학회는 2001년 12월 11일 “세부

전문의제도 인증제”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자격 

인정”은 각 학회 소관이며 모학회의 인정이 없는 세부전문의 제도의 

난립은 불허한다는 의학회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총 12개

(수부외과, 중환자의학, 외상외과, 소아청소년과 관련 분과 9개)의 

세부 전문과목이 인증 되었다. 

전공의 교육개선 방향에 관해서는 인턴제도 폐지 및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안이 논의되었고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가 토의되었다.

임상진료지침과 관련해서는 임상진료지침정보센터(KoMGI: Korean 

Medical  Guideline Information Center; www.guideline.or.kr)가 

소개 되었고 학회 주도의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개발된 진료 지침의 

등록을 촉구하였다.

또한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료법은 아직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약협회 공정경

쟁규약은 이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될 예정이다. “제약협회 공정경

재규약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경재규약심의위원회(11명)의 구성원

을 의료계는 3명으로 증원하고 각 학술대회의 자체분담금(각 학회

의 자체 분담금)을 25%이상으로 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또한 각 

회원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가장 먼저 의학회의 “학술활

동지원심사위원회”에 학술대회 지원요청서(학술대회 계획과 예산

안 등)를 제출해야 한다. 의학회의 학술활동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제

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 지원요청서 심사결과를 통

보하면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는 기부자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이 결과에 따라 제약회사가 각 회원학회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형식

이다. 중요한 점은 각 학회의 자체 분담금이 학술대회 개최비용의 

25%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각 학회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Asian-Pacific Society for Infections in Gynecology and 
Obstetrics (APSIGO) 창립 회의
(2010년 11월 19~21일, 싱가폴 Mandarin Oriental Hotel)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산부인과영역에서의 감염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진료 및 정책수립을 위한 단체가 될 APSIGO가 

처음으로 창립이 되었다. 아시아 태평양의 27개 국가의 대표가 지난 

11월 19일부터 3일간 모여 각국의 감염질환에 대한 상황을 보고

하였고 APSIGO 창립을 위한 모임을 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감염질환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를 시행할 계획

이다. 한국에서는 김용만(서울아산병원) 교수와 김상운 대한산부인

과학회 사무총장(연세의대)이 참석하여 한국의 부인과영역에서의 

감염질환에 대한 현황 보고와 HPV와 자궁경부암에 대한 한국의 

현황을 보고하였다. APSIGO 초대 회장으로는 Walfrido Sumpaico 

(필리핀)가 선출되었고 부회장으로는 인도의 Kurian Joseph이 

선출되었으며 학술위원회의 한국대표는 김상운 사무총장이 선출되

었다. 임기는 2년이고 첫 학술대회는 Sebu에서 2011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의료인을 위한 ‘임산부의 약물 상담지침’ 발행의 건

임신부의 약물노출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기형에 대

한 우려로 심하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노출된 대부분의 

약물이 기형과 상관없음에도 임신중절을 선택하게 한다. 수유부의 

경우 약물에 노출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약물에 대한 우려로 수유를 

중단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수유를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 

임산부에게 의료인들의 적절한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

이에 보건복지부 가족건강과와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는 

의료진들의 임산부 상담 시 필요한 약물정보와 올바른 상담정보를 

담은 ‘임산부의 약물상담 지침서’를 개발하였으며 전국의 산부인과와 

소아과로 문서와 이메일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대한산부인과

학회 회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보험소식

1. 심평원 및 의협의 의약품재평가사업 중 골다공증치료제 성분군

(엘 카 토닌, Ipriflavone, Menaratrenon, Oxymetholone) 중 

참고문헌근거가 부족한 4개의 성분군에 대한 임상의학적 필요

성을 검토함. 

2. 한국보건의료원 및 의협의 신의료기술 관련 명칭 중 ‘로봇’ 관련 

용어정의 등을 검토함. 로봇이라 통칭되는 각종 기구 대한 용

어 설명을 하였으며 ZEUS 및 da Vinci만을 로봇으로 정의하

고, 나머지는 기계(instrument)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함을 회

신함.

3. 허가범위초과의약품 OFF label 전체 산부인과회원 의견 수렴

하였는데 트렉토실 3회 이상 사용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 관련 

적절한 참고문헌이 검색되는 대로 상정할 예정임. 

4. 1차 작업한 한국형행위정의작업(KCPT)에 대해서 12월 2일 

전문가 상호검증회의를 통해 개정 수술유형행위의 시술중 시간을 

최종 논의하고 결정함. 

5. 한국형행위정의작업(KCPT)의 연장으로 처치, 검사 관련 42개 

항목 작성하여 12월 10일 의협에 제출함.

6. 산부인과 의료행위 중 신설 및 재분류가 필요한 항목을 전체 

산부인과회원의 의견을 1차 수렴하였으며 12월 17일 9차 보험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행사소식

TAOG 2011 Annual Meeting 

일자: 2011년 3월 12일(토)~13일(일)

장소: Grand Hi-Lai Hotel, Kaohsiung, Taiwan

The 63rd Annual Congress of JSOG

일자: 2011년 4월 15일(금)~17일(일)

장소: Osaka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Japan

제 45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일자: 2011년 5월 20일(금)~21일(토)

장소: 경주 현대호텔

The XXII Asian & Oceanic Congress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OCOG 2011) 

일자: 2011년 9월 23일(금)~27일(화)

장소: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Taipei, Taiwan

The 16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및 제 97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일자: 2011년 9월 29일(목)~10월 1일(토)

장소: 그랜드힐튼호텔(홍은동 소재),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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