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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2010년 6월 15일

• 발행인 대한산부인과학회

학회소식

‘제 43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성료 

(2010.5.28~29, 경주현대호텔)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5월 28일(금)~29일(토) 양일간 경주 현대

호텔에서 ‘제 43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을 개최하 다.

이번 연수강좌에서는 신입 전공의와 4년차 전공의 뿐 아니라 본 학회 

회원 및 관계기관 인사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체태아의학,  

부인종양학, 생식내분비학, 일반부인과학의 4개 분야에 걸쳐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임신 중 감염 및 처치, 폐경기 호르몬 치료의 오해

와 진실 등 강연과 함께 골반염과 유방질환 등의 최신 지견이 발표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연세의대 인요한 교수의 ‘의료를 통해서 본 

북한의 현실’과 서울종합예술학교 신상훈 교수의 ‘유머로 유혹하라’가 

교양강연으로 준비되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인요한 교수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는 낙후된 북한의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1997년부터 북한 

결핵퇴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하고 대북지원사업을 펼쳐오면서 그가 나눈 남다른 경험과 지식은 청중

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한편 연수강좌에 앞서 5월 27일(목)에는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교실 

주임교수 모임’이 개최되었다. 33명의 전국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가 

참석하여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보험수가 등 현재 산부인과가 당면한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 다. 

본 학회 박용원(연세의대) 이사장은 행사를 마친 후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산부인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었고, 주임

교수 모임으로 산부인과 현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고무됐다”

고 밝혔다. 

스피드메탈 그룹 휘모리가 함께한 축하공연에서는 한국적인 색채와 미가 

내재된 ‘휘모리’라는 그룹이름에 걸맞게 한국인 정서에 부합하는 멜로딕 

스피드 메탈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보컬 박지범의 파워풀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무대 다. 본 공연 중간에는 각 학교별로 노래와 연주공연이 

마련되었다. 가톨릭의대 전공의 1년차(김상일 외 8인)는 맘마미아에  

맞추어 신나는 노래와 춤을 준비하 고, 전임 사무총장인 서울의대 박중신 

교수는 전공의들과 함께 ‘날 떠나지마’를 열창하며 멋진 무대를 보여

주었다. 본 학회 학술위원장인 울산의대 김 탁 교수는 아일랜드 민요 

Danny boy에 맞춰 테너색소폰을 연주하 다. 울산의대 전공의 1년차 

조인지 선생은 휘모리의 즉흥 반주에 맞춰 ‘보라빛 향기’를 락버젼으로 

멋지게 소화하 다. 본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은 의미있는 학문적 교류

와 함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성료되었다.

산부인과 전문의(봉직의/개원의)대상 설문지 발송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직시하여 

정책적 대안을 준비하고자 산부인과 전문의 회원(봉직의, 개원의)을   

대상으로 두 차례 걸쳐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많은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응답해 주신 

귀한 정보는 산부인과 관련 정책의 수립과 입안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임을 알려드린다.

대한의사협회 제 53차 전문의고시 우수학회로 대한산부인과학회 선정

(2010.5.18, 대한의사협회 3F 동아홀)

지난 5월 18일(화)에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제 53차 전문의고시 

우수학회 및 우수직원 선정 및 시상식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

53차 전문의자격시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우수학회로 선정되어 본 학회 고시위원장인 아주의대 유희석 교수가 

수상자로 참석하 다.

               (좌측 맨 왼편이 본 학회 고시위원장 유희석 교수)



1) 제 6차 법제위원회 개최

일자: 2010년 5월 14일(금)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외

2) 제 7차 심사위원회 개최

일자: 2010년 5월 17일(월)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사안 5건 심사

3) 제 2차 학술위원회 개최

일자: 2010년 5월 27일(목)

장소: 경주현대호텔 제이드룸

안건: 2010 서울국제심포지움 및 추계학술대회 프로그램 보고 외

4)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모임 개최

일자: 2010년 5월 27일(목) 

장소: 경주 요석궁(한정식당)

참석대상: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안건: 보험수가 등 산부인과 현안 문제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인증을 위한 논문 심사의 기준 안내

   학술지 개선 방향 논의

   학생교과서 소개

5) 제 4차 개원특임위원회 개최

일자: 2010년 6월 1일(화)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개원특임위원회 구성 확대, 요실금 관련

6) 대한병원협회 요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전문위원’ 추천

(2010년 6월 1일(화))

  - 조용균 교수(인제의대), 김재훈 교수(연세의대) 추천

7) 제 3차, 4차 모자보건법 TFT회의 개최

일자: 2010년 5월 17일(월), 6월 1일(화)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협 주최 모자보건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 대한 건 논의

8) 질병관리본부 요청 ‘표준 수혈동의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추천

(2010년 6월 3일(목))

  - 박미혜 교수(이화의대) 추천

9) 보건복지부 주최 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의체 협약식 개최

   - 단체장(박용원 이사장), 실무자 대표(가톨릭의대 안현  교수) 참석

일자: 2010년 6월 4일(금)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International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 
안내 및 지원자격

대한산부인과학회(KSOG), 일본산부인과학회(JSOG), 대만산부인과학회

(TAOG)는 매해 한 나라씩 차례로 International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을 주관하기로 합의하 다. 본 행사는 여성건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미래 산부인과학 분야의 젊은 리더를 양성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순서에 따라 2010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본 행사는 제 15차 서울심포지움과 제 96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동기간에 진행되며 총 20개의 발표 세션이 준비될 예정이다.

주최국인 한국에서 8명, 초청국인 일본과 대만에서 각각 5명의 발표자

가 참석하며 관련분야의 초록발표 및 토론시간을 갖게 된다.(발표와 

토론에 약 10분 소요). 발표가 채택된 초록은 이전에 국내외 타행사에서

발표되거나 출판된 적이 없어야 한다.

- 행 사 일 정 -

The 15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2010.9.30(Thu)~10.1(Fri), Grand Hilton Seoul Hotel-

International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 
 - 2010.10.1(Fri)-

제 96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2010.9.30(목)~10.2(토), 그랜드힐튼서울 호텔-

※ 후보자 명단 추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International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 추천 방법

대한산부인과학회는 International Young Doctors' Exchange Program

관련하여 응시자격과 초록접수기간을 홈페이지(www.ksog.org)에 공지

하고 각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님 및 수련병원 주임과장님께 

2010년도 6월 30일까지 학회 이메일(office@ksog.org)을 통해 추천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학회 사무국 Tel:02-3445-2262, Fax:02-3445-2440) 

 <지원 자격>

 1. 제출마감: 2010년 6월 30일

 2. 제출내용: 추천후보자 성명, 소속, 문초록, 문 CV

   ※ 해당 추천자가 직접 이메일 전송시 반드시 주임교수/주임과장을 

참조로 넣을 것

 3. 초록양식: 초록은 제목과 함께 Objective(s), Methods, Results, 

Conclusions으로 구분하여 문 3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4. 제출방법: e-mail 접수 office@ksog.org

    5. 접수제목: 대학명/병원명- 닥터 프로그램 신청

 6. 공식언어: 어(발표와 토론은 모두 어로 진행됨)

자 격 2010년 10월 참석시 4년차 또는 Fellow 

인 원 총 8인 추천예정



Asia & O ceania Federation of O bstetrics & G ynaecology (AO FO G )
Y S  C hang Award G uideline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연맹(AOFOG)은 본 학회 명예이사장이자 서울의대 명예교수인 장윤석 교수의 이름을 붙인 ‘YS Chang Award’를 제정하

습니다. 본 상은 2011년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 22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연맹 학술대회(AOCOG 2011)를 시작으로 2년마다 있는 매 AOCOG에서 

수여됩니다. AOFOG의 기관지인 JOGR에 게재된 생식내분비 분야의 최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되며 수상자에게는 $3,000의 상금과 Silver Medal이 

수여됩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Description

a. The award shall be given to the lead or principal author of the best article related to Reproductive Endocrinology and Infertility 

(REI) which was published in the official AOFOG Journal of Obstetric and Gynecologic Research (JOGR).

b. The award will be given during the Opening Ceremonies at each AOFOG Congress (to commence in the Taiwan 2011 Congress).

c. There shall be no age limitation of the awardee.

d. Awardee should be within AOFOG member countries.

2. Mechanics

a. The JOGR Editor‐in‐chief and /or his representatives will give a list to the Secretariat of all REI articles published between AOFOG 
congresses. The Secretariat in turn will write to all concerned authors asking for their acknowledgement / consent to be nominated.

b. All the applied materials with reprints are to be reviewed by the Selection Committee organized by the committee chair (JOGR Editor

–in‐Chief) which shall select the 5 best journal articles in REI published just before the year of the biannual congress (for example; 
for 2011 AOFOG congress, among publications from Jan. 2009‐Dec. 2010).

c. From the 5 semi‐finalist papers, the winning paper and senior author shall be selected by a committee made up of the Editor‐in‐Chief 
of the JOGR, REI Committee Chair and a representative of the YS Chang Foundation. 

d. The final decision is reported to the Secretariat, which will then inform the awardee and his / her respective National Society.

3. Conferment

a. The award will commence with the Taiwan 2011 Congress and shall be given during the Opening Ceremonies at each subsequent 

AOFOG Congress.

b. The awardee must receive the Award in person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Congress:

   otherwise cash will go to Educational Fund.

c. The prize includes a certificate signed by the President of AOFOG and the Chairman of Journal Committee, a silver medal and a 

cash award of US$ 3,000. In addition, the congress registration fee is waived for the year of the award.

4. Miscellaneous

a. The cash and related expenses are provided at every congress by the YS Chang Foundation organized within the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KSOG).

b. The AOFOG Secretariat advertises the Y.S. Chang Award to every National Society at the time of announcing the application for SSR‐
YGA.

c. The YSA recipient is not eligible for the Y.S. Chang award at the same time.

d. The Y. S. Chang Award would be conferred only once in the life time.



자궁경부암 예방주간 제정 기자간담회 개최(2010.5.13)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자궁경부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의 중요성

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올해부터 5월 셋째 주를 ‘자궁경부암 예방 주간’

으로 제정해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홍보를 위한 

퍼플리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 다. 본 캠페인의 출발점으로 지난 

5월 13일(목)에는 롯데호텔에서 본 학회 관계자를 주축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주간 제정 기자간담회를 개최하 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의대 

김 탁 교수(학술위원장)가 국내 자궁경부암 발병의 최신동향’이란 발표

를 통해 “자궁경부암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분에 한명 꼴로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백신을 접종받을 경우 70%이상 자궁경부암을 감소시킬 수 있어 국가

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김재원 

교수는 ‘자궁경부암의 예방전략과 여성들의 인식’이란 발표를 통해 우리

나라 여성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60% 이상이 

자궁경부암에 걸릴 것을 우려하면서도 정기검진을 받거나 예방백신을 

접종받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 학회는 이번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퍼플리본을 상징물로 정하 다 퍼플

은 고귀한 색상으로 여성에게 중요한 기관인 자궁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

해보고 자궁경부암 예방노력에 동참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학회는 자궁경부암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자궁경부암 예방주간 기념행사 1 <찾아가는 닥터까페: 일반인 대상>

일시: 2010년 5월 19일(수), 오전 11:00

장소: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행사내용: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산부인과의사 상담부스 운 , 

자궁경부암 책자배포. 자궁경부암 퀴즈 및 이벤트 진행,

전문 바리스타가 무료커피 제공

자궁경부암 예방주간 기념행사 2 <찾아가는 닥터까페: 캠퍼스투어>

일자: 2010년 5월 25일(화)~27(목)

장소: 연세대(25일), 이화여대(26일), 한양대(27일)

행사내용: 전문의 상담, 상담 후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서 작성 

여성건강 및 자궁경부암을 주제로 한 퀴즈 이벤트

자궁경부암 예방 안내 책자 배포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콘서트 <아름다운 동행> 개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을 위한 콘서트 ‘아름다운 동행’이 대전과 김해를 거쳐 지난 5월 31일

(월)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공연에 앞서 본 학회 박용원 이사장은 콘서트 ‘아름다운 동행’은 여성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자궁경부암으로부터 여성을 지키고, 자궁경부암

에 대한 여성의 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궁경부암

은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 다.

본 공연은 세계적인 첼리스트 조 창과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피아니스트 야콥 시즈마로빅, 지휘자 얀 모리츠 온켄 그리고 한국이 

자랑하는 화음쳄버오케스트라가 동참했다. 어렵게 한 자리에 서게 된 

이들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스메타나의 오페라 

<팔려간 신부>의 서곡을 비롯하여 협주곡 중에서 희귀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 오케스트라만의 해석을 엿볼 

수 있는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 그리고 3대 첼로 협주곡 중 하나로 꼽히는

슈만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하 다. 여성들에게 자칫 민감하게 받아들

여질 수 있는 자궁경부암 예방이라는 주제를 음악과 융합하여 자연스럽게

전달했다는 면에서 퍼플리본 캠페인의 취지와 잘 어우러졌다고 할 수 

있겠다.

대한산부인과학회 5월 셋째 주 ‘자궁경부암 예방 주간’ 제정



보험소식

1. 보건복지부 산과 보험수가 인상 논의 진행 보고

(1) 산부인과 산과수가 50% 가산 논의가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 되었으나 근거자료 미비를 이유로 유예됨. 

(2010.5.7)

(2) 경실련의 홈페이지에 무조건적 산과수가 인상 반대 및 농촌 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지부 정책대안 요구 개재됨.(2010.5.17)

(3) 대한산부인과학회 긴급대책보험위 개최(1차 5/18, 2차 5/24)  

   ⋅박용원 이사장, 김상운 사무총장, 이근  보험위원장 이하 보험

위원 및 개원가 원장 회동.

   ⋅대책회의결정사항 

     차기 건정심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출할 '출산인프라 붕괴' 자료를 

작성하여 복지부에 전달함.

     건정심 위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문서작성 후 제출함.

(4) 건정심 회의 재개

   상대가치점수가 올해 7월과 내년 7월 25%씩 인상 결정, 전날 제도

개선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이같은 수가 인상안을 최종 의결함 

(2010.6.2). 전날 오후 2시에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공급자  

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됨. 다만 3년 후인 2013년에 신상대가치 

적용시 정책적 효과(가산수가 유지 여부)를 재논의 하기로 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실금 급여기준 개선 회의 참석

    지난 5월 24일(월)에 본 학회 김상운 사무총장(연세의대)과 대한

비뇨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인 선우재근 교수(순천향의대), 이민석 

원장(소피마르소여성의원), 김석중 원장(연세필산부인과)이 심평원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 가지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중년여성의 

복압성 요실금 환자의 경우 요로역동학검사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 다. 비뇨기과학회 

대표는 “현행 요누출압보다는 높은 수치 즉 150cmH2O든, 180 

cmH2O 든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한 수치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각 전문 단체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 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기준내에서도 요로역동학검사를 시행

하지 않거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환자는 비급여로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또한 보험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

에서 무분별한 요실금 수술을 제어할 수 있는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3. [고시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2010-31호

(개시일 2010.6.1, 질병군 개시일 2010.7.1)

(1) 골반복막절제술 Pelvic peritonectomy⇒자 244 진단적개복술 준용 신설

   ⋅골반복막절제술을 단독 실시 시 자 244 진단적개복술의 소정

점수를 산정함.

(2) 다 246 자기공명 상진단(MRI), 다 335 양전자단층촬 (PET) 세부 

산정기준 

   ⋅일반원칙: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횟수는 현행과 동일함.

   ⋅질병군 진료시 시행된 MRI(PET)는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 외 별도

산정 시 비급여.

(3) 제왕절개분만 질병군(DRG) 청구 시 신생아비용 별도 행위별 수가로 청구

   ⋅기존 제왕절개분만  DRG 청구 시 신생아비용 3% 해당금액 산정 안 삭제

   ⋅산모의 제왕절개분만 DRG 청구와 분리하여 신생아비용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청구함.

4. 제 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0.6.1)에서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입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자연분만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가산’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림. 아울러 동 사항은 시행 3년 후인 

2013년에 개정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가산 유지 여부를 재

논의 할 예정이오니 참고요망.

(1) 상대가치점수 개정사항
(단위: 원)

구 분
초산 경산

현행 2010년 2011년 현행 2010년 2011년

정상분만 296,100 370,120 444,150 240,480 300,600 360,720

유도분만 333,580 416,970 500,370 295,450 369,320 443,180

겸자 또는 

흡입 분만
353,640 442,050 530,460 305,120 381,400 457,680

둔위분만 404,330 505,410 606,500 404,300 505,410 606,500

제왕절개술 

기왕력있는 

질식분만

- - - 559,770 699,710 839,650

조산료 335,650 389,990 444,150 310,570 335,650 360,720

※ 연간 소요재정: 총 570억원 순증(의원급 요양기관 기준)

(2) 시행시기: 2010년 7월: 25% 가산, 2011년 7월: 25% 가산(예정).

행사소식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일시: 2010년 6월 21일(월), 오후 2시

장소: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The 15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일자: 2010년 9월 30일(목)~10월 1일(금)

장소: 그랜드힐튼서울 호텔 컨벤션센타 (홍은동)

제 96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일자: 2010년 9월 30일(목)~10월 2일(토)

장소: 그랜드힐튼서울 호텔 컨벤션센타 (홍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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