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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안녕하십니까?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이필량입니다.
의료계의 현 실정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산부인과의 현재와 미래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돌파가 쉽지 않은 많은 장벽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벽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은 자칫 우리 학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잃고 방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학회 회칙의 학회 설립 목적에 따라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회는 산부인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회는 모자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회는 회원간의 상호 친목을 장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회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학회는 유능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배출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공의 교육 과정과 수련 환경의 재정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배출된 전문의들을 위한 연수 교육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련, 고시, 학술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오던 활동들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지금, 임신과 출산은 해당하는 각 가정에서는 매우 귀하고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듯이 이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에게는 각종
매체들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많은 의학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전문가로서 좀 더 신뢰에
바탕을 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계몽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과 참여를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간의 상호 친목은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종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통해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만남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식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으로만 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학술대회장이, 연수강좌 시간이 학술적 정보 교환 이외에도 일상과 관계된 보고 들을 거리가 있고, 재충전의 기회가
있는 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친목은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집단은 결국 도태되고 마는 것을 역사에서 우리는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서로 신뢰의 바탕 가운데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화합의 길을 가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산부인과는 의료진의 업무 강도에 비해 매우 낮은 처우를 받아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낮은 의료수가, 잦은 의료분쟁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 등이 대표적으로 우리의 권익을 해치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유래 없는 저출산 현상과 함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전문의가 부족하여 출산 인프라의 붕괴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자긍심마저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대화 창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다 같이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사안 심사 결과의 활용, 학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 학회 발행 학술지인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의
국제화도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부문들입니다. 이것은 학회가 내 · 외부적인 환경 모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학회는 1947년에 창립한 이래로 지난 70여년에 걸쳐 선배님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때마다의 변화는 작아 보였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큰 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책임도 막중함을
느끼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 배의 항해를 저와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건승을 함께 기원합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24대 이사장 이 필 량

학회소식
제105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성료 (2019.9.20-21)
9월 20일(금)~21일(토) 양일간 그랜드힐튼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105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최신 지견 및 이슈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작년에 이어 학술상
수상자의 우수논문 발표가 개회식에 이어 진행되었다. 본 학회 김승철 전임 이사장은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여성건강을 지키기 위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세계산부인과학회(FIGO) 전임
회장인 Chittaranjan N. Purandare 교수를 비롯하여 미국 및 중국 연자의 강의가 마련되었으며, 고위험 HPV 검사에 대한 성명서
및 낙태법 개정 관련 입장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 · 일본 · 대만이 함께 진행하는 J-K-T Joint Conference와 J-K-T
Young Doctors’ Program으로 더욱 뜻 깊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올해 본 학회 명예회원으로 대만의 Tsung-Cheng Kuo 교수가 추대되었으며, 만찬에서는 공로패 증정식 등 여러 분야의 시상식에
이어 보컬, 국악, 밴드 공연으로 활기찬 분위기가 펼쳐졌다. 9월 21일(토)에는 제73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려 각 지역의 대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사업보고와 위원회 활동 보고, 임원진의 퇴임식 및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회장에 백원영 교수(경상의대),
부회장에 송현진 원장(서울여성병원), 한성식 원장(분당제일여성병원), 이사장에 이필량 교수(울산의대), 부이사장에 하충식
원장(한마음창원병원)이 취임하였으며 차기 회장으로 김용봉 교수(한림의대), 차기 이사장에 박중신 교수(서울의대)가 선출되었다.

학술대회의 각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05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시상내역
※ 학술상
분야

수상자(소속)

모체태아의학

정은정(인제의대)

부 인 종 양 학

김미선(차의과학대)

일반부인과학

이사라(울산의대)

※ OGS 최우수 논문상
분야

수상자(소속)

논문제목

모체태아의학

서용수(인제의대)

Effects of 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on the expression of adenosine triphosphatesensitive potassium channels (Kir6.1/SUR2B) in human term pregnant myometrium

부 인 종 양 학

김성민(고려의대)

The comparison of surgical outcomes and learning curves of radical hysterectomy by
laparoscopy and robotic system for cervical cancer: an experience of a single surgeon

생식내분비학

김슬기(서울의대)

The serum estradiol/oocyte ratio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undergoing ovarian
stimulation with letrozole and gonadotropins

일반부인과학

원영빈(연세의대)

In-bag power morcellation technique in single-port laparoscopic myomectomy

※ 최우수 구연상
분야

수상자(소속)

논문제목

모체태아의학

심재영(고려의대)

The effect of maternal preeclampsia on brain in offspring: basic and clinical aspect

부 인 종 양 학

김영임(서울의대)

Impact of laparoscopic radical hysterectomy on survival outcome in patients with FIGO
stage IB cervical cancer: A matching study of two institutional hospitals in Korea

생식내분비학

원영빈(연세의대)

In vitro and in vivo reproductive hormone secretion via microfluidic ovary-on-a-chip
platform using engineered follicles

일반부인과학

이슬기(경희의대)

Fisetin induces apoptosis in uterine leiomyomas through multiple pathways

※ 최우수 포스터상
분야

수상자(소속)

논문제목

모체태아의학

이영주(부산의대)

부 인 종 양 학

윤현지(가톨릭의대)

Lymphovenous anastomosis for the treatment of lower extremity lymphedema in
patients with gynecologic malignancy

생식내분비학

이유정(가천의대)

Obstetric and perinatal outcomes of pregnancies according to initial maternal serum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concentrations after cryopreserved thawing embryo
transfer

일반부인과학

홍지연(가톨릭의대)

Hobnail-like shallow Electrosurgical Excision Prosedure(HEEP) for the treatment of HSIL
: prevention of IIOC

Dysregulation of steroid hormone mechanism in vivo/vitro Preeclampsia models

※ OGS Best Associate Editor 상
분야

수상자(소속)

모체태아의학

황한성(건국의대)

부 인 종 양 학

이택상(서울의대)

생식내분비학

박현태(고려의대)

일반부인과학

이은주(중앙의대)

※ OGS Best Reviewer 상
구분

수상자(소속)

국

내

권지영(가톨릭의대), 김 훈(서울의대), 나성훈(강원의대), 배상욱(연세의대), 설현주 (경희의대),
안기훈(고려의대), 윤보현(연세의대), 이지연(차의과학대), 정진훈(차의과학대), 조문경(전남의대),
주종길(부산의대), 채희동(울산의대), 최성진(연세원주의대)

국

외

Gabriele Tonni(Guastalla Civil Hospital) 외 16인

The 24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개최 (2019.9.21)
9월 21일(토)에 그랜드힐튼서울 컨벤션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제24차 서울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김세광 전임 회장과
김승철 전임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6년 동안 세계 유수의 석학과 함께 여성건강 증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본 행사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OFOG 세션에서는 AOFOG 편집위원장 Kiyoko Kato 교수,
Urogynecology 위원장 Ching-Hung Hsieh 교수, 고려의대 안기훈 교수의 강의가 마련되었다. 분야별 세션에서는 두 개의 파트를
하나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Maternal-Fetal Medicine과 Gynecologic Oncology, Reproductive Endocrinology와 General
Gynecology를 다양한 나라의 연자들이 참석자들과 함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인 합동 워크숍 개최 (2019.9.21)
편집인 합동 워크숍(OGS-JGO-CERM-JMM)이 9월
21일(토), 그랜드힐튼서울호텔 플라밍고에서 개최되었다.
각 저널의 편집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워크숍은
강의와 토의로 세션을 나누어 진행되었다. 김수영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교육연수위원장의 Data
sharing policy 강의를 시작으로 인포루미 조혜민 대표의
Data sharing 저장과 인용방법, 허선 JEEHP 편집위원장의
MEDLINE 등재 신청 주의사항에 대한 강의가 이어져
편집인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강의
종료 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각 저널의 대표 1인이 저널간의
협력 방안 제안을 토의하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보험소식
1. 8월
 28일(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정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분만실
유지비, 분만전 감시료, 신생아 입원실 등 몇 가지 항목을 개선하거나 신설하여 분만과 관련이 있는 전체적인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향후 분만 전 감시료의 시간 세분화 산정, 분만 대기실의 낮병동 수가 개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인상 및 분만실 유지비 지원에 대한 검토를 지속할 계획이다. 다음 간담회는 11월 6일(수)로 예정되어 있으며, 더 나은 분만
환경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행사소식
제62차 산부인과 전공의 연수강좌

The 72nd Annual Congress of JSOG

일자: 2020.1.5(일)
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일자: 2020.4.23(목)-26(일)
장소: Tokyo International Forum, Tokyo, Japan

The 59th Annual Congress of TAOG
일자: 2020.2.22(토)-23(일)
장소: Taipei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Taipei, Taiwan

제63차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시험 안내
주최

일정

내용

2019. 11. 5(화) 10:00
~ 19(화) 17:00

응시자 정보 입력 및
응시원서 구매

대한의학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관리 홈페이지

대한산부인과학회

2019.11. 5.(화) ~ 15(금)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심사목록표 및 OGS
게재예정증명서 제출

members@ksog.org 로 접수

대한산부인과학회

2019. 11. 18(월)~ 22(금)

학회 서류 제출

대한산부인과학회 사무국

대한산부인과학회

2020. 1. 5(일)

전공의 연수강좌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

대한의학회

2020. 1. 14(화) ~ 2. 10(월)

수험표 출력

대한의학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관리 홈페이지

대한의학회

2020. 2. 3(월) 09:00

1차 시험

삼육대학교, 삼육중고등학교

대한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2020. 2. 6(목) 14:00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대한의학회 및 대한산부인과학회
홈페이지

대한산부인과학회

2020. 2. 10(월) 10:00

2차 시험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대한의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2020. 2. 17(월) 14:00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대한의학회 및 대한산부인과학회
홈페이지

대한의학회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최
제2차 임시 상임이사회

제3차 낙태법특별위원회

일시: 2019.7.22(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동아일보 광고관련 추경예산 검토 외

일시: 2019.8.20(화) 오후 7시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낙태 허용시기 및 사유 등 세부사항 논의

제1차 분만인프라재건TFT

제7차 수련위원회

일시: 2019.7.31(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분만 연동제 전략 논의

일시: 2019.8.21(수)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2020년도 전공의 정원 학회안 결정

제3차 의료분쟁조정법TFT

제6차 상임이사회

일시: 2019.8.1(목)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복지부 수정안
검토

일시: 2019.8.22(목)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산부인과 주요현안 논의 외

제2차 Position Statement Writing TFT

일시: 2019.8.27(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역량

중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개정안 분과별
논의

일시: 2019.8.6(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High-risk

human papillomavirus test as primary
screening for cervical cancer 입장문 검토
제7차 학술TFT
일시: 2019.8.8(목)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제105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발표자 및 학술상
수상자 검토/선정 외
제3차 학술위원회
일시: 2019.8.12(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제105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발표자 및 학술상
수상자 인준 외
제2차 재정위원회
일시: 2019.8.14(수)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2019년도 결산보고 및 2020년도 예산보고
제19차 심사위원회
일시: 2019.8.19(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의료사안 검토
제2차 분만인프라재건TFT
일시: 2019.8.19(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분만 연동제 전략 논의

제7차 수련제도발전TFT

제12차 편집위원회
일시: 2019.9.2(월)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OGS 9월호 목차 및 수상자 선정
2019년 명예회장/명예이사장 회의
일시: 2019.9.3(화) 오후 5시
장소: JW메리어트호텔 살롱1
안건: 학회 회원 및 사업현황 보고 외
2019년 전체이사회
일시: 2019.9.3(화) 오후 6시
장소: JW메리어트호텔 살롱2,3
안건: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예산 보고 외
제4차 낙태법특별위원회
일시: 2019.9.6(금) 오후 7시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보험 적용 및 동의여부 등 세부사항 논의
제1차 AOFOG소위원회
일시: 2019.10.24(목) 오후 6시 30분
장소: 학회 사무국
안건: AOFOG Congress 2023 bidding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