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에 대하여 공부하고 더 많은 아가들에게 먹이고자
노력하시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대한모유수유의학회에서는 매 년 춘, 추계로 나누어 더 많은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을 위하여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을 홍보하고 공유하고자 학
술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모유수유의학회(American
Academy of Breast Feeding Medicine)에서 제정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모유수유 지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추어 응용하고자 합니다. 미국 모유수유의학회는 1994년
뜻을 같이 하는 여러 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모여 모유수
유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흔한 의학적 문제에 대처하
는 임상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고 1995
년부터 매년 학술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제적으
로 50개국의 500명 이상의 다양한 전공에 종사하는 의사들
의 모임으로 모유수유에 관하여 세계적인 교육 선두주자로
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1부는 신생아를 중심으로 하였고, 제2부는 수유모를 위한
지침입니다. 모쪼록 귀한 시간을 내어 학술대회에 참여하시
어 지식을 공유해 주신다면 모유수유를 공부하고, 교육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큰 뜻을 가
지고 작은 학회를 운영하는 저희 운영진은 큰 힘을 얻겠습니
다.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바램을 충족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회장 박 재 옥

12:30~13:25

접수/등록

13:25~13:30

개회사                                 
회장 : 박재옥

15:00~15:30 근력이 저하된 영아와 모아동침 시의 모유수유
지침 및 각 종 시술에 동반되는 통증에 대한
모유수유 효과
건국의대 이정화 교수
근력이 저하된 영아에서 모유수유 성공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며, 부모와 함께 자는 것의 장점과 위험 요인들을
모유수유와 연관하여 파악해보고, 의학적 시술 시 영아
가 느끼는 통증에 대한 모유수유의 치료적 영향을 고찰
해봅니다.

제 1 부 신생아를 위한 지침
좌장 : 전남의대 최영륜 교수
경북의대 최병호 교수
13:30~14:00 모유수유 신생아의 저혈당 치료, 보충수유 및
퇴원 시 모유수유 지침
을지의대 윤혜선 교수

15:30~15:45   질의 및 응답
15:45~16:00 Coffee Break

모유수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의 원인, 위험요인,
증상, 일반적인 관리지침 등을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울러 모유수유시 보충수유는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지 또한, 모유수유 신생아가
퇴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2 부 수유모를 위한 지침
좌장 : 울산의대 김 암 교수

14:00~14:30 후기미숙아의 모유수유와 황달관리 지침
인제의대 전가원 교수

16:00~16:30 모유수유 성공을 위한 주산기 유방관리 및
유선염과 유방 울혈의 해결법                                                           
이화의대 김영주 교수

후기미숙아가 겪을 수 있는 모유수유 관련 문제를 예측
하고 관리하여 후기미숙아에게 효율적인 모유수유를 하
면서 탈수, 저혈당, 황달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모유수유의 성공을 위하여 분만 전후에 시행하여야 하
는 사항 들은 무엇이며, 유선염과 유방의 울혈이 있을 때
의 처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4:30~15:00 유축된 모유의 저장과 활용, 구개열 및 알레르기성
직결장염이 있는 경우의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아의
각 종 시술 전 금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신천연합병원 김정은 과장

16:30~17:00 모유 분비 촉진제 및 수유모의 기타 약물 사용
관동의대 한정렬 교수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모유의 적절한
저장과 활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구강내 흡입력 생성
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구개열을 갖고 있는 아기들의 모
유수유 가이드라인 및 완전 모유수유아의 소화기 증상으
로 흔하게 접하는 알러지성 직결장염의 병리기전, 임상
적 접근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시술 등으로 금식해야
하는 경우 아기와 시술의 안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금
식 가이드라인을 소개합니다.

모유분비 촉진제의 유용성, 수유부에서 사용되는 진통
제와 마취제의 안전성 및 위험성, 수유부에게 안전한 항
우울제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약
물에 의존적인 엄마도 모유수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새
로운 정보를 나누고 토론할 것입니다.

  
17:00~17:15

질의 및 응답

17:15

폐회

2013년 제8차
대한모유수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 마감일 : 2013년 6월 8일(토)
당일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www.breastfeedingmedicine.org)를 이용하시거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입금증과 함께 Fax: 032) 621-695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관계로 선착순 200명까지만 등록을 받습니다.
국제 인증 수유상담가-보수교육 인정 점수 획득을 위해 선생님들의 참석
을 IBLCE Asia Pacific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제 인증 번호와 영문 이름, 영
문 소속을 표시해 주십시오.

주제 : 미국 모유수유의학회에서 제안한
모유수유지침의 포괄적 이해

성      명
소       속
회 원 구 분 회원(      ), 비회원(       )
구      분 전문의(       ), 전공의(       ), 간호사(       ) 그  외(       )
면허 번호
인증 번호 :
국제 인증
이름(영문) :
수유전문가
소속(영문) :

지하철 이용
- 한남역 하차 1번 출구 약 7분 소요
- 한강진역 하차(6호선) 2번 출구 약 15분 소요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버스 이용
간선버스(청색)

E -m a i l
입  금  일
송금자명

광역버스(빨강)

등   록  비 우리은행 1002-146-864067 (예금주: 대한모유수유의학회)
지선버스(초록)

등록 및 입회 문의
  대한 모유수유의학회 진장용(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E-mail: iruril@schmc.ac.kr, Fax : 032-621-6950, Tel : 032-621-6722

사전등록
현장등록
입 회 비

순천향대학병원(구 단국대학교) 정류소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이용

등록비 안내
전문의 회원
30,000원
40,000원
-

전문의 비회원 전공의, 간호사, 비의료인
35,000원
20,000원
45,000원
30,000원
50,000원
-

110A, 110B, 140, 142, 144, 402, 407, 408, 420, 421, 470
471, 472
1005-1, 1005-2, 1500, 5000, 5005, 5500, 5500-1,
5500-2, 8100, 8130,   8150, 9000, 9001, 9003, 9401,
5500
6211, 0018, 3011

일시 : 2013년 6월15일(토) 13:25~17:15
장소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동은대강당
평점 : 대한의사협회 3점

병원 주차장 내 주차가능 (무료주차권배부)

대한모유수유의학회
Korean Society of Breastfeeding Medi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