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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대한모유수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8년 6월 2일(토) 08:55~12:25

장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6층 TBL실
평점: 대한의사협회 3점

초대합니다.
출산 후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모유 수유에 대한 것일 겁니다. 신생아 및 영아들에게 모유가 최상의
음식임을 알고 있어도, 모우수유 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제1부에서는 모유수유
시에 접하는 문제점으로 혈변을 보는 경우와 체중 증가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다태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신생아 중 다태아의
비중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다태아는 조기분만과 저체중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제2부에서는 다태아 모유수유 성공을 위한 의사의 역할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다태아 모유 먹이기에 대해 다루며, 다태아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엄마를 모시고 실제 경험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지견을 소개드리고자 모유수유를 하는 아이에서 예방접종 시 효과 및 주의사항,
수유하는 엄마의 접종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모유를 먹이는 일은 장차 나라의 기둥인 미래의 주인공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바탕입니다. 모유의 가치와
귀함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회장

김애란

프로그램
08:30~08:55

접수/등록

08:55~09:00

개회사

김애란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회장)

Topic 1: Problem Solving in Breastfeeding

좌장: 김용주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09:00~09:30

혈변을 보는 모유수유아의 해결

양혜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09:30~10:00

체중이 적게 나가는 모유수유아의 영양 관리

이대용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Topic 2: Main Topic

좌장: 신손문 (단국의대 제일병원 소아청소년과)

10:00~10:30

다태아 모유 먹이기 - 의사의 역할

김희범 (구미 쉬즈산부인과)

10:30~11:00

신생아중환자실 다태아 모유 먹이기

김지숙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11:00~11:20

Coffee Break

11:20~11:30

다태아 모유수유 경험 소개

11:30~11:50

다태아 모유수유에 성공을 하려면? - 패널 토의

박기남 (강동경희대병원 병리과)

Topic 3: Scientific Evidence in Breastfeeding
11:50~12:20

모유수유 시 예방접종 관련 고려할 사항

이현주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12:20~12:25

폐회사

김애란 (대한모유수유의학회 회장)

등록안내
●

사전등록 마감일: 2018년 5월 30일(수)

●

당일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사전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전등록은

홈페이지(www.breastfeedingmedicine.org)를 이용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전등록시 입금자와 실제 입금자가 동일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회원은 입회비를 내신 정회원을 의미하며, 홈페이지 가입은 학회등록을 위한 편의상의 절차입니다.

●

입회 문의
정성훈(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E-mail:pedc@hanmail.net

●

등록 문의
모유수유의학회 사무실/E-mail:syha@amc.seoul.kr, Tel:02-3010-3390

●

제14차 대한모유수유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를 위한 모유수유 지침서’를 드릴 예정입니다.

●

등록비 안내
전문의 회원

전문의 비회원

전공의, 간호사, 비의료인

사전등록

40,000원

45,000원

30,000원

현장등록

50,000원

55,000원

40,000원

입회비

-

50,000원

-

KEB하나은행 254-910014-16204, 예금주: 대한모유수유의학회

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②번 출구
-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선 왕십리역 ⑥번출구
- 지하철 분당선 ⑬번 출구

●

버 스 이용

- 간선버스(청록) 121, 302
- 지선버스(초록) 2012, 2014, 2016,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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