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교수 임상연수
- 난(불)임 연수 - 주 제 : 난(불)임 치료의 최신지견 습득을 위한 난(불)임 임상 연수
- 일 시 : 2018. 6. 28. (목). 10:00 – 17:00pm
- 장 소 : 성광의료재단 차 여성의원 (서울역 난임센터)
- 프로그램(안)
시간

내용

강사

10:00-10:05

연수개회 및 환영사

병원측

10:05-10:10

답례사

학회측

10:10-10:30

참여자 자기소개 및 기대 나누기 (Ice break time), 기념사진 촬영

연수
참여자

10:30-11:20

여성 난임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해 및 최신지견

산부인과
김유신

강당

11:30-12:20

[현장 연수] 수술실 및 시험관아기 시술과정 Observation (A+B팀)

간호

수술실

12:30-13:30

점심 식사 후 조별로 센터방문

13:30~14:20

Socio Bio Banking 및 가임력 보존의 최신지견

산부인과
김자연

강당

14:30~15:10

시험관 시술 과정의 이해

간호

강당

A팀 (5명)

B팀 (5명)

◈ 난임센터 외래 및 특수 검사실 방문

14:30-15:30
[현장 연수]

15:30-15:40

- 난임센터 외래 견학
- 상담실 업무 안내
- 시술과정 설명 및 과배란 약제 자가
처치 안내
- 산전관리실 안내: 산모등록. 임신
주수별 검사설명
- 초음파실 견학
- 특수검사실: 정자 Collection 과정 등
특수 검사실 업무 설명

장소

외래
상담실
수술실
연구실
특수검사실
유전학연구
실

◈ 체외수정실 및 유전학연구실 방문
- 무균실 관리 현황 및 부서 설명
- 난자 정자 수정과정
- 보조 시술 과정
- 배아 모니터링 시스템
- 유전학 연구실: 유전질환 검사 방법
등 부서 업무 설명

장소이동
◈ 난임센터 외래 및 특수 검사실 방문
- 난임센터 외래 견학
- 상담실 업무 안내
- 무균실 관리 현황및 부서 설명
- 시술과정 설명 및 과배란 약제 자가
- 난자 정자 수정과정
처치 안내
- 보조 시술 과정
- 산전관리실 안내: 산모등록. 임신
- 배아 모니터링 시스템
주수별 검사설명
- 유전학 연구실: 유전질환 검사 방법 등
- 초음파실 견학
부서 업무 설명
- 특수검사실: 정자 Collection과정 등
특수 검사실 업무 설명

외래
상담실
수술실
연구실
특수검사실
유전학연구
실

◈ 체외수정실 및 유전학연구실 방문

15:40-16:40
[현장 연수]

16:40– 17:00

전체토의 및 평가, 수료식

● 시간과 일정, 프로그램의 내용 등은 병원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교육위원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교수 임상연수
- 산과 연수 - 주 제 : 산과 치료의 최신지견 습득을 위한 산과 임상연수
- 일 시 : 2018. 6. 28. (목). 10:00 – 17:00pm
- 장 소 : 강남 차병원

- 프로그램(안)
시간

내용

강사

10:00-10:05

연수개회 및 환영사

병원측

10:05-10:10

답례사

학회측

10:10-10:20

참여자 자기소개 및 기대 나누기 (Ice break time)

연수참여자

10:20-11:50
(90분)

임산부의 산전관리를 위한 임상실무가이드라인 및 최신지견

산부인과
김수현

11:50-12:00

장소이동

12:00-12:30
(30분)

[현장 연수] 자연주의 출산 tour

12:30-13:30

점심식사

13:30~14:30
(60분)

산전유전 진단 방법

14:30-15:30
[현장 연수]

15:30-15:40

B팀 (5명)

◈ 산부인과 외래 방문

◈ 분만실 방문

- 산과, 부인과 외래 견학
- 분만실 견학
- 산과, 부인과 초진 안내:
- 산부관리 프로토콜 설명
기록, 하이차트, 산모수첩
- 입원, 검사, 처치, 투약,
- 산전관리실: 업무 소개 [V/S, 분만진행, 분만 및 신생아 처치,
체중, 소변검사, NST]
회복 등 설명 및 실습 [NST,
- 임신주수별 검사 설명
Amnisure test, 등 다양한
정밀초음파 견학
분만방법, 최신 기계 등]

16:40–

17:00

강당

분만실/
산과외래
초음파실

장소 이동

◈ 분만실 방문

15:40-16:40
[현장 연수]

강당

자연주의
출산실
산부인과
차동현

A팀 (5명)

장소

◈ 산부인과 외래 방문

- 분만실 견학
- 산과, 부인과 외래 견학
- 산부관리 프로토콜 설명
- 산과, 부인과 초진 안내- 기록,
- 입원, 검사, 처치, 투약,
하이차트, 산모수첩
분만진행, 분만 및 신생아 처치, - 산전관리실-업무 소개 [V/S,
회복 등 설명 및 실습 [NST, 체중, 소변검사, NST]
Amnisure test, 등 다양한
- 임신주수별 검사 설명
분만방법, 최신 기계 등]
정밀초음파 견학

전체토의 및 평가, 수료식

●모든 시간과 일정, 프로그램의 내용 등은 병원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음

분만실/
산과외래
초음파실

교육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