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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아산교육연구관 1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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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기재한 후 등록자명으로 송금
공원

사전등록 마감 2016년 9월 16일 (금)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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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지하주차장
정문

등록비

융합연구관
기숙사

구 분

연회비
납부 회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전공의

사전등록
9월 16일(금) 까지

40,000원

50,000원

20,000원

당일등록
9월 17일(토) 부터

50,000원

60,000원

30,000원

성 명:

중앙주차장

의과대학

2호선 잠실나루역(구 성내역)
ㆍ1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잠현초등학교 건너편 제방길로 이동(10분거리)
ㆍ3번 출구로 나오셔서 대중 교통 이용 버스 4318번 승차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하차

참가신청서
구 분: 회원 전문의 비회원 전문의 전공의 (

교육연구관

년차)

발간 기념 심포지엄
비부비동염 진료 가이드라인 및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2호선 잠실역
ㆍ7번 출구로 나오셔서 대중 교통 이용 버스 4318번 승차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하차

5호선 천호역
의사면허번호:

ㆍ9번 출구로 나오셔서 대중 교통 이용 버스 4318번, 112-5번 승차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하차

병원명:

5호선 강동역

휴대폰:

2016
대한비과학회

일시

2016년 9월 25일 (일) 오전 8시

장 소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아산교육연구관 1층 강당

ㆍ1번 출구로 나오셔서 대중 교통 이용 버스 112-5번 승차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하차

8호선 강동구청역
E-mail:

ㆍ5번 출구로 나오셔서 대중 교통 이용 버스 112-5번 승차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하차

문의처 대한비과학회 사무실 유은정

8호선 몽촌토성역

Tel 02-3461-9945 / Fax 02-3461-9947

ㆍ1번 출구로 나오셔서 대중 교통 이용 버스 4318번 승차 후
서울아산병원에서 하차

E-mail rhino@ksrhino.or.kr
입금처
우리은행 1005-602-533808 (예금주: 대한비과학회)

주최

대한비과학회

THE
KOREAN
RHINOLOGIC
SOCIETY

초대의 글
Program

친애하는 대한비과학회 회원 여러분

08:40-08:50

인사말

이흥만 (대한비과학회 회장)

Session I

좌 장: 동헌종, 백병준

08:50-09:10

비부비동염의 분류 및 진단

김현준 (아주의대)

2005년 발간되었던 비부비동염 치료 가이드라인의 개정판

09:10-09:30

비부비동염의 병태생리

김수환 (가톨릭의대)

을 준비하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비부비동염의 병태생리

09:30-10:00

비부비동염의 약물치료

김선태 (가천의대)

와 치료 방법에 대한 최신 지견을 상세하게 리뷰하여 실제 임

10:00-10:20

부비동 내시경수술 시 환자 선택 및 기본 원칙

김동영 (서울의대)

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

10:20-10:30

Q&A

습니다.

10:30-10:50

Coffee Break

오랜 기간 동안 야심 차게 준비하여 왔던 「비부비동염 진료
가이드라인」과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교과서가 드디어 그
베일을 벗고 발간 기념 심포지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Session II

좌 장: 나기상, 김정수

10:50-11:10

부비동 내시경수술 후 처치

임상철 (전남의대)

11:10-11:30

소아 비부비동염

조재훈 (건국의대)

11:30-11:50

비부비동염의 국내 진료현황 설문조사

박도양 (순천향의대)

또한 이번에 출간되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교과서는
한글로 된 최초의 수면분야 교과서로서 수면 생리 및 수면무호
흡증에 관한 최신 지견들을 총망라하여 수면의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1:50-12:00

Q&A

이번 발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각각

12:00-12:20

Luncheon Symposium

「비부비동염 진료 가이드라인」과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교

12:30-13:30

점심식사 & 대한비과학회 이사회 (제5강의실)

과서의 발간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책의 내용 중 흥미로

Session III

좌 장: 이재서, 홍일희

13:30-13:40

수면의학의 역사

조석현 (한양의대)

13:40-14:10

수면생리의 기초

신현우 (서울의대)

14:10-14:30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기초 (증상, 정의, 해부학, 병태생리, 합병증 등)

조규섭 (부산의대)

책자에 대해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고, 비부비동염과 수면무호

14:30-14:50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진단 (수면다원검사를 중심으로)

박찬순 (가톨릭의대)

흡증에 대한 최신 지견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

14:50-15:00

Q&A

합니다.

15:00-15:20

Coffee Break

운 주제에 대해 직접 저자들의 생생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대한비과학회에서 새로이 발간하는

여러 회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비과학회 회장 이흥만
간행이사 김동영
비부비동염 진료 가이드라인 편찬위원장 백병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편찬위원장 김성완

Session IV

좌 장: 김경래, 김성완

15:20-15:40

상기도 폐쇄의 이비인후과적 평가

김동규 (한림의대)

15:40-16:00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비수술적 치료

정유삼 (울산의대)

16:00-16:20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의 수술적 치료

조형주 (연세의대)

16:20-16:40

소아의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이승훈 (고려의대)

16:40-16:50

Q&A

16:50

대한비과학회 총회 및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