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과학회

초록제출 안내

사전등록 안내

초록 제출 마감일 : 2018년 2월 9일(금)

사전등록 마감 : 2018년 2월 23일(금)
평 점 : 미정

제출안내

연회비
납부 회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전공의

2018년 2월 23일 까지

70,000원

90,000원

40,000원

2018년 2월 24일 부터

80,000원

100,000원

50,000원

1. 제출한 초록은 학술위원회의 심사 후 채택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2. Oral presentation I (International Session)에 채택되신 분은 영
어발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문으로 접수한 일부의 초록은 학술위원회 심사 후 Oral
간친회

presentation에서 영어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4. 초록 양식은 대한비과학회 홈페이지 (http://ksrhino.or.kr/work/

30,000원

학술대회

*입금처 : 우리은행 / 1005-602-533808 (예금주 : 대한비과학회)

201803/)에 있으며 모든 발표논문 초록은 원칙적으로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 제출로만 가능합니다.

학회장 오시는 길

문의처
대한비과학회 사무실
상무지구

전화 : 02-3461-9945 / 팩스 : 02-3461-9947
e-mail : rhino@ksrhino.or.kr

상무공원

참가 신청서

▒ 연회비 납부 전문의 ▒ 전문의 ▒ 전공의( 년차)

↙

공항

기아자동차
광주제2공장

광주시청
광주
KBS 5·18
이마트 기념
공원

호남대
쌍촌캠퍼스

광주역→

호남대입구역
운천저수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역
금호지구방면↓

화정초등학교
쌍촌동
일신아파트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관

61958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치평동 1159-2)

성 명

버스노선 _ 일곡 38번, 상무 64번, 518번, 순환01번, 공항버스 1000번

의사면허번호

지하철 _ 김대중컨벤션센터(마륵)역 하차 - 5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
(3분 소요)

병원명

호텔 안내

휴대폰

학술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mail
간친회 참석

▒ 참석

▒ 미참석

학회 홈페이지로 등록 http://www.ksrhino.or.kr/work/201803에서
등록사항 기재한 후 등록자명으로 송금

일 시_

2018년 3월 10 -11일 (토, 일)
장 소_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롯데마트

상무역

참가 신청서 보내실 곳 팩스 : 02-3461-9947
구 분

55th Korean Rhinologic Society Annual Congress

세정아울렛

영산강

제 55차 대한비과학회

제 55차 대한비과학회 춘계 학술대회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60년만에 돌아오는 황금 개띠라

3월 10일(토)

고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진료와 연구 환경에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혜를 모아 주셔서 저희

Convention I
10:00–

Ceremony

올해에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제 55차 대한비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릴 예

10:00–12:00

심포지엄 I (Allergic rhinitis)

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부터는 회원 분들의 참여와 발표기회를 더욱 늘리고,

12:00–12:20

Luncheon Symposium (I)

12:00–13:00

점심식사

13:00–13:30

Special Lecture I (일본비과학회 회장)
Clinical, pathologic and Epstein-Barr virus features of
nasal NK/T cell lymphoma
Yasuaki Harabuchi (Japan)

13:30–14:00

Special Lecture II (태국비과학회 회장)
Thai CPG of acute rhinosinusitis: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with other countries' CPG
Sanguansak Thanaviratananich (Thailand)

제 55차 대한비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성공적으로 잘 마

14:00–14:20

Coffee Break

무리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14:20–15:50

Korea-Japan Conjoint session

올해에도 대한비과학회는 회원님들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늘 경청하며, 변함

15:50–16:10

Coffee Break

16:10–17:40

심포지엄 II (Panel: Chronic Rhinosinusitis)

17:30–20:00

Gala Dinner

대한비과학회가 꾸준히 발전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더욱 심도 있고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시간을 마련
하기 위하여 학술대회를 2일 동안에 걸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구연 발표 연
제를 늘리고, 특히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경우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
여 상세한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흥미로운 증례에 관
한 발표시간도 마련하여 회원 분들께서 환자 진료에 실질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별도로 진행해 오고 있던 전공의 길라잡
이도 프로그램에 함께 구성하여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뜨거
운 배움의 학술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비과학회 춘계학
술대회가 명실공히 대한비과학회를 대표하는 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없이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비과학회 회장 조진희

Convention II

전공의 비과학 길라잡이

전공의 비과학 길라잡이

전공의 비과학 길라잡이

전공의 비과학 길라잡이

3월 11일(일)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햇살 가득 찾아올 2018년 3월, 한 해의 학술활동을 시작

Convention I

하는 이른 봄에, 제 55차 대한비과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전라도 광주로

Convention II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월 10일, 11일 양일간 개최되는 이번 학회에서는

08:30–10:00

Oral presentation I (International session)

Oral presentation II (trainee)

비과학회 회원님들이 흥미를 갖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자

10:00–10:20

Coffee Break

Coffee Break

10:20–11:50

Oral presentation III (PI)

개원의 session I
- Current issues about sleep

번 광주에서 열리는 제 55차 대한비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 회원님들의 많은

11:50–12:10

Luncheon Symposium (II)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의

12:10–13:00

점심식사

정기이사회

13:00–15:00

Oral presentation IV (Interesting Case)

개원의 session II
- Live demonstration & Hands-on course

리를 마련하였으며, 많은 외국 연자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
로 교류함으로서 대한비과학회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비과학회는 회원님들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이

학문적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고 또한, 우리 학회가 국내외로 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으며, 이 기간을 통해 회원님들께서
남도 지역의 문화와 정취를 느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제 55차 대한비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장 임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