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부산대학교-부울경지부회

부산대학교-부울경지부회

부비동 내시경

부비동 내시경

해부실습 심포지엄

해부실습 심포지엄

참가 및 신청 방법

참가 등록 신청서

참가비
2018년 부산대학교-부울경지부회
부비동 내시경 해부실습 심포지엄

성명

강의 및 해부 실습 60,000원
(단, 부산대학교 전공의 50,000원)
해부 실습은 3, 4년차 전공의로 제한되
며, 부울경지부회 병원 전공의 선착순 20명
을 우선시합니다. 단, 이외 전공의의 참관
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소속
전공의

년차

면허번호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부실습실 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일제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5점 (단, 서명시간에 따라 교육이수평점
이 달라짐)

E-mail

연락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국
Tel 055-360-2132 Fax 055-360-2162
E-mail baskie23@naver.com

본인은 해부실습 참여 시,
시신을 기증해 주신 고인 및
유가족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성명

서명

부산대학교-부울경지부회

부비동 내시경
해부실습 심포지엄

■ “시체해부

전공의 연수 평점

전화번호

2018년

참가신청은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2018년 3월 24일 (토)
강

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본원 4층 세미나실

해부실습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해부실습실

계좌번호
농협 301-0092-5421-11
예금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울경지부회

해부학교실

서명날짜

주 관┃부산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 부울경지부회
협 찬┃Karl Storz (H-brothers), Medtronic (문무메디칼), 한화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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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초대의 글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
다. 가정과 직장 생활 모두 평
안하시길 바라며, 부산대학교
-부울경지부회에서 주최하는
부비동 내시경 해부실습 심포
지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본 심포지엄은 그 동안 비과 카데바 실습이란
이름으로 몇 몇 병원 전공의가 모여서 진행하
던 것을 작년부터 부울경지부회와 공동 주관으
로 부산대학교-부울경지부회 부비동 내시경
해부실습 심포지엄 형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
다. 이를 통해 부산 및 경남의 여러 병원 전공
의가 참석하여 이전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참석 병원 수를 더 늘려 양적으로도 성장하며,
질적으로도 부비동 내시경 수술에 경험이 많으
신 부울경지부회 비과 교수님, 과장님 및 평소
궁금했던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님도 모시고 동
영상 강의 및 심화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

Session III: 비과 심화 술기 강의

Session I: 부비동 내시경 기본 술기 강의

안녕하십니까?

노환중

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본원 4층 세미나실

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본원 4층 세미나실

좌장: 동아대학교병원 배우용

좌장: 부산백병원 박성국

섭
07:30-07:45

Middle & inferior meatal antrostomy, Caldwell-Lu
부산성모병원 김영준

c approach
07:45-08:00

13:00-13:30

Luncheon symposium (Sponsored by 한화제약)

13:30-13:50

Genioglossus advancement for sleep surgery in
perspective of Oral & Maxillofacial surgeon

Ant. & post. Ethmoidectomy

동아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철훈

메리놀병원 정태영
08:00-08:15

Frontal sinusotomy, Endoscopic modified Lothr-

Endoscopic management of maxillofacial trauma

14:10-14:30

Endoscopic approach for sinonasal tumor

14:30

Adjourn

고신대학교병원 권재환

해운대백병원 김용완

op operation
08:15-08:35

13:50-14:10

Sphenoidotomy, Endoscopic transsphenoid appr-

부산대학교병원 조규섭

oach & Osteotomies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문수진
08:35-08:40

Q&A

08:40-09:00

실습실로 이동 및 실습 준비

오시는 길

Session II: Cadaver dissection 실습
장소: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해부실습실

09:00-10:20

부비동 내시경 수술 1조 실습

10:20-10:40

Tutor advanced surgery

10:40-12:00

부비동 내시경 수술 2조 실습

12:00-12:20

Tutor advanced surgery

12:20-12:40

기념 촬영 및 정리, 이동

(실습은 카데바 한 구 당 한 콧구멍 사용이 원칙이며 2인 1조로 진행
합니다)

Cadaver dissection tutors:
부산대학교병원 조규섭,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문수진,
고신대학교병원 권재환,
동아대학교병원
해운대백병원
메리놀병원 박태정
부산성모병원

김성동
김순구
김주연
배우용
김용완
정태영
김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