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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
면허번호
전화번호
E-mail

부산대학교병원 E동 지하 1층 세미나실

연수 평점
전공의 1점 / 전문의, 개원의 3점
참가등록비는 없습니다
(단, 서명시간에 따라 교육이수평점이 달라짐)

연락처
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국
Tel 051-240-7335, 7336
Fax 051-246-8668
E-mail Cross_lette@hanmail.net (이근익)
ckssmj@hanmail.net (조규섭)
참가신청은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식사 준비 관계로 10월 26일(금)까지 사전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14:00~18:00
장소: 부산대학교병원
E동 지하 1층 세미나실
주

관; 부울경 비과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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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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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부울경 지부회 회원 여러분께,

13:40

등록

14:00-14:05

축사 및 개회사

14:05-14:20

연수보고

진행: 정용기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권재환 교수 (부울경 비과포럼 회장, 고신대병원)

Session I
2017년 제1회 부울경 비과 심포
지엄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2018년 제2회 부울경 비과 심포
지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호평을 받은 바와 같이 증례 발
표를 통해서 수술이나 진료 중 잘못된 것, 실패
한 것, 어려운 점 등을 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실패담, 경험을 공
유하여 우리들의 지식을 넓히고 또 우리의 후
배들이 이런 쓰라린 경험을 다시는 겪지 않도
록 하고자 합니다. 특강은 김동영, 김효열 두 분
의 외부 연자를 모셔서 각자 분야의 최신 지견,
최고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마
지막으로 패널 토론 시간에는 최근 이비인후과
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수면 무호흡증의
검사 및 양압기 처방, 수술 등에 대한 각자의 경
험,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
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심포
지엄이 연자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끼고 진료
현장에 바로 도움이 되며 한자리에 모여 학술
과 함께 침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
면 합니다. 아무쪼록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4:20-15:40

이태훈 교수 (울산대학교병원)

좌장: 권재환 교수 (고신대학교병원)
치료 실패 증례에 대한 고백 I
전두동에서 발생한 반전성 유두종

김용완 (해운대백병원)

소아에서 안와 합병증을 동반한 급성부비동염의 재수술

주연희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수면무호흡증으로 수술 시행한 환자에서 발생한 구강 내 이물감

문수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극심한 안면통을 호소하는 빈코증후군 환자

김주연 (고신대학교병원)

15:20-15:40

Key Lecture I-Septoplasty; Concepts and personal technique

김효열 (삼성서울병원)

15:40-16:00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박성국 교수 (인제대학교병원)

16:00-16:20

Key lecture II- Revision rhinoplasty for my failure cases

16:20-17:05

치료 실패 증례에 대한 고백 II

김동영 (서울대학교병원)

안구 및 중추신경을 침범한 급성 침습성 비부비동염 치료

조현진 (경상대학교병원)

비중격 천공 재건에 실패한 환자

정 현 (울산하나이비인후과)

점막 하 구개열 환아에서 경험한 인두피판성형술

Session III
17:05-18:00

부울경 비과포럼 회장

정태영 (메리놀병원)

좌장: 구수권 과장 (부산성모병원)
토론회: Obstructive sleep apnea; How I run my sleep clinic?
(Tips & pearls for caring my sleep disordered breathing patients)
Panelists; 김효열 (삼성서울병원), 조규섭 (부산대학교병원), 정용기 (삼성창원병원), 김민정 (부산행복
이비인후과)

권 재 환 드림
18:00

Closing Rema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