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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

초대의 글

08:30-08:50

Registration

08:50-09:00

Opening Remarks

Session 1

000000

조진희 (가톨릭대)

Rhinologic update : year in review

09:00~09:20

만성부비동염의 최근 새로이 달라진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태훈 (고려대)

09:20~09:40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최근 새로이 달라진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도현 (가톨릭대)

09:40~10:00

후각장애에 대한 새로운 진단 및 치료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도양 (아주대)

10:00-10:20

수면무호흡에 새로이 적용할 수 있는 진단와 치료전략

이동창 (가톨릭대)

10:20~10:40

Coffee break and Photo Time

Session 2

Rhinologic examination
비과검사의 보험적용

김규식 (코앤코김규식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서의 내시경검사, 음향통기도 검사
현실적 적용 방법과 최근 MRI 보험적용에
대해서 현명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교육상담료 포함)

11:00~11:20

알레르기 검사처방 마스터하기

김동규 (한림대)

할수 있는 처방들과 문제가 될 수 있는 처받들에
대한 정리와 유발 검사의 실제 적용 사례를
알아봅니다.

11:20~11:40

코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검사

김경수 (중앙대)

질환에 따른 필수적인 영상 검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1:40~12:00

새롭게 해보는 후각검사

조형주 (연세대)

최근에 새롭게 소개된 후각검사에 대한 소개와
유효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2:00~13:00

Lunch
Office/Home based management
하비갑개 점막하 절제술

신재민 (고려대)

외래클리닉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 및 기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3:20~13:40

부비동염 수술 후 효율적인 관리

박일호 (고려대)

비부비동 수술이나 비중격 수술 이후
회복 및 예후에 매우 중요한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3:40~14:00

근거 중심의 부가적인 부비동염 치료법

이승훈 (고려대)

코세척과 면역자극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4:00~14:20

후각훈련의 실제

김부영 (가톨릭대)

post-viral, post-traumatic 등의 다양인
원인에서 발생한 후각훈련에 대해서 효과 및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특강

14:20~14:50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활용하기 쉬운 정맥영양주사

14:50~15:10

Coffee break

Session 5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좌장 : 이흥만 (고려대), 강준명 (가톨릭대)

13:00~13:20

Session 4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좌장 : 조진희 (가톨릭대), 김정수 (경북대)

10:40~11:00

Session 3

2019년 7월

좌장 : 윤주현 (연세대), 박용진 (가톨릭대)

Controversy in rhinology (Case Review)

좌장 : 이상학 (고려대)
손정일 원장 (나라의원)

좌장: 김경수 (연세대), 김병국 (가톨릭대)

쉽게 할 수 있는 정맥영양주사(IVNT)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증례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는 세션

15:10~15:25

코 외상 사례의 사례별 치료

홍승노 (서울대)

코 외상 치료 사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5:25~15:40

만성 부비동염 사례

김창훈 (연세대)

만성부비동염 환자에서 수술 혹은 약물 치료의
선택 및 치료 경과에서 대해서 소개합니다.

15:40~15:55

후각 치료 사례

김진국 (건국대)

쉽지 않은 후각 손실 환자에서 진단 및 치료의
접근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5:55~16:10

OSA 치료 사례

최지호 (순천향대)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수면무호흠 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사례를 알아봅니다.

16:10~16:25

면역 치료제 사용 사례

김수환 (가톨릭대)

어떤 면역치료제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16:25~16:40

만성 기침 사례

배정호 (이화여대)

외래에서 흔히 보는 만성 기침에 훌륭한 치료
사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Closing Remarks

조진희 (가톨릭대)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