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대한비과학회 연구분과 심포지엄

◆ 등록 안내

제7회 대한비과학회

연구분과 심포지엄

사전등록 마감 : 2016년 7월 1일(금)
등록비
연회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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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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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0. 오전 8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센터

제7회 대한비과학회

학회장 오시는 길

* 입금처 우리은행 1005-602-533808 (예금주:대한비과학회)
* 참가신청서 보내실 곳
Fax: 02-3461-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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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준비관계로 사전등록을 부탁드리며, 7월 1일(금) 이후에는 등록 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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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습니다.

◆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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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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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숙대입구

* 문의처
- 대한비과학회 사무실
- TEL: 02-3461-9945 / FAX: 02-3461-9947
- E-mail: rhino@ksrhino.or.kr
- Homepage: http://ksrhino.or.kr/work/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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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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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내
1. 효창공원앞역(6호선) / 도보 10분
- 1번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효창운동장 방향으로 도보 약 700m

구

분  연회비 납부 회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전공의

성

명

의사면허번호

소

휴

2016. 7. 10.

오전 8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센터

2. 공덕역(5,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 버스+도보 이용 10분
- 6번 출구, 공덕지구대앞에서 마포 17번 이용,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하차, 도보 약 100m
3. 숙대입구역(4호선) 버스+도보 이용
- 2번 출구, 남영우체국에서 405번 이용, 대한노인회에서 하차,
도보 약 200m

속

대

폰

e-mail

대한비과학회
Tel. 02-3461-9945 | Fax. 02-3461-9947 | http://ksrhino.or.kr/work/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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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 초대의 글
친애하는 대한비과학회 회원 여러분

컨벤션홀

대한비과학회의 연구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대한비과학회
연구분과 심포지엄이 어느덧 7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비과
학회에는 모두 8개의 연구분과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2004
년부터 격년제로 연구분과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심포

08:00-08:50

등록

08:50-09:00

개회식

09:00-10:10

부비동염 및 비용
주제 : What’s new in rhinosinusitis

지엄은 지난 2년 동안 변화된 정보를 공유하고, 각 분과별로 축적된

대회의실

좌장 : 김명구, 백병준

기도점막생리
좌장 : 윤주헌, 김선태
주제 : New trends in translational research: lab on chip, organ on chip

고려대 김태훈
서울대 김동영
서울대 김현직
연세대 김경수

1. Organ on a chip for the organ regeneration and disease model
고려대 바이오 의공학부 이상훈
2. Nose-on-a-chip: new horizon of nasal epithelial research 서울대 신현우
3. 마이크로어레이 칩을 이용한 알레르기 항원진단용 키트 개발 가천대 김선태

1. Innate immunity in CRS
2. B cell responses in CRS
3. Microbiome in CRS
4. Novel and future treatment options for CRS

경험과 최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데 기
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부비동염, 후각 및 미각 장애에 대한 최신 논문
들의 경향과 allergy vaccine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최신 알레르기 질

10:10-10:30

Coffee Break

환 치료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중개연구와 조직 공학 및 재생

10:30-11:00

Special Lecture

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경향을 따라잡기위해 비과학의 테두리를 뛰

11:00-12:10

후각 및 미각
좌장 : 예미경, 김정훈
주제 : Year

in review: recent update in olfactory & taste dysfunction

알레르기 및 면역학
주제 : Future of allergy vaccine

1. Recent update in epidemiology and diagnosis of olfactory
dysfunction
가톨릭대 김병국
2. Recent

update in epidemi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of taste dysfunction
부산대 문수진
3. Recent update in treatment of olfactory dysfunction
동아대 배우용
4. Recent update in translational research of olfactory system 연세대 조형주

1. Current and future options for the treatment of AR
2. Toll-like Receptors
3. Allergoids (chemically modified allergens) &
recombinant allergens
4. Epicutaneous allergen specific immunotherapy (EPIT)

어넘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우리의 안목을 넓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임상적으로도 초보자를 위한 안면성형술에서부터
두개저를 침범한 비부비동의 악성 종양의 치료까지 광범위한 비과
분야를 한자리에서 청강하실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하였습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에서 길잡이가 되어줄 강의도 마련하였습니다.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실질적 경험을 전수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실

12:10-12:40

Luncheon Symposium

수 있도록 정성껏 마련한 제7회 연구분과 심포지엄에 여러분을 초대

12:40-13:20

Lunch

13:20-14:30

안면성형
주제 : For my first facial plastic surgery

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heen-Yie Fang (Taiwan)
좌장 : 이상학, 김수환

건국대 조재훈
인하대 김영효
충남대 김용민
성균관대 홍상덕

이사회 및 사진 촬영
좌장 : 장태영, 박동준

1. 초보를 위한 rhinoplasty
2. 안검성형술의 기본술기
3. 쉽게 배우는 filler and botox
4. 질의 및 토의

경희대 이건희
조선대 최지윤
가천대 강일규

비부비동종양
주제 : Sinonasal malignancy

좌장 : 권삼현, 임상철

1. Overview of treatment guidelines
한양대 정진혁
2. Choosing the right approach: open/endoscopic/combined 부산대 조규섭
3. Managing sinonasal malignancy with skull base invasion
서울대 원태빈
4. Role of chemotherapy for sinonasal malignancy
서울대 내과 김범석

대한비과학회 회장

이흥만

연구이사

예미경

기도점막생리 연구분과장

김선태

14:30-14:50

Coffee Break

부비동염 및 비용 연구분과장

백병준

14:50-16:00

비부비동 종양 연구분과장

임상철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좌장 : 김경수, 강일규
주제 : New trends in tissue engineering & regenerative medicine

수면 및 수면생리
주제 : Debates in obstructive sleep apnea

수면 및 수면생리 연구분과장

김성완

1. 이비인후과에서 사용되는 생체재료 종류와 특성
2.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조직공학적인 연구와 적용에 대한 고찰

1. Diagnostic method: standard vs portable
2. Obstruction site evaluation: imaging vs endoscopic
3. Therapeutic method: surgical vs non-surgical
4. Palatal surgery: uvular preserving vs uvular removing,
A-P expansion vs lateral expansion

안면성형 연구분과장

박동준

알레르기 및 면역학 연구분과장

김수환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 연구분과장

강일규

후각 및 미각 연구분과장

김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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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김동규

가톨릭대 황세환
3. 생체 삽입형 약물전달체계 및 생체기능대체용 의료기기의 현주소
가천대 의료기기 융합센터 이동혁
4. 3D printing technology from A to Z
한국산업기술대 심진형

좌장 : 이재서, 김성완

아주대 김현준
순천향대 최지호
울산대 정유삼
성균관대 김효열

2016. 5. 12. 오후 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