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제26차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The 26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kull Base Society

일시: 2019년 11월 16일(토) 오전 8시 20분

Date: November 16 (Sat.), 2019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Hospital

*종신회원은 무료등록

   등록비에는 점심식사와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당일 별도로 추가구입이 가능합니다. (1만원)

   홈페이지: www.skullbase.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마감: 2019년 11월 10일(일)까지

                             (마감 후 등록비 환불 불가)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9-141029 (예금주: 대한두개저외과학회)

   ※반드시 등록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문의: 임창희

   Mobile: 010-9954-3863

   E-mail: koreaskullbase@gmail.com

*초록 접수: 학술이사 설호준 

  E-mail: koreaskullbase@gmail.com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 접수 마감: 2019년 11월 7일(목)

사전등록 현장등록

일반회원 / 전문의 70,000원 80,000원

전임의 / 전공의 / 군의관 50,000원 60,000원

간호사 / 의료기사 / 기타 40,000원 50,000원

등록비

초록접수 안내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2길 2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연수평점: 6점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의과대학
 캠퍼스 3층 계림홀(대강당)

Place: Gyerim Hall (Auditorium), 3F



08:00-08:20 Registration and Reception

08:20-08:30 Presidential Address

08:30-09:20 Free paper I (Korean) 좌장: 박봉진 (경희대 신경외과), 조성진 (순천향대 신경외과)

Symposium I     Supraorbital or orbital approach (English) 좌장: 이상원 (윌스기념병원 신경외과), 이기택 (가천대 신경외과)

09:30-09:45 Preview for peri & intraorbital surgery: state of art, anatomy and landmarks 양승호 (가톨릭대 신경외과)

09:45-10:15 The eyebrow approach; the most versatile craniotomy for the skull base surgeon Charles Teo (Australia)

10:15-10:35 Experience of supraorbital approach 조경기 (차의과학대 신경외과)

10:35-10:55 360° Circumferential Endoscopic Transorbital & Endonasal Approaches 
to the Orbital apex and Cavernous sinus 공두식 (성균관대 신경외과)

10:55-11:10 Coffee Break

09:20-09:30 Coffee Break

대한두개저외과학회 25주년 기념 좌장: 서의교 (이화여대 신경외과)

11:10-11:30 Petrosal Approaches - What I learned so far... 이규성 (연세대 신경외과)

이기택 (가천대 신경외과)

11:45-12:40 기념 촬영 및 점심 식사

11:30-11:45 The 2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Skull Base Society

Symposium II    Various approaches for Vestibular Schwannomas (English) 좌장: 장기홍 (가톨릭대 이비인후과), 고영초 (건국대 신경외과)

12:40-13:10 Vestibular schwannoma surgery -dissection, hemostasis, and intraoperative monitoring Michihiro Kohno (Japan)

13:10-13:40 Key hole retrosigmoid approach for VS Charles Teo (Australia)

13:40-14:00 Surgical tips for functional preservation of cranial nerves in VS 정신 (전남대 신경외과)

14:00-14:20 Various approaches for small to medium sized VS (TL, MF, Endoscopy) 문인석 (연세대 이비인후과)

14:20-14:40 Translabyrinthine approach for large or giant VS 설호준 (성균관대 신경외과)

14:40-14:55 Coffee Break

Symposium III   Transnasal approach (English) 좌장: 김성원 (가톨릭대 이비인후과), 전신수 (가톨릭대 신경외과)

14:55-15:15 Endoscopic endonasal approach for giant pituitary adenomas 박경재 (고려대 신경외과)

15:15-15:45 How to make beautiful corridor to the anterior skull base and pterygoid region Kazuhiro Omura (Japan)

15:45-16:05 Endoscopic surgery for skull base tumors 홍창기 (연세대 신경외과)

16:05-16:25 Tailored skullbase reconstruction: know-how and tips 홍상덕 (성균관대 이비인후과)

Eui Kyo Seo   (President of The Korean Skull Base Society)

16:25-16:40 Coffee Break

16:40-17:30 Free paper II (Korean) 좌장: 김은영 (인하대 신경외과), 전범조 (가톨릭대 이비인후과)

17:30-17:50 우수논문 및 우수발표시상 및 총회

17:50- Closing Remark

Eui Kyo Seo   (President of The Korean Skull Base Society)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9년도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올해의 결실을 의미하는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선생님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두개저수술의 최신 지견에 대해 깊은 이해 

를 높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올해 대한두개저외과학회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대한 

두개저외과학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해외초청연자로는 Minimal invasive skull base surgery의 대가 

이신 Charles Teo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ustralia) 

선생님과 Vestibular schwannoma의 폭넓은 경험을 가지신 

Michihiro Kohno (Tokyo Medical University, Japan) 선생님, 

Endoscopic endonasal skull base surgery의 전문가이신 

Kazuhiro Omura (Jikei University, Japan) 선생님의 강의를 준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활발한 토론과 유용한 정보교류의 장 

으로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Eui Kyo Seo

President of 

The Korean Skull Base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