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오시는 길

등 록 비

대중교통이용안내
구    분

등록비

전문의

10,000원

전공의, 간호사

무료

종신회원

무료

2021 제28차
대한두개저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	사전등록 마감 : 2021년 11월 22일 (월)
▶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등록 없음.
▶	종신회원비 30만원 카드결제 요청 시, 이번 사전등록 기간에
등록비와 함께 결제 가능
▶	무통장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9-141029
예금주 : 대한두개저학회
※ 반드시 등록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 시 책자 구입여부를 원하시는 분은 11월 22일(월)
까지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입비 10,000원)
▶	사전등록하신 분들께는 추후 온라인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The 28th Annual Meeting of Korean Skull Base Society

버스
일반 간선 버스(파랑) - 405, 421, 140, 470, 441
	3호선 양재역 10번 출구 버스 승차 후
AT센터 양재꽃시장 정류장에 하차 (도보10분)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5번출구(도보5분)
3호선 양재역 9번 출구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셔틀버스 이용

공항버스
	6009번 리무진 버스 이용 인천공항 1층 4B,
11A 정류장 승차, 양재역 하차
공항방향 - 04:05~21:00 / 호텔방향 - 05:20~23:05
직행 2000, 3000, 3000A, 8000
공항 6000, 6003, 6008

등록 문의
▶	M. 010-3126-9528
▶	E-mail. koreaskullbase@gmail.com

셔틀버스 이용안내

초록접수 안내
▶	초록 접수 마감 : 2021년 11월 14일 (일)
▶	연제를 발표하실 분은 제목, 성함, 소속을 적어서 학회 메일
(koreaskullbase@gmail.com) 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선 양재역 이용시 9번 출구 → 서초문화예술회관 앞 셔틀버스 이용
11번출구→서초8번 마을버스 이용 시

운행시간

2021년 11월 27일 (토)
더케이호텔 서울 별관 2층 금강홀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6점(예정)

초대의 말씀

PROGRAM

The 28th Annual Meeting of Korean Skull Base Society

08:00 - 08:30

Registration

08:50 - 09:00

Opening remark

09:00 - 10:00

Invited Lecture 1

좌장 : 권정택 (중앙대 신경외과)
권재환 (고신대 이비인후과)

09:00 - 09:30

The role of an endoscopic assisted approach in skull base tumor: A companion to the
microsurgical approach

James K Liu
(Neurosurgery,
Rutgers University, USA)

09:30 - 10:00

Malignancy around PPF and nasopharynx

Eric Wang
(Otolaryngology,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USA)

10:00 - 10:20

Coffee break

선 후배 학회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Clinical atlas of skull base

10:20 - 11:20

Symposium 1 - Get help from friends for skull base surgery

좌장 : 장기홍 (가톨릭대 이비인후과)
서의교 (이화여대 신경외과)

surgery” 라는 제목으로 숙원사업이었던 두개저 수술 atlas를 출간

10:20 - 10:35

Can the use of ICG really improve outcomes?

이민호 (가톨릭대 신경외과)

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 시간을

10:35 - 10:50

The role of neurointervention for skull base surgery

김정재 (이화여대 신경외과)

아끼지 않고 기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0:50 - 11:05

Cochlear implant after vestibular schwannoma in NF 2

이종대 (순천향대 이비인후과)

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cadaver dissection course는 아쉽게

11:05 - 11:20

Peripheral nerve harvest technique for reconstruction of cranial nerve

정우식 (울산대 성형외과)

진행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더욱 알찬 프로그램과 준비로 진행될

11:20 - 12:20

Invited Lecture 2

좌장 : 장 학 (서울대 성형외과)
조성진 (순천향대 신경외과)

존경하는 대한두개저학회 회원분들께,
COVID-19 판데믹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진료와 수술에 임하고
계신 대한두개저학회 회원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인해 학술
활동이 제한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수 강좌와
세차례의 증례집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1:20 - 11:50

Diego Velá zquez, Edouard Manet, Jeff Wall

박주석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Hybrid 형식으로 진행

11:50 - 12:20

전임회장 특강 : Skullbase Approach in External Auditory Canal Cancer

정종우 (울산대 이비인후과)

되며, 흥미로운 주제와 두개저수술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

12:20 - 13:20

두개저 아틀라스 출판 기념 축하연 및 점심 식사

13:20 - 14:20

Symposium 2 - Skull base surgery to preserve cranial nerve function

좌장 : 전신수 (가톨릭대 신경외과)
김은영 (인하대 신경외과)

13:20 - 13:35

360 degree Optic nerve preservation

김용휘 (서울대 신경외과)

13:35 - 13:50

Hearing preservation surgery for vestibular schwannoma

박현호 (연세대 신경외과)

13:50 - 14:05

How to avoid ophthalmoplegia

홍제범 (성균관대 신경외과)

14:05 - 14:20

Facial nerve preservation

전범조 (가톨릭대 이비인후과)

14:20 - 14:40

Coffee break

surgery” 출판기념회에 초청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14:40 - 15:40

Symposium 3 - From the perspective of patient's discomfort

좌장 : 정 신 (전남대 신경외과)
이기택 (가천대 신경외과)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두개저학회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14:40 - 14:55

Can endoscopic surgery be called minimally invasive surgery?

김신애 (순천향대 이비인후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14:55 - 15:10

Psychiatric approach of patients undergoing skull base surgery

윤세창 (성균관대 정신건강의학과)

감사합니다.

15:10 - 15:25

Balance of appropriate surgical techniques and insurance standards

김경환 (충남대 신경외과)

15:25 - 15:40

Appropriate time and methods for Cranial nerve palsy rehabilitation after skull base
surgery

박지혜 (가톨릭대 재활의학과)

15:40 - 17:00

Free paper

좌장 : 박봉진 (경희대 신경외과)
남성일 (계명대 이비인후과)

17:00 - 18:00

총회 및 학술상 시상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적으로 학문적 가치와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해외 초청 연자로 James Liu & Eric Wang 선생님을 모시고
Endoscopic skull base surgery 에 대한 경험과 최신 지식을 공유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개저 수술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학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번 제 28차 정기학술대회 및 “Clinical atlas of skull base

대한두개저학회 회장

조 성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