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전등록 마감: 2020년 11월 23일(월)

● 등록비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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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7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kull Base Society

● 사전등록 시 책자 구입여부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비 10,000원)
 
● 현장등록은 받지 않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한 내 사전등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전등록하신 분들에게는 추후 온라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등록 문의: 임창희 학회비서
Mobile: 010-9954-3863 
E-mail: koreaskullbase@gmail.com

The 27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kull Base Society

●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9-141029 (예금주: 대한두개저학회)

 -반드시 등록자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종신회원,전공의,간호사,기타

무료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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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7th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Skull Base Society

안녕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초반부터 사회 전반 뿐 아니라 

학술활동에 많은 타격을 현재에도 받고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도 올해에

선 후배 학회 회원님들의 염원 속에 의학회 가입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방역으로 인해 제한된 활동 속에 온라인으로 연수강좌와 증례집담회를 진행하여 

학술적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정기학술대회도 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경험을 배우고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 해 해외 초청 연자는 가상현실을 통한 surgical rehearsal의 대가인 Walter Jean 선생님을 모시고 

보다 업데이트된 수술적 접근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 27차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 참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학제 모임인 대한두개저학회에 많은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대한두개저학회 회장 장 학

모시는  글

12:30-12:50 Registration and Reception

12:50-13:00 President address 장 학 서울대 성형외과

13:00-14:00 Session 1. The Art of Skull Base Surgery 좌장: 조성진 순천향대 신경외과

13:00-13:30 Extended reality in skull base surgery: current ap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 Jean Georgetown University, US

13:30-13:45 Utilization of OCT for skull base tumors 박경아 성균관대 안과

13:45-14:00 3DP-powered surgery simulation 박상준 Medical IP 대표이사

14:00-15:00 Session 2. My Early Experience of Skull Base Surgery 좌장: 이기택 가천대 신경외과

14:00-14:10 Tuberculum sellae meningioma: minimally invasive approach 오혁진 순천향대 신경외과

14:10-14:15 Panel 조성진 순천향대 신경외과

14:15-14:25 Tuberculum sellae meningioma: endoscopic endonasal approach 황기환 서울대 신경외과

14:25-14:30 Panel 김영훈 울산대 신경외과

14:30-14:40 Petroclival meningioma: combined petrosal approach 홍제범 성균관대 신경외과

14:40-14:45 Panel 설호준 성균관대 신경외과

14:45-14:55 Clival chordoma: endoscopic endonasal approach 서영범 영남대 신경외과

14:44-15:00 Panel 김용휘 서울대 신경외과

15:00-15:10 Coffee Break

15:10-16:10 Session 3. The Battle Goes On 좌장: 남성일 계명대 이비인후과

15:10-15:20 Trigeminal schwannoma: anterior petrosal approach 문주형 연세대 신경외과

15:20-15:25 Panel 서의교 이화여대 신경외과

15:25-15:35 Trigeminal schwannoma: endoscopic transorbital approach 이민호 가톨릭대 신경외과

15:35-15:40 Panel 홍창기 연세대 신경외과

15:40-15:50 Infratemporal fossa tumors: transmastoid infralabyrinthine approach 문인석 연세대 이비인후과 

15:50-15:55 Panel 조양선 성균관대 이비인후과

15:55-16:05 Infratemporal fossa tumors: endoscopic endonasal approach 김지희 울산대 이비인후과

16:05-16:10 Panel 홍상덕 성균관대 이비인후과

16:10-17:10 Session 4. Free Paper 좌장: 주원일 가톨릭대 신경외과

17:10-17:30 우수논문, 우수발표시상 및 총회 전범조 가톨릭대 이비인후과

17:30 Closing Remark 장 학 서울대 성형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