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ORL Pusan Meeting XIX

요금별납

ORL Pusan Meeting XIX

아미우체국

하리돈땡 / 스노우180g / 정부수 1,000부 / 두루마리접지

[ 부산대학교병원 교통 안내 ]

등록은 등록신청서에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on-line 송금영수증과 함께 다음 주소로 우편, Fax
또는 E-mail을 이용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 | 전문의 : 5만원, 전공의 : 3만원

| 일반버스
병원하차 16, 70, 123, 161, 190, 520
아미동입구하차 134, 190, 87
영락교회 하차 (병원까지 도보로 5분) 15, 40, 81, 126

● 평 점 | 전문의 : 4점
전공의 : 1점

| 좌석버스
병원앞 하차 58-1, 1003
영락교회 하차 (병원까지 도보로 5분) 58-1

연락처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TEL: (051) 240- 7335, 7336
FAX : (051) 246 -8668

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센터(R동)13층 강당
TEL：051)240-7335, 7336
FAX：051)246-8668

등록자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에는
등록자 성함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4, 6번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가능

08:30 ~ 15:30
49241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 입금계좌 | 농협 302-0014-1648-81 권현근

2019년 7월 7일 (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 사전등록마감 | 2019년 7월 1일(월)

| 지하철
1호선 토성동역에서 내리셔서 6번 출입구 이용
2호선 서면역에서 신평방면 열차로 환승후 토성동역
에서 내리셔서 6번 출입구 이용
3호선 연산동역에서 신평방면 열차로 환승후 토성동
역에서 하차, 6번 출입구 이용

Department of ORL-HNS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수신처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49241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
TEL: (051) 240-7335, 7336
FAX : (051) 246-8668
E-mail : pnuh.ent@gmail.com

| 주최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 후원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산·울산·경남 지부회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동문회

ORL Pusan Meeting XIX

ORL Pusan Meeting XIX

초대의 글
존경하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이비인후과 의사회 회원여
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푸르른 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원

ORL Pusan Meeting XIX : Laryngology update
08:30 ~ 08:50

등록

08:50 ~ 09:00

개회사 및 인사말

주임교수 이일우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이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실에서 매년 분과를 바꾸어가며 개최하는 ORL Pusan

Session 1

흔히 내원하는 소아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Meeting이 벌써 열 아홉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09:00 ~ 09:20

박수은 (부산의대)

소아의 발열 및 해열제

두경부 분야의 최신 지견이라는 주제로 3개의 세션을 준비하였

09:20 ~ 09:40

김한수 (이화의대)

소아의 림프절 비대

습니다. 특히 이비인후과 의사회 회원들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

09:40 ~ 10:00

은영규 (경희의대)

소아의 기침

을 사전에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

10:00 ~ 10:20

김영아 (부산의대)

탈수 및 수액 요법

10:20 ~ 10:30

Discussion

10:30 ~ 10:50

Coffee Break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흔히 내원하는 소아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라는 주제로 소아의 발열, 림프절 비대, 기침, 탈수 등에 대한 진

좌장 : 이강대 (고신의대), 진성민 (성균관의대)

등록신청서
성명
전문의 (

Session 2

외래에 목소리 이상으로 방문하는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라

10:50 ~ 11:10

권택균 (서울의대)

심인성 발성 장애

는 주제로 심인성 발성 장애, 기능성 발성 장애에 대해 강의를 준

11:10 ~ 11:30

이승원 (순천향의대)

기능성 발성 장애의 진단법 (MTD vs SD)

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마지막 순서인 패널토의에서는

11:30 ~ 11:50

오재국 (보아스 이비인후과)

개원의가 쉽게 하는 음성치료

11:50 ~ 12:50

Moderator 최승호 (울산의대)

국소 소견 및 목소리로 후두 질환 진단하기

입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요즘 증가하는 노인환자에게 흔히

증후군, 노인성 발성장애, 이물감, 구강 건조증에 대한 강의를 준
비하였습니다.
초여름의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부산의 낭만과 정취를 마음
껏 느낄 수 있는 제 19회 ORL Pusan Meeting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4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임교수

이일우

목소리 이상으로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좌장 : 손영익 (성균관의대), 이병주 (부산의대)

패널리스트 : 권성근 (서울의대), 권순복 (부산대), 권순영 (고려의대), 권택균 (서울의대),
김성태 (동신대), 김한수 (이화의대), 오재국 (보아스이비인후과), 이승원 (순천향의대)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주제로 구강 작열감

12:50 ~ 13:00

Discussion

13:00 ~ 14:00

Lunch

Session 3

PUSAN
ORL Pusan Meeting XIX

단 및 치료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환자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실 수 있을 것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 전공의 (

의사면허번호
소속
주소
전화

연락처 팩스
E-mail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

14:00 ~ 14:20

박일석 (한림의대)

구강 작열감 증후군

14:20 ~ 14:40

권성근 (서울의대)

노인성 발성장애

14:40 ~ 15:00

이상혁 (성균관의대)

인후두 이물감

15:00 ~ 15:20

이진춘 (부산의대)

구강건조증

15:20 ~ 15:30

Discussion

좌장 : 박헌수 (동아의대), 박영학 (가톨릭의대)

보낼곳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49241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
TEL: (051) 240- 7335, 7336
FAX : (051) 246 - 8668
E-mail : pnuh.ent@g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