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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Korean Bronchoesophagological Society
지하철+버스

•오리역에서 버스 이용 시
- 오리역 7번 출구 → 마을버스(19번) 탑승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판교 IC 방면
판교 IC → 분당방향으로 직진 → 서현로 → 분당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 분당구청
→ 분당정보산업고교에서 좌회전 → 돌마교사거리에서 직진 → 아름다운 교회에서
좌회전 → 미금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수대교 방면
성수대교 → 구룡터널 →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약 15분 직진) → 분당 도착해서
직진 → 분당구청 → 수내역 방향으로 우회전 → 정자역 → 분당정보산업고교에서
좌회전 → 돌마교사거리에서 직진 → 아름다운 교회에서 좌회전 → 미금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청담대교 방면
청담대교 →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약 25분 직진) → 초림지하차도 →
정자지하차도(2번째 지하도) 지난 후 우측차선으로 빠짐 → 미금역 방향 → 미금역
방향으로 좌회전 → 돌마교사거리에서 우회전 → 700m 정도 직진 → 아름다운
교회에서 좌회전 → 미금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원 IC 방면
수원 IC → 신갈오거리 → 신갈중학교 앞 → 구성삼거리 → 마북삼거리 →
보정교차로 → 죽전사거리 → 오리역 → 낙생교 지나자마자 우회전 → 미금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서역 SRT 방면
밤고개로(약 5분 직진) →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약 10분 직진) → 분당 도착해서
직진 → 분당구청 → 수내역 방향으로 우회전 → 정자역 → 분당정보산업고교에서
좌회전 → 돌마교사거리에서 직진 → 아름다운 교회에서 좌회전 → 미금교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한기관식도과학회

자동차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동 10층 흉부외과
TEL : 031-738-0359 | E-Mail : secretary@korbes.org
[13620]

2020년 대한기관식도과학회

•미금역(분당선, 신분당선)에서 버스 이용시
- 미금역 3번 출구 → 마을버스(7번, 7-1번)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미금역 2번 출구 → 51번 버스 탑승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춘계학술대회
일시

2020년 4월 3일 / 금

장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대한기관식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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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08:55 Registration

❖ 초록접수 마감일: 2020년 3월 15일(일)

08:55-09:00 Opening remark

존경하는 대한기관식도과학회 회원 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병인 ‘우한폐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는 요즈음, 병원 최전방에서 근무하

회장 김관민(서울의대 흉부외과)

❖ 연수평점: 전문의 6점(예정), 전공의 2점(예정)

10:00-11:00 Oral Presentation 2 (English)
좌장: 손영익(성균관의대 이비인후과), 강창현(서울의대 흉부외과)

❖ 사전등록 안내

11:00-11:20 Coffee Break

· 마감일 이후에는 현장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pecial Lecture

좌장: 김관민(서울의대 흉부외과)

시는 회원님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합니다.

11:20-11:50 Invited lecturer 1 : EXIT procedure
Hsu Wei-Chu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우리 학회는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등이 모인 다학제

11:50-12:20 Invited lecturer 2 : Esophageal cancer
Zhigang Li (Shanghai Chest Hospital)

학회로서 기관과 식도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12:20-13:30 Lunch

경험을 공유하는 학회입니다. 이번 2020년 춘계학술대회에서도

13:30-15:00 Symposium 1. Cutting edge technique
좌장: 성명훈(서울의대 이비인후과), 김진평(경상의대 이비인후과)

두 분 해외 연자의 특강, 기관 및 식도질환 영역에서의 첨단 수술
및 진단 테크닉과 면역치료의 최진 지견에 대한 심포지엄, 그리고
자유연제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도 기관과 식도질환에 대한 활발한 학문적인 교류

13:30-13:50 Blunt trauma of head and neck
이지원(Emergency Medicine, University of Texas
at Southeastern Medical Center)
13:50-14:10 Single port (SP) robotic head and neck surgery
고윤우(연세의대 이비인후과)

와 회원들간의 우정을 확대하는 장이 될 것을 확신하며, 호흡기전

14:10-14:30 Electromagnetic navigation bronchoscopy (ENB)
최창민(울산의대 호흡기내과)

염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더욱 안전하고 풍성한 학술대회가

14:30-14:50 Thermoplasty in asthma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

14:50-15:10 Organoid models for drug discovery and precision medicine
유종만(차의과대 미생물학교실)

립니다.

이세원(울산의대 호흡기내과)

15:10-15:30 Radiology interpretation by AI

감사합니다.

대한기관식도과학회 회장 김관민

❖ 사전등록 마감일: 2020년 3월 9일(월)

09:00-10:00 Oral Presentation 1 (Korean)
좌장: 김용희(울산의대 흉부외과), 박일석(한림의대 이비인후과)

김기환(Lunit)

· 당일 현장등록은 혼잡하오니 온라인 사전등록(http://korbes.thewithin.kr/
register/2020_spring/intro.html)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비는 on-line (무통장, 인터넷 및 폰뱅킹) 입금만 됩니다.
· 온라인 등록 신청 후 등록비를 입금하시면 사전등록이 완료됩니다.
· 통장 입금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홍길동 외 2인 등은
참가명단 파악이 되지 않으므로 통장입금 표기는 대학이나 병원이름과
성명으로 조합하여 주십시오.)

❖ 등록비
구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전문의(회원*)

60,000원

70,000원

전문의(비회원)

70,000원

80,000원

전임의/군의관

40,000원

50,000원

전공의/간호사

20,000원

30,000원

* 회원은 소정의 회비(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합니다.
❖ 입금처 안내

15:30-15:50 Coffee break

· 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33-659684
(예금주 대한기관식도과학회 조석기)

15:50-17:20 Symposium 2. Update in Immunotherapy
좌장: 선동일(가톨릭의대 이비인후과), 조덕곤(가톨릭의대 흉부외과)

❖ 문의처(학술대회 사무국)

15:50-16:20 Overview
16:20-16:40 Lung cancer
16:40-17:00 Esophageal cancer
17:00-17:20 Head and neck cancer

도준상(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승룡(고대구로병원 호흡기내과)
박성용(신촌세브란스 흉부외과)
이윤세(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17:20-17:50 General assembly and awards ceremony

대한기관식도과학회 학술대회 준비 사무국
주소 : (주)위드인 (04038)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00-20
(서교동 372-10) 삼경B/D 5F
연락처 : 02-6949-5333
팩 스 : 070-8677-6333
이메일 : with@thewithin.co.kr
홈페이지 : http://thewithi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