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시는 길사전등록 안내

* 등록비

 

*'참가자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위생' 등의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참가 인원은 사전등록자로 

   제한합니다.

 
*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5점

 
* 등록 방법

홈페이지(http://www.kosen.or.kr)를 통해서 가능

   * 모든 사전등록자에게 학술대회 전날 온라인 링크 안내

      메일 발송 예정입니다.

 
* 신청마감일

2021년 5월 24일 (월)

* 정회원 가입 안내

하단의 링크 클릭 또는 오른쪽 QR 코드 스캔하여 

안내글 확인 및 가입 가능 (https://url.kr/3hpjed) 

 
* 문의사항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총무 박재성 

(kosen.office3@gmail.com)

구분 등록비

정회원 전문의 10,000원

비회원 전문의 30,000원

명예회원,
전공의,간호사

무료

* 부산역 → 벡스코

     * 택시 탑승 시, 

    - 30분 소요(15,000원 예정)

     * 대중교통 이용 시, 

    - 버스 1001번 탑승 시, 41분 소요

    - 버스 41번 탑승 → 2호선 못골역 탑승 → 벡스코역 하차

*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주최 l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주관 l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

2021년 5월 29일(토)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21-122호

5th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Endoscopic Neurosurgery (KOSEN) 

2021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제5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초록 제출 안내

- 제출처: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학술위원회 
                  (Email: edu.training.kosen@gmail.com )

- 제출마감일: 2021년 5월 24일(월)

- 자유연제 초록 신청 양식은 원저와 증례 모두 가능합니다. 



2021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제5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5th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ety of Endoscopic Neurosurgery (KOSEN) 

2021년 5월 29일(토)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21-122호

08:30-09:00 Registration

09:00-09:10 Opening Remark 권재환 (고신대 이비인후과, KOSEN 회장)

09:10-10:30 Session I: Special Lectures                                                                                좌장 : 권재환 (고신대 이비인후과), 박현호 (연세대 신경외과)      

09:10-09:50 Endoscopic skull base surgery: state of art and future trends     Ricardo Carrau (Otorhinolaryngology, Ohio State University,USA)

09:50-10:30 EEA for invasive pituitary adenomas                                             Daniel M. Prevedello (Neurosurgery, Ohio State University,USA)

10:30-10:50 Coffee Break

10:50-11:20 Session II: Endoscopic skull base surgery for pediatric craniopharyngioma                                         좌장 : 이기택 (가천대 신경외과)

10:50-11:05 All about endoscopic surgery for pediatric craniopharyngioma 김용휘 (서울대 신경외과)

11:05-11:20 Endoscopic surgery for pediatric craniopharyngioma: rhinologic outcome 홍상덕 (성균관대 이비인후과)

11:20-12:20 Free Paper I                                                                                            좌장 : 김부영 (이화여대 이비인후과), 홍제범 (성균관대 신경외과)

12:20-13:20 Lunch

13:20-13:40 General assembly & Photo

13:40-14:50
Session III: Expanded endoscopic skull base surgery - beyond limitations

                           좌장 : 이승훈 (고려대 이비인후과), 이승환 (경희대 신경외과) 

13:40-14:00 Endoscopic endonasal or transorbital surgery for intra/extra-conal orbit lesions                                  공두식 (성균관대 신경외과)

14:00-14:20 Endoscopic CFR for Esthesioneuroblastoma   원태빈 (서울대 이비인후과)

14:20-14:35 Endoscopic transpterygoid approach 조현진 (경상대 이비인후과)

14:35-14:50 Expanded coronal EEA: overcoming the lateral limit 문주형 (연세대 신경외과)

14:50-15:10 Coffee Break

15:10-16:10
Session IV: Practical strategies for successful endoscopic skull base surgery 

좌장 : 박찬순 (가톨릭대 이비인후과), 박경재 (고려대 신경외과)

15:10-15:25 EEA in the era of COVID-19: Preoperative, intraoperative, and postoperative management            허성재 (경북대 이비인후과)

15:25-15:40 Addressing complications in EEA : Tips and techniques for avoidance and management          조진모 (가톨릭관동대 신경외과)

15:40-15:55 Skull base reconstruction: KOSEN Consensus Survey  김영훈 (울산대 신경외과)

15:55-16:10 Comprehensive postoperative management after endoscopic skull base surgery                                   김경환 (충남대 신경외과)

16:10-17:10 Free Paper II                                                                                                    좌장 : 김지희 (울산대 이비인후과),  윤완수 (가톨릭대 신경외과)

17:10-17:20 Closing remark 권재환 (고신대 이비인후과, KOSEN 회장)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회장

권 재 환

존경하는 KOSEN 회원 여러분,

여느 때보다 춥고 또 COVID19으로 인한 어려운 겨울도 이제 지나

갔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히 지내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오는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제5차 대한내시경뇌수술

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름다운 

항구도시 부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학회는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두어 왔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

하고 본 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괄목상대

하게 발전하여, 이제는 명실상부한 두개저 내시경 수술 분야 최고의 

전문 학회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학회도 세계적인 대가들의 

강의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COVID19 관계로 비록 온라인 

강의이지만 Dr. Ricardo Carrau와 Dr. Daniel Prevedello의 강의를 

통해 두개저 내시경 수술의 최신지견 및 수술방법을 배우고 토론

하는 자리입니다. 그 외에도 두개저 종양의 수술적 치료, 재건 등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분야를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의 관점에서 국내 최고의 강사들의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 연제 세션을 통하여 평소에 접하기 힘든 희귀한 증례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

대회를 위하여 노고를 마지않은 총무이사, 학술이사, 그리고 강의 

및 좌장을 맡아주신 여러 연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회 및 학문의 발전은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가 필수적이며 이를 

이룰 수 있는 학술대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 한번쯤 

여유를 갖고 회원 여러분들 서로의 친목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5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