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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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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2층 유광사홀

08:00 - 09:00 등 록
08:50 - 09:00 개회식
이병주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회장

축사 

09:00 - 10:40 Session I Essential Knowledge


정성민 이화의대 · 손영익 성균관의대

11:00 - 12:40 Session II Recent Updates


홍기환 전북의대 · 남순열 울산의대

09:00 - 09:25 성대의 생체역학적 이해 

박정제 경상의대

11:00 - 11:25 음성평가의 최신 가이드 라인 및 모바일 기기의 활용 김근효 부산의대

09:25 - 09:50 음향과 공명 생성 원리

임재열 연세의대

11:25 - 11:50 인후두 역류질환 최신지견 및 P-CAB의 역할

09:50 - 10:15 스펙트럼과 켑스트럼의 임상 적용

우주현 가천의대

11:50 - 12:15 음성장애 환자를 위한 음성치료의 최신 경향 최성희 대구가톨릭의대

10:15 - 10:40 스트로보스코피를 이용한 성대 양성점막 질환의 감별권성근 서울의대

12:15 - 12:40 레이저를 이용한 후두 미세수술

10:40 - 11:00 Coffee break

12:40 - 13:40 Lunch

박영학 가톨릭의대 · 진성민 성균관의대

13:40 - 14:05 연축성 발성장애와 근긴장성 발성장애의 감별

이상혁 성균관의대

14:05 - 14:30 일측성 성대 마비 환자의 효과적 치료

이진춘 부산의대

14:30 - 14:55 후두 미세수술의 원칙과 어려운 상황의 대처법
14:55 - 15:20 공연 발성의 이해와 목소리 관리

김한수 이화의대

오재국 보아스이비인후과

Hands-on Practice for SLP (Basic1)

13:40 - 14:30 음향학적 평가(CSL) 실습과 Q&A

송시연 영남의대· 김동영 가천의대
최승호(Moderator) 울산의대

김진평(경상의대), 권순영(고려의대), 안순현(서울의대),
이상준(단국의대), 정만기(성균관의대), 은영규(경희의대)

16:30 - 17:20 성대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조재경 성균관의대

15:20 - 15:40 Coffee break
15:40 - 16:30 음성치료 기초실습(호흡, 자세, 후두마사지, 이완훈련)


16:30 - 17:20 Boone의 치료기법 실습(개별기법 및 컴비네이션)

안대성 울산의대
안정현 한양의대

Hands-on Practice for SLP (Basic2)

15:40 - 17:20 Session IV Practical essences for Laryngologists
15:40 - 16:30 양측성 성대마비 환자의 치료

이재석 경상의대

14:30 - 15:20 공기역학적 평가(PAS) 실습과 Q&A

15:20 - 15:40 Coffee break



백승국 고려의대

Hands-on Practice for SLP

13:40 - 15:20 Session III Special Know How


박일석 한림의대

이승원(Moderator) 순천향의대

홍현준(가톨릭관동의대), 박준희(조선의대), 조재구(고려의대),
최윤석(영남의대), 차원재(부산의대), 우승훈(단국의대)

13:40 - 14:30 청지각 평가 기초연습(GRABS)

배인호 고신대

14:30 - 15:20 Vocal function exercises(VFE)

임혜진 대구가톨릭의대

15:20 - 15:40 Coffee break
15:40 - 16:30 Semi-occluded vocal tract exercises(SOVTE)

김지성 충북의대

16:30 - 17:20 간단한 음성검사 및 치료 노하우

이승진 연세의대

Hands-on Practice for SLP (Advanced)

13:40 - 14:30 효과적인 음성치료를 위한 환자 오리엔테이션
14:30 - 15:20 청지각 평가 사례 집중연습 (CAPE-V)

황연신 가톨릭의대
김근효 부산의대

15:20 - 15:40 Coffee break
15:40 - 16:30 음성치료 사례를 통한 노하우 원포인트 레슨1


＊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이 제공됩니다.

이창윤 동남권원자력병원

16:30 - 17:20 음성치료 사례를 통한 노하우 원포인트 레슨2

서인효 단국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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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길라잡이
08:00 - 09:00

등록

전공의 길라잡이 Part I
09:00 - 09:30

후두의 해부 및 피열연골 동적 운동의 이해

홍용태 전북의대

09:30 - 10:00

음성학 기초 및 용어 해설

박혜상 한림의대

10:00 - 10:30

음향 음성학적 검사의 실제

손희영 동남권원자력의학원

10:40 - 11:00

Coffee break

전공의 길라잡이 Part II
11:00 - 11:30

신경생리학적 검사의 이해

원호륜 충남의대

11:30 - 12:00

성대진동검사의 이해와 임상 적용

이영찬 경희의대

12:00 - 12:30

성대 마비의 진단과 치료

신유섭 아주의대

12:40 - 13:40

Lunch

전공의 길라잡이 Part III
13:40 - 14:10

가끔 보지만 알아야 하는 음성질환

이동근 동아의대

14:10 - 14:40

음성치료의 기본원리

이승진 연세의대

14:40 - 15:10

전공의가 알아야하는 후두음성 술기 1 (후두미세수술)

박준욱 가톨릭의대

15:20 - 15:40

Coffee break

전공의 길라잡이 Part IV
15:40 - 16:10

전공의가 알아야하는 후두음성 술기 2 (성대 내 주입술)

신성찬 부산의대

16:10 - 16:40

전공의가 알아야하는 후두음성 술기 3 (갑상성형술)

박기남 순천향의대

16:40 - 17:20

최근 국시 출제유형 분석과 모의 실전 test

석준걸 국립암센터

＊전공의 길라잡이 퀴즈를 통하여 우수 수상자에게는 상품을 수여하며 참가자 분들은 경품 이벤트가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