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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Association for ORL Research (AOR)
이화여자대학교
부속초등학교
2
국철

신촌역

찾아오시는 길
▶ 금화터널을 지나 오시는 경우
①세
 브란스병원과 치과대학병원 사이의 치과병원 진입로 언덕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② 병원 정문을 통해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
 희동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는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앞에서 좌회전하여
치과대학병원 진입로 방향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등록방법
·E-mail 등록, 우편등록 또는 Fax 등록

▶ 참가신청서

평 점

성 명 : 				

·전문의 5점 / 전공의 1점

병원명 :

문의처

(전문의, 전공의)

주 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기도점액연구소
최가희
Tel : 02-2228-0774
Fax : 02-2227-7998
E-mail : rchnds@yuhs.ac

전 화:
팩 스:
E-mail :
의사면허번호 :
※ 참가신청서 양식은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6일 (토) 오전 9시 - 오후 3시 20분

장소 : 연세의대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 1층 유일한 홀

연세대학교 임상
의학연구센터
신촌역

등록마감

이화여자대학교
삼성교육문화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문의 교수 3만원 / 전공의, 연구원, 학생 2만원
·입금 시 참석자 소속 및 이름을 표시하시고,
입금 후 반드시 연락하여 주십시오.
(최가희, Tel : 02-2228-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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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동문
회관웨딩홀

The 1 st
Experimental
Research Forum in
Otorhinolaryngology
주관 : 연세대학교 기도점액연구소

Experimental
Research Forum

인사말

The 1st Experimental Research Forum in Otorhinolaryngology
일시 :

2015년 6월 6일 (토) 오전 9시 - 오후 3시 20분

주최 : Association for ORL Research (AOR)

08:55 - 09:00

환영사

09:00 - 09:40

특 강

장소 : 연세의대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 1층 유일한 홀
주관 : 연세대학교 기도점액연구소

윤주헌 (연세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학문의 개방성과 교수 평가제도 등
으로, 과거와는 달리 교수라는 직업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

Novel fun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in cell signaling

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전공의 및 강사 교육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교

09:40 - 10:40

실험 기법의 이해

배윤수 (이화여대 생명과학부)
좌 장 : 이상학 (고려대)

수가 되고자 하는 임상 의사들이 연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너무

Evaluation of epithelial cell function

김창훈 (연세대)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하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각종 학회

Evaluation of inner ear morphology and function

복진웅 (연세대)

에서 연구 발표가 있지만, 대부분 단순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

Evaluation of Programmed cell death

김유선 (아주대)

여서 학회를 통해서 연구를 이해하고 배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0:40 - 11:00

Coffee Break

11:00 - 12:10

Most Outstanding Works in 2014

젊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열정과 잠재력이 크기에, 이들에게 비
전을 보여주고 잘 이끌어 국제적인 무대에서 학문을 선도하는 의사
들로 키워 나아갈 때, 우리 이비인후과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뜻
과 희망을 담아, 연구를 배우고자 하는 젊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에
게 질병연구에 대한 개념과 연구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이들이 보

Adipose-derived stem cells ameliorate allergic airway inflammation
by inducing regulatory T cells in a mouse model of asthma

노환중 (부산대)

Oct4 is a critical regulator of stemness in head and neck squamous carcinoma cells

임영창 (건국대)

Whole-exome sequencing reveals diverse modes of inheritance in sporadic
mild to moderate sensorineural hearing loss in a pediatric population

최병윤 (서울대)

다 쉽게 연구를 접할 수 있게 하고 멘토가 될 수 있는 많은 선생님들

12:10 - 13:00

Lunch

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이러한 연구 포럼을 만들게

13:00 - 13:20

연구실 소개 “두경부종양 융합연구실”

13:20 - 14:00

Cutting Edge in ORL Research

되었습니다.
이 연구포럼이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차 많은 이비인후과

Autophagy & mitophagy in ORL research

의사들의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연구 정보를
교류하고 젊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선도적 역

14:00 - 15:20

할을 하는 꿈과 희망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윤 주 헌

15:20

좌 장 : 윤주헌 (연세대)

Understanding “In Vivo Disease Model”

김철호 (아주대)
좌 장 : 최재영 (연세대)
윤주헌 (연세대)
좌 장 : 최재영 (연세대)

PDX (Cancer model) – thyroid, head and neck cancer

노종열 (울산대)

Allergic disease model of human olfaction

김현직 (서울대)

Sensory-neural hearing loss model

박시내 (가톨릭대)

Closing rem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