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BVP 대만 외과 워크샵
날자: 2019년 3월 10일(일) ~ 13일(수) 또는 14일(목)
장소: 대만, 타이페이
인원: 8-10명
언어: 중국어-한글 (순차 통역: 이려 수의사)
취지: 대만은 한국과 비슷한 동물의료 환경에 있으나 대형 종합동물병원 보다는 중소형 병원들이 특정
분야를 특화시켜 발달해 왔습니다. 특히, 외과, 영상, 고양이, 경영 분야는 대만에서 중국 본토에 많은 강
연과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복강경 등 미세침습수술 분야와 정형신경 외과 분야에 저명한 원
장님의 병원을 직접 견학하고 이론 교육과 수술 실황 중계, 사체를 이용한 수술 시현을 중심으로한 외과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학술 교류 뿐만 아니라 한국-대만 수의사 간에 좋은 우호와 협
력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 여행 일정
3월10일(일): 한국(인천: 09:00) - 대만(타이페이: 11:00), 호텔 체크인
3월11일(월): Minimal Invasive Surgery Lecture and Live Surgery (Dr. Jack)
3월12일(화): Joint Surgery Lecture and Cadaver Surgery Demonstration (Dr. Tony)
3월13일(수): A그룹: City tour-1, 대만(타이페이: 19:25)-한국(인천: 22:55)
3월14일(목): B그룹: City tour-2, 대만(타이페이: 19:25)-한국(인천: 22:55)

Dr. Jack 첨단 수술실

외과 워크샵 세부 일정
강사

Dr. Jack
3/11 Mon

시간

내용

장소

09:00~09:30

병원 견학 및 오리엔테이션

병원 투어

09:30~12:00

최소침습수술의 기초
Basic Minimal Invasive Surgery

병원 세미나실

12:00~13:00

점심 및 휴식

13:00~18:00

수술 실황 중계 강의
Live Surgery Lecture

수술실-세미나실

Dr. Tony

09:00~10:30

Shoulder and Elbow joint luxation
진단 및 치료

이론강의

3/12 Tues

10:30~11:00

Coffee Break

11:00~12:30

Hip luxation 진단 및 치료

12:30~13:30
13;30~15:00

Dr. Jack
Dr. Tony

이론강의

점심 및 휴식
Patellar luxation and anterior cruciate
ligament tear 진단 및 치료

15:00~15:30

Coffee Break

15:30~17:00

Cadaver Surgery Demonstration
사체를 이용한 수술 시연

17:00~18:00

Wrap up, Q&A

18:00~20:00

강사, 참석자 저녁식사

이론강의

• 워크샵 시간과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환자 수술을 실황 중계하며 수술 시연은 안락사한 유기견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반려견의 고통과
희생은 없습니다.
• 강의는 중국어-한국어가 자유롭고 외과를 전공하신 이려 외과 부장 (서울동물메디컬센터)이 맡아주십니다.
• 기타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면 강의 2주전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강사
Dr. Jack

Hsien-chieh Chiu DVM MS

Tzuoo-Ann Animal Hospital (minimally invasive surgery center)
New Taipei City, Taiwan
Dr. Hsien-chieh Chiu graduated from National Taiwan University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in 1998 and finished a master degreed in 2000. He is the
owner of Tzuoo-Ann animal hospital minimally invasive surgery center since
2003. In 2011 Dr. Chiu completed a minimally invasive surgery training at
Colorado State University in USA and he is currently a President of New Taipei
City Veterinary Clinical Association.
Dr. Chiu was an invited speaker of
FASAVA in 2015 and he also
concurrently become a famous
speaker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of China, He is a
specialist in soft tissue surgery and
endoscopy (GI flexible endoscopy,
ENT endoscopy, Cystoscopy,
Laparoscopy, and Thoracoscopy).

강사 약력
Dr. Tony K. Tsai
Dr. Tondy K. Tsai
Famous Veterinary Hospital, Taipei City, Taiwan
Dr. Tsai graduated from the School of Veterinary Medicine, National Taiwan University in 1990.
He then obtained the International Postgraduate Certificate in small animal practice from
Murdoch University, Australia. Dr. Tsai has over 20 years of small animal’s clinical experience,
with numerous professional certifications. He has cured over 1000 dogs that suffered from
Canine Hip Dysplasia (CHD), and he is an expert in Osteoarthritis, compound fracture, pelvic
fractures, knee surgery, neural surgery, minimally invasive surgery, and Total Hip replacement.
In addition to medical treatment, he is also keen on improving the overall veterinary medical
standard in Taiwan and China, by providing professional training for veterinarians. He has been
working with different animal hospitals to organize small animal orthopedic surgery and soft
tissue surgery classes and workshops.
- International Postgraduate Certificate in small animal practice, Murdoch University, Australia
- DVM, Nation Taiwan University, Taipei, Taiwan
- Certificate in Canine Total Hip Replacement surgery, BioMedtrix, U.S.A
- Penn-HIP certific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U.S.A
- Certificate in small animal principle and advanced courses, AO VET
- Intensive Course in Laparoscopic General Surgery, ASIA IRCAD-TAIWAN
- Registered Veterinary surgeon, Hong Kong
• Chairman, Alumni Association of Department of Veterinary Medicine National Taiwan
University
•Chairman, Taiwan Companion Animal Medical Association (TCAMA)
•Vice President: Taipei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TVMA)

통역
이려 외과 과장 (광주 서울동물메디컬센터)
프로필
2007.03 - 2013.02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사
2013.09 - 2015.08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외과학석사 수료
경력
2017.09 - 현재. 경기광주 서울동물메디컬센터 외과과장
2016.06 - 2017.05 우리아이동물메디컬센터 외과과장
2014.03 - 2016.02 서울대학교 부속동물병원 인턴수료
학회참가
2018 AOVET Advanced Techniques in Small Animal Fracture Management - Seoul
2018 제1회 중국소동물정형외과컨퍼런스
2018 경기도 수의사회
2017 AMAMS (The Asian Meeting of Animal Medicine Specialties) - Daegu
2017 ACVS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 - Indianapolis
2016 AOVET Principle course - Seoul
2016 한국임상수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Leptin and leptin receptor expression in canine)
mammary gland tumor
2016 한국수의외과학회 제6차 학술심포지엄
2015 제12회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2015 한국수의임상포럼
2015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015 해마루 컨퍼런스
2015 한국임상수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2014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 추계 학술대회
2014 제11회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2014 한국수의외과학회 제4차 학술심포지엄
2014 KAHA International Congress&동물병원산업대전
2012 KAHA International Congress- Staff
2012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컨퍼런스&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 WSAVA-FASAVA World Congress- Staff
특기사항
2018 광주 제1회 중국소동물정형외과컨퍼런스 - 외과통역
2018 북경 케어펫 주최 CT&MRI 영상 세미나 - 영상통역
2016 The 12th BJSAVA Congress (제12회 북경소동물수의학회) - 외과통역
2016 Pan's 수의임상학원 소동물일반외과강의 - 외과통역
2015 제4회 중국소동물수의학회 & 제6회 화남소동물수의학회 - 외과통역
2014 FASAVA Congress - 학회참가

참가신청
참가비

A그룹 230만원 (3월 13일 귀국, 3박4일)
B그룹 245만원 (3월 14일 귀국, 4박5일)

신청

kbvpforum@gmail.com 으로 다음사항 포함하여 메일로 신청
1. 신청자 정보: 이름, 소속, 핸드폰, e-mail, 주소
2. 본인 사진
3. 여권사본
4. 요청사항

계좌

우리은행 한국수의임상포럼 1005-002-770466 한국수의임상포럼
(입금 일자 기준으로 선착순 8명)

문의

한국수의임상포럼 김현욱 원장, 010-3785-2123, director@haemaru.co.kr

일정변경

출국, 귀국, 일정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여행사로 직접 요청 바랍니다.
웅비항공, 손왕호 사장 (010-4322-7298)

기타
•기본 일정 외에 추가 체류 등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시 요청사항으로 명시해 주셔야 하며 개별 항공권
발권 관련 여행 경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일정 변경은 불가합니다.
•2월 28일 이후 취소는 참가비에서 위약금 20% 공제 후 반환 되며 이후는 50% 공제후 반환됩니다,
•사전 예고 없거나 본인의 귀책으로 참가를 못하는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참가비는 2인1실 기준이며 1인1실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1인 15만원 정도 실비 추가되며 기본 비용 납
부 후 1인실 사용 관련 산정 숙박 금액을 통보 받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워크샵을 마친 모든 참가자에게 워크샵 수료증(종이)을 드리며 참가패 제작을 원하시는 경우 행사 종
료 후 제작비 10만원을 납부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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